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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서민경제의 안정과 부담 완화를 한 소비자물가 안정의 요성과 필요

성에 한 인식이 확 되면서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한 효과 인 정책 

안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물은 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작지만 생필품으로 구입 빈도가 높고 수 상 단기 변동이 많아 소비

자가 느끼는 물가 체감도는 작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축산물가격의 불안정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수  변화뿐만 아니

라, 불합리한 유통구조도 그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축산물 가격안

정을 해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   유통구조 개선 책을 발표하 으

나 정책의 효과에 한 평가는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 다. 다양한 정부

책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반복되는 이유  하나로 축산

물 수   유통구조에 한 정보 부족이 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   가격 구조를 분석하

고 유통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유통 련 정책 평가

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쇠고기  돼지고기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

할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해 유통단계별로 유통 주체에 한 설문조사, 

문가 그룹을 통한 유통정책 평가, 정책모델 개발을 통한 유통정책의 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 다. 그리고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외국의 사례를 벤

치마킹하 으며,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가 국내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쇠고기  돼지고기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 한다. 연구수행 과정

에서 조사에 극 조해 주신 축산농가, 소비자, 유통업자, 교수, 그리고 

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11.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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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비자물가 안정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확 되면서 축산물의 가격 안

정을 한 효과 인 정책 안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물가격 불안정

의 원인으로 축산물 수 변화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자주 거

론되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수   유통구

조에 한 정보 부족으로 축산물 가격 안정 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 이

다. 이 연구는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   가격 구조를 분석

하고 유통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유통 련 정책 평

가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쇠고기  돼지고기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

, 선행연구, 연구 방법 등을 제시하 으며, 2장에서는 쇠고기  돼지고

기시장의 수   가격구조를 분석하고 축산물 유통에 한 이론  고찰을 

통해 축산물 유통마진에 미치는 원인과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시장의 유통단계별 가격인과성  가격 달체계의 비

칭성 여부를 분석하 으며, 4장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시장의 유통단

계별 실태 분석을 하고, 5장에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한 과제를 도출하

다. 6장에서는 문가 조사를 통하여 축산물 유통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모델 

개발을 통해 효과분석을 실시하 으며, 7장에서는 일본, 미국 등 외국의 축

산물 가격  유통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 다. 8장에서는 쇠고

기  돼지고기 시장의 유통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과 유통단계별 개선방안

을 제시하 으며,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 다.

  이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 구조 분석결과, 한우두수는 산지가격과 1~2년 시차를 두고 상

호 향을 미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0

년  들어 한우두수는 연 8.6%씩 성장한 반면, 도축두수는 사육일수와 출

하체  증가로 인해 사육두수만큼 증가하지 못하 다. 1인당 쇠고기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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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2005년 6.6㎏에서 2010년 8.9㎏으로 크게 증가하 고, 쇠고기 공 량 

한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증가로 크게 증가하 으나, 국내 생산량 증가

보다 수입량이 더 크게 증가하여 쇠고기 자 률은 2000년 52.8%에서 2010

년 43.5%로 하락하 다. 

  돼지 사육두수와 도축두수는 돼지고기의 수요 증가와 1990년  일 수

출 정책으로 산지가격이 지속 으로 상승하여 크게 증가하 으나, 2000년

 들어 가축질병과 분뇨처리의 어려움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0년 16.5㎏에서 2010년 19.3㎏으로 증가하 고 돼

지고기 공 량도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증가로 크게 증가하 으나, 수입량

이 생산량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자 률은 2000년 91.6%에서 2010년 

76.5%로 하락하 다. 

  둘째, 가격구조 분석결과, 지난 20년 동안 쇠고기 소비자가격의 상승률

(연평균 6.7%)이 산지가격 상승률(4.4%)보다 커 쇠고기 유통마진은 확

되어 왔으며,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의 상승률(9.3%)이 산지가격 상승률

(5.9%)보다 커 돼지고기 유통마진 한 확 되어 왔다. 쇠고기 가격  돼

지고기 가격은 수 상의 요인으로 인해 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쇠고기 가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에 한 수요 증가로 설날과 추석 1개

월 부터 도축량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며, 돼지고기 가격은 주

로 공  측면의 요인으로 인해 계 성을 가진다. 돼지는 여름철(7∼8월) 

더  스트 스로 수태율이 크게 하락하고, 이는 10개월 후인 5∼6월 출하

물량 감소의 결과로 이어져 산지  도매가격을 상승시키며, 겨울철 수태

율 상승은 다음해 10∼11월 출하물량 증가로 이어져 연  산지가격의 최

치를 형성한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 은 2.1%이며, 국내산 쇠고

기가 차지하는 비 은 0.68%, 돼지고기는 0.75%이다. 최근 3년 소비자물

가 지수는 연평균 3.5%씩 증가하 으며, 소비자물가 상승에 국내산 쇠고

기  돼지고기의 기여도는 각각 0.05%p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  돼지 

가격의 변동으로 소비자물가에서 가장 크게 향을 받는 부문은 음식료품

과 음식 ･숙박업으로 나타났다. 소 가격이 10% 변동할 때 소비자물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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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은 0.09%이고, 부문별로는 음식료품이 0.05% 변동하며, 음식

･숙박업은 0.03%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가격이 10% 변동할 

때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향은 0.14%이고, 부문별로는 음식료품이 

0.08%, 음식 ･숙박업이 0.05%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가계 지출  육류 비 은 1990년 3.8%에서 2010년 2.4%로 낮아져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육류가 차지하는 비 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정도는 돼지고기가  

쇠고기보다 3.2배 크고, 도시가스는 쇠고기보다 4.1배, 도로여객운송은 쇠

고기보다 4.7배 큰 것으로 분석되어, 축산물가격의 물가체감지수는 공공요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돼지고기 가격이 물가체감지수에 미치는 

향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쇠고기  돼지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의 동태  인과성 분석결

과, 쇠고기 소매가격은 돼지고기 도매가격을 제외한 모든 단계의 가격으로

부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쇠고기 도매가격

과 돼지산지가격으로부터 강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시

 인과성 분석결과, 돼지고기 도매가격과 돼지고기 소매가격이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시장의 가격 형성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쇠고기  돼지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 달의 비 칭성 존재 여부 

분석결과, 쇠고기시장의 ‘도매→소매’ 단계에서 가격 달의 비 칭성이 가

장 크고 지속 인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의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의 하락

보다 상승에 훨씬 더 큰 폭으로 조정되며, 그와 같은 반응의 차이가 상당

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쇠고기  돼지고기시장 모두에서 단기 으로는 ‘산지→도매’ 단계에서

의 가격 달이 ‘도매→소매’ 단계에서의 가격 달보다 빠르게 이루어지

며, 장기 으로는 두 시장 모두 ‘도매→소매’ 단계에서의 가격 달이 ‘산

지→도매’ 단계에서의 가격 달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를 들어 돼

지고기의 소매가격은 도매가격 변화에 단기 으로는 매우 작게 반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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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시간이 지나면 도매가격의 1% 변화에 해 소매가격이 1% 이상 변화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 실태 조사결과, 유통 경로별 참여 주체

는 매우 다양하지만 한우의 경우 산지조합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며, 돼지의 경우 육가공업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축산농가는 출하 경로 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으로 안정 인 매처 

확보  가격 보장 등을 지 하 다. 산지조합의 축산물 반입 경로는 한우

의 경우 경매용 수탁사업 비 이 가장 크며, 돼지의 경우 개용 수탁사업

의 비 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돼지 개용 수탁사업은 부분은 

부분육가공업체로 반출되고 있었다.  

  육가공업체는 크게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와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로 

구분 가능하며,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의 소  돼지 반입 경로는 간상

인을 통한 탁  직매가 부분이다.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돼지)의 경우 

농가로부터 구입 비 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산지조합의 매 탁  

직매로 나타났다. 육가공업체의 반출 경로는 소의 경우 일반정육 에 매 

하는 비 이 가장 크고, 돼지의 경우 형 할인 에 매하는 비 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정육 의 부분육 구매 비 은 한우 22.5%, 돼지 43.2% 으며, 부분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하고 있었다. 지육은 한우의 경우 부분 간상인

과 농가로부터 구입되고 있었으며, 돼지는 간상인을 통한 구매 비 이 

컸다. 고기 매 경로는 부분 일반소비자 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 이

었다. 형 할인 의 부분육  지육 구매비 은 업체의 매 략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분육의 경우 부분 육가공업체로부

터 구입한 후 자체물류센터를 통해 매장 공 하고 있었으며, 지육은 산지

조합, 육가공업체, 그리고 경매를 통해 구입하고 있었다.  

  소비자 조사결과,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형 할인 에서 구매하는 비

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랜드 직 을 확 해 주기를 희망하 다. 소

비자가 형 할인 을 선택한 이유는 축산물 외에 다른 상품 구입이 용이

하기 때문이었으며, 랜드 직  확  희망 이유는 품질이 우수한 고기



vii

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각 유통 주체를 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을 한 과

제별 우선순  조사결과, 한우  양돈농가, 산지조합, 도축장 등은 동조

합형 계열화 활성화에 우선순 를 높게 부여하 으며, 정육 은 부정육 

매 단속강화, 양돈농가는 축사시설 화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

상에 우선순 를 높게 부여하 다. 그리고 유통 주체 부분이 직거래  

부분육 유통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 다.   

  여섯째, 축산정책 효과분석을 한 비교정태모형 분석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을 한 계열화 확 로 인해 도･소매 간 유통비용

이 1% 감소할 경우 쇠고기 소매가격은 0.11%, 돼지고기는 0.38% 하락하

는 효과가 있으며, 직거래 활성화로 산지･소매 간 유통비용이 1% 감소할 

경우 쇠고기 소매가격은 0.12%, 돼지고기는 0.39%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외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 련 제도를 검토한 결과, 일본

은 1961년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여 축산업을 선택  확 산업으로 지정

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한 법률(1961년) 등을 제정하여 축산업 

발 을 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0년  들어 축산

물가격안정정책에서 경 안정 책 심으로 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축산업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고, 농가 수취

율이 높아 정부의 정책 개입이 매우 다. 미국의 축산정책은 주로 축산물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축산물의 생·안 성 제고, 그리고 생산농가의 

험 리 등에 이 맞춰져 있다. 련 제도로는  축산물 의무가격보고 

제도, 축산물 이력 추 제, 원산지표시제, 육류품질보장 로그램, 그리고 

패커의 과  행  방지법(Packer & Stockyard)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을 한 쇠고기  돼지고기의 유통체계 개선을 

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참여 주체가 다양한 행 다단계 유통구조에

서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하고 가격불안정성을 완화하기 해서는 유통

단계를 통합하여 유통 주체의 의사결정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축산

물 유통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첫째, 개별농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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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  출하방식을 산지를 심으로 조직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거래 교

섭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 주체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도축, 가공, 배송 기능을 통합시켜 규모의 경제  경 효율을 제고할 수 있

도록 하는 일 경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정된 매처를 확보

하고 소비자 Needs 충족과 더불어 소비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체계 개선을 한 방안으로 생산단계에서는 ①  

산지조직화의 활성화를 해 지역별 랜드  계열화사업을 연계하여 추

진하는 방식을 극 고려하고, 조직화된 업체에 한 종합지원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축산물 생산요소 가격의 안정화를 해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료의 가격 불안정성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국제선물거래 문가 육성, 국내 사료작물 생산량 확 , 그

리고 축산농가와 사료회사의 극 인 참여를 통한 사료안정기  조성도 

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탄력 인 운 도 

필요하다. 한우두수를 고려한 보장 액의 탄력  운 이 필요하며, 장기

으로 송아지 생산비 감 목표와 연계한 안정기 가격 설정도 검토되어

야 한다. ③ 가격의 계 성 완화  생산성 제고를 한 축사시설 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도매단계에서는  ① 구조 조정 상 도축장의 부지에 해서는 용도변경

이 가능토록 하여 도축장 구조조정을 진하고, 지역별 거  도축장을 육성

하여 부분육 유통을 주도하고 지역별로 축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기능을 가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돼지고기 선물시장을 활성화하고 쇠고기시장으

로 확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축산업계의 극 인 참여를 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선물상장 기본 탁   증거 의 인하가 필요하다. 

  소매단계에서는 ① 비선호부 의 재고 비용이 선호부  가격에 가되

는 행 가격 구조를 개선시키기 해서는 모둠 매방식 개발 등 비선호부

 소비 진을 통한 선호부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② 국내 

고품질 축산물에 한 차별  선호 소비계층의 Needs를 충족하기 해서

는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 에서 인증한 문 매 을 통한 고 육 유통

채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③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랜드 직  



ix

종합 센터 등 다양한 축산물 직거래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사이버 직거래 

활성화를 한 정육의 표 화와 규격화가 필요하며, 직거래에 필요한 물

류, 정산, 품질 리 등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④ 형 할인  등 소

매 을 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축산물 등 표시제를 일반 음식  등으로 

확  추진하고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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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a Livestock Product-Distribution 
System for Stabilizing Inflation(Year 1 of 4)

As the recognition on the necessity for the stability of consumer price is 
expanded, requests for the preparation of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stock product prices are increasing. As a cause for 
instability of prices for livestock products, diversified changes in the de-
mand and supply of livestock products such as outbreak of livestock dis-
eases are frequently mentioned together with unreasonable distribution 
structure, and it is pointed out that, despite diversified efforts initiated by 
government, there is a limit in implementing measures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stock product price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on demand and 
supply of livestock products and distribution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the tasks for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demand 
and supply and price structure of beef and pork among livestock products 
and conducting and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distribution and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for distribution structure for beef and pork through 
distribution related policy evaluation and the analysis of foreign cases. 

This report is comprised of the following contents. In the Chapter 1 
Introduction,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research, preceding researches, 
the method of research were presented, and in the Chapter 2, demand and 
supply and price structures of beef and port markets were analyzed while 
reviewing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structures to distribution margins 
for livestock products through theoretical review on the distribution of live-
stock products. In the Chapter 3, analysis were conducted for price cau-
sality by distribution stage in beef and port markets and for the existence 
of non-symmetry of price transmission system, and in the Chapter 4, actual 
states were analyzed by distribution stage of beef and pork market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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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were derived, 
and in the Chapter 6, distribution policies for livestock products were eval-
uated through the survey conducted by experts and the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policy model. In the Chapter 7, 
prices and distribution policies for livestock product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S. were analyzed and its implications were de-
rived, and in the Chapter 8, basic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dis-
tribution system for beef and pork markets and plan for the improvement 
by distribution stage were presented. Lastly, in the Chapter 9, summary and 
conclusion were presented.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demand and supply revealed 
that the number of Korean native cattle and the price at production sites 
affected each other with the time gap of 1~2 years and the structure is in 
the form of circulating structure with repeating fluctuations of increases 
and decreases. In 2000's, the number of Korean native cattle has grown by 
8.6% per annum every year whereas the number of Korean native cattle 
slaughtered has not increased as much as the number of raising due to the 
increase in breeding period and weights at the time of shipping. Beef con-
sumption per capita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6.6 ㎏ in 2005 to 8.9 
㎏ in 2010 and beef supply w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due to the in-
crease in domestic production and imports. However, self-sufficiency rate 
of beef was dropped from 52.8% in 2000 to 43.5% in 2010 as increase 
in imported beef quantity was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production. 

The number of pig breeding and the number of pig slaughtered were sig-
nificantly increased thanks to the increase in demand for pork and con-
tinuous increase of port price at production sites based on government's ex-
port promotion policy to Japan in 1990's, but in 2000's the increasing trend 
was slowed down due to livestock diseases and the difficulty of the dis-
position of livestock manure. Pork consumption of per capita was increased 
from 16.5㎏ in 2000 to 19.3㎏ in 2010 and pork supply was also 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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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icantly increased thanks to the increase in domestic production and 
imports. However, self-sufficiency rate of pork was dropped from 91.6% 
in 2000 to 76.5% in 2010 as increase in imported pork quantity was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production.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s on price structure revealed that over the last 
20 years increase rate of consumer price for beef (annual average of 6.7%) 
was bigger than increase rate of prices of production sites (4.4%) which 
resulted in increase of distribution margin for beef, and increase rate of 
consumer price for pork (9.3%) was bigger than increase rate of prices of 
production sites which also resulted in increase of distribution margin for 
pork. Prices for beef and pork both have seasonal characteristics due to de-
mand and supply factors. 

Due to the increase in demand for beef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used 
for ancestral rites, quantity of slaughtering of cattle is significantly in-
creased from 1 month before New Year's day and Korean Thanksgiving 
day ('Chuseok') and beef price also increases while pork price has season-
ality due to factors mainly from supply aspect. Conception rate of pig falls 
down significantly in summer season (July to August) due to heat stress, 
which pushes up the prices at production sites from May to June of next 
year while increase in conception rate in winter season leads to the in-
crease in shipping quantity from October to November of next year, which 
forms the lowest price at production sites during a year. 

The proportion of livestock products in consumer price index is 2.1% while 
the proportion of domestic beef is 0.68% and pork is 0.75%. For recent 
3 years, consumer price index was increased by annual average of 3.5%, 
the contribution level of domestic beef and pork to the increase of consum-
er prices were analyzed to be 0.05%p respectively. 

The areas in consumer prices which were mos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changes in cattle and pig prices appeared to be beverage and foods, restau-
rants and lodging industry. When the price of cattle changed by 10%,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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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n consumer prices appeared to be 0.09%, the breakdowns of which 
by area were the change by 0.05% for beverage and foods, 0.03% for res-
taurants and lodging industry. When the price of pig changed by 10%, the 
impact on consumer prices analyzed to be 0.14%, the breakdowns of which 
by area were the change by 0.08% for beverage and foods and 0.05% for 
restaurants and lodging industry. 

The proportion of meat out of the expenditures of urban households were 
down from 3.8% in 1990 to 2.4% in 2010, and the proportion of meat in 
consumer price index was estimated to decrease continuously. As to the 
sensory price level which consumers feel, beef price was analyzed to be 
3.2 times bigger compared to pork price, city gas was 4.1 times bigger 
than beef and passenger transportation was 4.7 times bigger than beef, 
which means that sensory livestock product price index was analyzed to be 
lower than utility rates. Impact of pork price to sensory price index in-
creases more as family size gets bigger and it decreases more as ages of 
family increase. 

Third, the results of analysis on dynamic causality of price by distribution 
stage for beef and pork revealed that retail price of beef was influenced 
by pork price of all stages except for wholesale price of pork while retail 
price of pork was strongly influenced by wholesale price of beef and pro-
duction site price of pork. And the result of simultaneous causality analysis 
revealed that wholesale price and retail price of pork played important roles 
in price formation in beef and pork distribution markets. 

Fourth,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existence of non-symmetry of price 
transmission by distribution stage of beef and pork revealed that non-sym-
metry of price transmission was the biggest and continuous at the 'whole-
sale→retail' stage of beef market. Retail price of beef was adjusted in far 
more bigger scale by increase than decrease in wholesale price, and the dif-
ference with such reaction was continued for considerably long period. 

In both beef and pork markets, the price transmission at the stage of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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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ion site→wholesale' was done faster than that at the stage of 'wholesale
→retail' on a short-term basis whereas on a long-term basis price trans-
mission at the stage of 'wholesale→retail' was done in bigger scale than 
that at the stage of 'production site→wholesale' in both beef and pork 
markets. For example, even though retail price of pork reacts very little to 
the changes in wholesale price on a short-term basis, as time passed, retail 
price changes more than 1% for the change of wholesale price by 1%. 

Fifth, the results of actual state of the distribution of beef and pork re-
vealed that, in the case of Korean native cattle, unions at the production 
sites were playing major roles although the participating subjects were di-
versified by distribution route, and in the case of pork meat processing 
companies were playing such role. Livestock farmers pointed out securing 
of stable buyers and guarantee of price as major consideration at the time 
of selecting shipping route. In the case of Korean native cattle, the pro-
portion of consignment business for auction was the biggest for the car-
ry-in route of unions at the production sites for livestock products, and in 
the case of pig the proportion of consignment business for brokerage was 
the biggest. Most of consignment business for brokerage of pig were taken 
out to cuts of meat processing companies. 

Meat processing companies can be largely categorized into cuts of meat 
processing companies at consumption places and affiliated meat processing 
companies, and the carry-in routes of cuts of meat processing companies 
at consumption places for cattle and pig are mostly consignments through 
broker and direct sale while in the case of affiliated meat processing com-
panies (pig) has the biggest proportion for purchase by farming households 
and then consignment sale of unions at production sites and direct sale 
were followed. In the case of cattle, general butcher's shops were the big-
gest take-out routes of meat processing companies, and in the case of pig 
large scale discount stores had the biggest buyers. 

As to the proportions of cuts of meat purchase by butcher's shop, Korean 
native cattle meat was 22.5% and pork was 43.2%, most of which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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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ed from meat processing companies. In the case of Korean native 
cattle meat, fat meat was mostly purchased from brokers and livestock 
farmers while the proportion of purchase from brokers were big in the case 
of pork. In most cases, the route for meat sale was general consumers and 
restaurants were followed as next.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the pro-
portions of the purchases of cuts of meat and fat meat by large scale dis-
count stores showed very big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ales strategies 
of individual companies. In the case of cuts of meat, purchases were made 
in most cases from meat processing companies and then the purchased cuts 
of meat were supplied to shops through their own logistics centers while 
fat meats were purchased through unions at production sites, meat process-
ing companies and auctions. 

The results of consumer survey revealed that the proportion of purchase of 
beef and pork from large scale discount stores were big while consumers 
expressed their hopes to expand brand stores under direct management by 
large scale discount stores. The reason why consumers chose large scale 
discount store was because the purchase of other goods in addition to live-
stock products were easy, and the reason for their hope for the expansion 
of brand stores under direct management of discount stores was because 
they could get meat with superior quality. 

The results of priority survey by task for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for beef and pork which was conducted for the targets of re-
spective subjects for distribution revealed that Korean native cattle and hog 
raising farmers, unions at production sites and slaughter houses gave high 
priority to the affiliation in the form of cooperative unions and its activa-
tion and general butcher's shops assigned high priority to the intensification 
of enforcement for the sale of non-dressed meat while hog raising farmers 
gave high priority to the enhancement of productivity through moderniza-
tion of livestock facilitie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most 
of distribution subjects suggested the activation of direct trade and the dis-
tribution of cuts of meat as major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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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atic model analysis revealed that, in case 
the distribution cost between wholesaler and retailer is decreased by 1% 
due to the expansion of business affiliation for the improvement of beef 
and pork distribution structure,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retail 
price of beef has the effect of 0.11% price decrease and pork has the effect 
of 0.38% price decrease. However, in case the distribution cost between 
production sites and retail is decreased by 1% thanks to the activation of 
direct trade,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retail price of beef has the 
effect of 0.12% price decrease and pork has the effect of 0.39% price 
decrease. 

Seventh, the results of review on distribution related systems for foreign 
beef and pork showed that in the case of Japan they enacted 「Basic 
Agriculture Act｣ in 1961 in which livestock industry was designated as 
one of the selective expansion industries and enacted the Act concerning 
the stabilization of livestock product price (1961) which attributed a series 
of efforts at government level for the development of livestock industry, 
but in 2000's they are shifting the focus from livestock product price stabi-
lization policy to management stabilization measures.

As livestock industry in the U.S. shows low fluctuation of prices compared 
to other agricultural products and high farmer's share, government's inter-
vention based on policy was very little. Livestock policy of the U.S. main-
ly focuses on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of the distribution process 
for livestock products, the enhancement of sanitation and safety of live-
stock products and the management of risk for livestock farmers. They 
have relevant systems such as obligatory livestock product price report sys-
tem, livestock product history tracking system, country of origin marking 
system, meat quality guarantee program and Packer & Stockyard 
(Oligopoly act prevention act). 

Lastly, basic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for beef 
and pork for the purpose of price stabilization is as follows: To solve the 
problems incurred in current multi-stage distribution structure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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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diversified participating subjects and to mitigate price instabili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istribution system for livestock products to-
ward the direction to minimize decision making process of distribution sub-
jects by integrating distribution stage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first, the 
enhancement of productivity and trade negotiation power is required by 
changing the production and shipping method from individual farmer basis 
to production site basi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streamlined manage-
ment system is required to enhance the economies of scale and manage-
ment efficiency by integrating slaughtering, processing, logistics function 
which are currently scattered around by distribution subject. Third, actions 
such as securing stable buyers, satisfying consumers' needs and the ex-
pansion of consumption base are required. 

The methods for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for beef and pork 
at the production stage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activation of organ-
izations at the production sites, the linkage of the creation of brand by re-
gion and business affiliation projects should be considered for im-
plementation, and general support and evaluation system should be estab-
lished for organized cooperative entities. Second, for the stabilization of 
production factor price for livestock products, instability of price for feed 
which has high rate of dependence on overseas should be eliminated. For 
this, we need to actively cultivate the specialists for international forward 
transactions,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domestic feed crops production 
and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creating feed stabilization fund through ac-
tive participation of livestock farmers and feed manufacturers. Flexible op-
eration of calves production stabilization and guarantee amount considering 
the number of Korean native cattle is required while setting of stabilization 
standard price connected with calves production cost reduction target 
should be reviewed as well. Third, it is necessary to modernize livestock 
shed facilities and to develop technology for the mitigation of seasonality 
of price and the enhancement of productivity. 

At the wholesale stage,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First, re-
structuring of slaughter houses should be promoted by allowing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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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use of the land for slaughter houses which are subject to restructuring, 
and wholesalers should lead the distribution of cuts of meat and have the 
function to lead the distribution of livestock products by region by cultivat-
ing slaughter houses by region base. Second, it is necessary to activate for-
ward market for pork and to review the possibility the forward market to 
cover beef as well. For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ducement strategy 
for active participation of livestock industry and to reduce basic deposits 
and margins for the listing of forward. 

At the retail stage,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existing price structure in which inventory costs of non-pre-
ferred parts are transferred to the prices of preferred parts,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decrease in the prices of preferred parts through the promo-
tion of consumption for non-preferred part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ssorted selling method. Second, in order to satisfy the needs of consumer 
layer which has differentiated preference to high quality livestock product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distribution channel for high class meat 
through specialized stores which are to be certified by government author-
ity or institutions with public confidence.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de-
velop direct trade models for diversified livestock products such as brand 
stores under direct management considering consumers' convenience, to 
standardize dressed meat for the activation of direct cyber trade and to es-
tablish the system for logistics, settlement and quality control which are re-
quired for direct trade. Fourth, grade marking system for livestock products 
which was implemented mainly at the retail stores such as large scale dis-
count stores should be expanded to general restaurants while intensifying 
the enforcement. 

Researchers: Min-kook Jeong, Duk Huh, Byung-joon Woo, Myoung-ki 
Lee, Hyun-joong Kim, Hyung-woo Lee, Won-ta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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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필요성과 목

  서민경제의 안정과 부담 완화를 한 소비자물가 안정의 요성과 필요

성에 한 인식이 확 되면서 축산물가격의 안정을 한 효과 인 정책

안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물이 체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

(2.1%)은 매우 작지만 생활필수품으로 구입 빈도가 높고 수 에 있어 단기

간 변동이 많아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체감도는 작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연간 3.1% 상승한 반면, 축산

물 가격지수는 6.2% 상승하 다. 

  축산물가격의 불안정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수 변화뿐만 아니

라 불합리한 유통구조도 그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2010년 하반기 

발생한 구제역(FMD)은 2011년 상반기 돼지고기 가격의 폭등을 야기하

으며, 국제사료곡물가격의 빠른 상승은 축산물 수 과 가격에 작지 않은 

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산지가격의 하락이 

소비지가격의 하락으로 제때 연동되지 못하고 있어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축산물 가격안정을 해 여러 차례 축산물 수  안정  유통구

조개선 책을 발표하 으나, 정책의 효과에 한 평가는 제 로 이루어지

지 못하 다. 정부의 책에도 불구하고 축산물가격의 불안정이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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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이유  하나로 축산물 수   유통구조에 한 정보의 부족을 지

하고 있으며, 이와 련된 연구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aTC(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축산물 유통실태를 악하기 하여 

특정지역의 사례를 심으로 조사하여 유통경로와 유통마진을 발표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통경로의 유통 주체별 축산물 반입  반출 황, 유통

략과 유통과제 등 유통구조 반에 한 정보를 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축산물 유통구조에 한 선행 연구도 부분 정부발표 통계자

료를 이용하여 간 으로 추정하거나 사례연구를 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축산물 가격 불안정성 해소를 한 보다 구제 인 

축산물 시장의 가격  유통구조 분석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   가격 구조를 분석하

고 유통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유통 련 정책 평가

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쇠고기  돼지고기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축산물시장의 가격연계성에 관한 연구

  그동안 각 유통단계별 축산물 가격 간 인과 계에 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 왔지만 데이터의 빈도, 분석기간, 시계열 방

법론, 모형에 포함된 변수 개수 등 분석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일치된 결과

보다는 각기 상이한 결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권용덕 등(1998)은 쇠고기  돼지고기 월별 평균 경락가격을 이용한 다

변량 분석모형(VAR, VECM)을 통해 서울 등 5개 육류 도매시장의 가격 

동태  연계성  시장 간 인과성을 규명하 다. 분석결과 돼지고기는 시

장 간 공 분 계가 존재하여 시장 간 가격 변동이 하게 연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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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한 반면, 쇠고기의 경우에는 시장 간 공 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서울 도매시장의 가격이 지방도매시장의 가격변동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석 (1998)은 산지 돼지가격의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1981년 

이후 산지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변동추이를 분석하고 변동원인을 장기  

측면과 단기  측면, 수  측면과 유통 측면을 구분하여 악하 다. 이 연

구에서 돼지가격의 단기  변동원인은 돼지 수태율의 차이 등 공  측면에 

있고, 수요 측면은 장기 으로 국민소득 증가가 돼지가격에 향을 미친다

는 분석결과를 제시하 다.  

  정민국 등(2000)은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1977년

부터 1999년까지의 월별 가격자료와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의 인과성 검

정방법을 용하여 쇠고기 유통단계별 인과성과 충격반응을 분석하 다. 

여기서 쇠고기시장의 주도가격은 산지와 도매가격이고 두 가격 모두 송아

지가격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한우가격의 안정을 해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다산장려 제가 필요함을 제안하 다. 

  이정희(2001)는 우루과이라운드 상 타결 이후 육류시장의 유통단계별 

인과 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유통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하여 1995

년부터 2000년까지 월별자료와 VAR 모형을 이용하여 유통단계별 가격의 

인과 계를 분석하 다. 여기서는 쇠고기시장의 주도가격은 소매가격이며, 

돼지고기의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은 연계성이 높지만 소매시장은 연계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하 다. 

  최정섭 등(2001)은 육류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

게 육류 구매 시 기 가격을 제시하기 하여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산정 

모형을 개발하고 소비자 권장가격 제도의 효율  운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육류소비자 권장가격이 공정성과 실효성을 가지기 해서

는 지역별 권장가격의 차별화, 조사방법의 체계화, 그리고 자료 제공자와 

권장가격 공표자간 지속  조사 조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 다. 

  정경수(2004)는 1976년부터 2004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쇠고

기시장 개방이 국내시장가격의 변동성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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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성 모형과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성 모형을 구성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쇠고기시장의 개방 정도가 확 되면서 국내 

쇠고기 가격의 변동성은 감소하 으나, 생산기반은 축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윤병삼(2008)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농 서울공 장의 일일 지육경

락가격을 이용하여 쇠고기  돼지고기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변동성에 요일 효과와 계  효과

가 존재하고 큰 변동 뒤에는 한동안 큰 변동이 이어지고 작은 변동 뒤에는 

작은 변동이 이어지는 변동성 집 상이 있음을 밝히고, 시장 참여자들에

게 돈육선물 등을 이용한 가격 험 해지 수단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국내 축산물시장의 비 칭성에 한 선행 연구로는 최승철･정경수

(1999), 심춘수･정경수･김민경(2006) 등1이 있다. 최승철･정경수(1999)는 

시계열의 정상성을 가정하는 분포시차모형(distributed lag model)을 이용

하여 쇠고기의 소매가격은 산지가격에 비 칭 으로 반응하지만, 돼지고기 

가격에서는 그와 같은 비 칭성이 찰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심춘수･정경수･김민경(2006)은 시계열의 비정상성을 고려하는 비 칭  

오차수정모형(asymmetric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산지→도매’ 단계에서, 쇠고기의 경우에는 ‘도매→소매’ 단계에

서 가격 달의 비 칭성이 찰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축산물시장의 유통단계별 인과 계에 한 외국 연구로는 Bessler and 

Brandt(1982), Bessler and Akleman(1998) 등이 있다. Bessler and Akleman 

(1998)은 1980～1997년의 월별자료를 통해 산지  소매 수 에서의 소, 

돼지, 닭의 가격과 소득, 유가와 임 과 같은 소매 수 에서의 투입요소 간

의 인과 계를 분석하 다. 여기서는 산지 육류의 가격변화가 소매가격 변

동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1 박 근(1989), 권오상(1990), 이병서･고성보(1992), 이철 (1997), 권용덕･최규섭

(1998), 정민국･허덕(2000), 이정희(2001), 양승룡(2003), 정경수･함 곤(2006) 등

도 국내 축산물시장의 비 칭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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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가격 달의 비 칭성에 한 외국의 실증연구 에는 Goodwin 

and Holt(1999), Goodwin and Harper(2000), Miller and Hayenga(2001), 

Aquiar and Santana(2002), Ben-Kaabia et al.(2005), Lloyda et al.(2006), 

Hassouneh et al.(2010) 등의 연구가 표 이다.2 분석결과는, 비록 상 

국가, 표본기간, 분석방법 등에 따라 세부  양상은 달라지지만, 축산물시

장에 가격 달의 비 칭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부분이다.

2.2.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연구

  김병률 등(1999)은 농축산물 유통구조의 발 방향을 모색하고 유통구조

상의 문제 과 유통경로별 효율성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쇠고기 경우 

축  직매장을 통한 유통경로가 공 장  수집반출상을 경유한 경로보다 

유통효율이 높고, 돼지고기의 경우 육가공업체를 통한 유통경로가 도매상 

 수집반출상을 경유한 경로보다 유통효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민국 등(2002)은 도･소매업체의 쇠고기 유통실태와 소비자의 쇠고기 

지불의향 수 을 악하여 한우고기의 시장 차별화를 한 시사 을 도출

하 다. 여기서 한우 1등  등심과 갈비에 한 소비자지불의향은 수입쇠

고기보다 1.8배 높고 소득 수 이 높을수록 지불의향 수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우고기가 차별화되기 해서는 고 육 생산의 증가와 생산

비 감, 안 성 제고와 정보 제공의 강화, 부정 유통의 차단, 쇠고기 유통 

 소비 련 데이터의 정비·확 가 필요함을 주장하 다. 

  유철호(2004)는 축산물의 수 ･유통･수입･유통정책을 종합하여 정리하

고 축산물 유통 과제를 제시하 다. 여기서는 향후 변화되는 축산물 유통 

환경에 비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품질경쟁력 제고, 생  안

성 제고, 투명한 유통여건 조성, 가격안정화, 그리고 생산자단체 역할 증  

등을 제시하 다. 

2 서베이 문헌으로는 Meyer and von Cramon-Taubadel(200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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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식 등(2004)은 수입축산물 유통 실태를 악하여 수입육의 둔갑 유

통에 따른 국산육에 한 소비자 신뢰도 하 문제를 지 하며 수입육 유

통질서 확립을 한 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이 연구에서는 백

화  등 형 매장을 제외한 일반 매장의 32～59%를 원산지표시 반거래

로 추정하고 수입육 둔갑 매 방지 책으로 월별 국산  수입육 부 별 

가격 시 제도화, 수입 육류의 거래자료기장 비치 제도화, 유통단계별 원

산지표시 거래 지도  단속 강화 등을 제안하 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 회(2006)는 국내 축산물과 수입 축산물에 한 유

통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가축경로별 유

통 주체  유율, 농가의 출하형태별 경제성, 축산물의 유통경로별 유통 

주체와 유비 등을 분석하고 축산물 유통 선진화를 한 법 ･제도  개

선 사항을 제시하 다. 

  이병오 등(2010)은 쇠고기에 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우산업 

발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 소비자는 한우고기에 한 별능력

이 부족하며 수입 쇠고기에 한 불신감이 존재함을 밝히고, 한우고기의 

유통신뢰성 확보에 한 소비자의 추가 지불의사가 있음을 제시하 다.  

그리고 한우산업의 안정  발 을 해서는 한우고기의 품질 향상과 식품

안 성 제고에 한 소비자 신뢰 유지가 매우 요함을 주장하 다.

2.3. 축산물 유통 정책 연구

  농업･농어  투융자사업 평가 등의 일환으로 축산정책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강정일 등(1997), 김정호 등(2000), 김용택 등(2003, 2006) 등 다수

가 있으나 부분 정부 목표 비 실 을 평가한 연구이고 축산 유통정책

에 한 구체 인 근은 이루어지지 못하 다. 세계농정연구원(2006)은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돼지고기 수   가격안정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 으나 구체 인 제도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 다.    

  정민국 등(2008)은 1983년부터 2006년까지 축산물 생산비  투융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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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축산정책이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축산업은 교역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채산성 

구조는 향상되어 왔음을 제시하고 축산업 발 을 해 산출물가격과 투입

물가격 비율인 교역조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 하 다. 여기서도 축산유

통 정책과 축산물 가격의 계에 한 분석은 논외로 하고 있다.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축산물시장의 가격 연동성 분석, 축산물 유통체계 악, 

그리고 축산정책 평가 등 개별 연구 목 에 맞게 부분 독립 으로 수행

되었다. 물가안정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해서 수   가

격구조 분석, 시장의 가격 연동성 분석, 유통체계  시장구조 악 등을 

종합해 수행한 연구는 크게 미흡하 다.  

  이 연구는 축산물 유통정책의 가격안정 효과를 경제이론과 비교정태모

형 등을 통해 이론 ·계량 으로 분석하고 축산물 수   가격구조 분석

과 유통단계별 유통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유통 장에서의 문제 을 악

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들과 차별된다.  

3. 연구 범 와 방법

  이 연구는 축산업 생산액에서 상 으로 비 이 크고 소비자물가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우유, 

축산식품(햄, 소시지, 낙농가공품)시장을 분석 상으로 하 으며, 총 4년

에 걸쳐 수행된다. 1차년도 연구에는 쇠고기시장과 돼지고기시장의 유통실

태를 분석하고 물가 안정을 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2차년

도에는 닭고기시장과 계란시장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3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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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는 오리고기시장과 우유시장, 그리고 4차년도에는 햄, 소시지, 낙농가

공품 등 축산식품시장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 1-1.  연차별 연구 추진 계획

  이 연구를 수행하기 한 연구방법으로 먼 , 문헌조사를 통해 선행연구

를 검토하 으며, 축산물 수   유통에 한 이론을 고찰하 다.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경로별 유통실태를 악하기 하여 한우 회･양돈 회

와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한우농가와 양돈농가의 축산물 출하 실태를 악

하 으며, 축산물 생처리 회와 축산기업 앙회 등 련 회와 공동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축장과 정육 의 유통실태를 악하 다. 

  쇠고기  돼지고기시장의 유통단계별 가격 인과성과 가격 달체계의 

비 칭성을 분석하고, 축산물 유통정책의 효과 분석을 한 비교정태모형

을 개발하기 하여 국책연구기 인 산업연구원･경상 학교의 연구진과 

동연구를 추진하 다. 개발된 모형을 통해 정책효과 악을 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 다. 

  외국의 축산물 유통정책을 악하고 시사 을 도출하기 하여 일본과 

미국 등 외국 문가를 정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 으며, 국내 축산물 

유통정책을 평가하기 하여 교수와 공무원 등 축산정책 련 문가를 선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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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면 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 다. 

  쇠고기  돼지고기의 유통비용 감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도출을 해 

다양하게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등 련 부처와 정책

의회를 개최하고 국내 문가를 청하여 국내 세미나를 개최하 다. 그리

고 본 연구원의 연구과제 진행 차에 따라 설계세미나, 간보고 검토회의, 

최종결과세미나를 개최하여 원내  외부 자문 원의 의견을 수렴하 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효율 으로 진행하기 하여 3개의 세부과제로 

나 고 세부과제별 책임자를 지정하 으며, 수시로 연구진 의회를 개최하

며 연구를 진행하 다. 1세부과제는 쇠고기･돼지고기 수   가격구조 분

석과 유통정책모델 개발 부분이며, 2세부과제는 유통단계별 유통실태 조사 

 분석 부분이다. 그리고 3세부과제는 유통구조 개선방향 설정  개선방

안 부분이다. 체 으로 연구의 추진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2.  1년차 연구 추진체계





쇠고기･돼지고기 수   가격구조 분석  제2장

1. 쇠고기･돼지고기 수 과 가격 황 

1.1. 수급 현황

  한육우 사육두수는 산지가격과 1～2년 시차를 두고 향을 서로 주고 

받으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순환구조를 가진다. 1980년 에는 사육두

수의 증감 주기가 4∼5년이었으며,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졌던 1990년 는 

6∼7년으로 확 되었다. 그리고 2000년  들어 사육두수 증감 주기는 더 

확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환 기(1998)와 쇠고기 수입자유화(2001)로 인해 한육우 사육두수는 

1996년 284만두에서 2001년 141만두로 크게 감소하 다. 2000년 들어 경

기가 회복됨에 따라 쇠고기 수요는 증가하 으나 한육우 사육두수 감소로 

국내산 공 능력이 크게 감소하 고 2004년 북미지역의 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단되면서 한우가격은 지속 으로 상승하 다.  

  쇠고기 수요 증가와 공 량 부족에 따른 한우산지가격 상승으로 한육우

두수는 2001년 141만두에서 2010년 292만두로 연 평균 8.4% 증가하 다. 

동 기간 동안 한우산지가격(수소 600㎏)은 393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연 

평균 1.2% 상승하 다. 그러나 2010년 구제역(FMD) 발생으로 2011년 6월 

한우산지가격(320만원)은 년 동월 비 37% 하락하 으나 사육두수(305

만두)는 년 동월보다 5.5%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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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한우두수와 산지가격 동향

  주: 2011년 한우두수  산지가격은 1~6월 평균 가격임.

자료: 통계청,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농 앙회.

  한육우 도축두수는 사육두수와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증가와 감소를 반

복하고 있다. 한육우 도축두수는 2003년 58만4,000두에서 2010년 75만

2,000두로 연평균 3.7% 증가하 다. 2000년  들어 사육두수 증가 폭에 비

해 도축두수 증가폭이 작다. 이는 비육기간과 출하체 이 증가한 것과 무

하지 않다. 한우사육 일수는 2000년 495일에서 2009년 635일로 증가하

으며, 출하체 은 동 기간 동안 584㎏에서 668㎏으로 증가하 다. 산지 

재고물량 증가로 사육두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출하물량이 상 으로 작

아 한우 산지가격도 높은 수 에서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2.  한우 사육일령  매 체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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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공  

이 월 39.0 54.8 99.9 49.9 35.0 40.3 73.1 -

생 산 214.1 141.6 144.9 152.4 171.2 173.8 195.0 189.0

수 입 222.8 293.7 132.9 142.6 202.8 224.1 197.9 245.0

계 475.9 490.1 377.7 344.9 409.0 438.2 466.0 434.0

수  
요

소 비 402.4 390.2 327.8 316.8 368.7 365.1 396.0 434.0

재 고 73.5 99.9 49.9 28.0 40.3 73.1 77.0 -

계 475.9 490.1 377.7 344.9 409.0 438.2 466.0 434.0

자  률 (%) 52.8 36.3 44.2 48.1 46.4 47.6 50.1 43.5

1인당 
소비량(㎏)

8.5 8.1 6.8 6.7 7.6 7.5 8.1 8.9

  주: 2010년은 한국농 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 률은 국내산 소비량을 총 소비량

으로 나  값임. 

자료: 농 앙회. 각 연도. ｢축산물가격  수 자료｣ 

  2010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8.9㎏으로 2000년  최 을 기록하

던 2005년 6.7㎏ 비 32.8% 증가하 으며, 2010년 쇠고기 공 량은 43만 

4,000t으로 2005년보다 20.5% 증가하 다. 이는 한육우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2007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쇠고기 수입이 증가했기 때

문이다. 수입량 증가로 쇠고기 자 률은 2009년 50%에서 2010년 43.5%로 

하락하 다.

표 2-1.  쇠고기 수  동향(2000-2010)

단위: 천톤

  돼지고기 수요 증가와 1990년  수출정책에 힘입어 돼지 산지가격은 지

속 으로 상승하 고, 국내 양돈업은 규모화 진행과 함께 사육두수도 꾸

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들어 가축 질병, 분뇨 처리 문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그리고 시설투자비 과다 등으로 사육두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돼지 사육두수는 1981년 183만두에서 2010년 981만두로 연평균 5.9%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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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으로 증가하 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매몰 처분두수가 증가하여 

2011년 6월 사육두수(718만두)는 년 동월 비 26.8% 하락하 다.

  돼지 도축두수는 1981년 183만두에서 2010년에는 1,462만두로 연평균 

7.4%씩 증가하 다. 사육두수 비 출하두수 증가율이 높은 것은 모돈의 

생산성이 향상된 것과 무 하지 않다.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는 1981년 

7.5두에서 2010년 15두로 증가하 다. MSY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 으나 

유럽의 성 (24～25두)에 비해 아직 크게 낮은 수 이다. 

그림 2-3.  돼지두수와 산지가격 동향

자료: 통계청,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농 앙회.

  2010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9.3㎏으로 2000년 16.5kg 비 16.9% 

증가하 으며, 2010년 돼지고기 공 량은 99만 2,000톤으로 2000년 83만

5,000톤 비 18.8% 증가하 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동 기간 동안 87.2% 

증가한 반면 국내 생산량은 7% 증가에 불과하여 돼지고기 자 률이 2000

년 91.6%에서 2010년 81%로 낮아졌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2년 이후 소모성 질환 피해에 따른 도축두수 감

소로 감소하 으나 최근 들어 돼지 질병에 자돈 폐사가 호 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3년 말 우병 동 이후 돼지

고기 수요 증가로 크게 증가하 다. 돼지고기는 주로 미국, 칠 , 캐나다, 

그리고 유럽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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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돼지고기 수  동향(2000-2010)

단 : 천 톤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

이 월 25.0 29.8 39.8 24.7 46.7 47.7 57.6 44.0 48.0

생 산 714.4 782.6 748.6 701.5 677.4 709.6 709.3 722.2 764.7

수 입 95.9 60.8 108.8 173.6 210.6 248.3 214.3 209.8 179.5

계 835.3 901 897.2 899.9 934.6 1,005.7 981.2 976.0 992.1

수 요

소 비 779.9 834.1 856.7 838.5 874.7 931.4 926.8 915.5 943.8

수 출 16.2 27.1 15.8 14.7 12.2 12.6 10.4 12.5 0.0

재 고 39.3 39.8 24.7 46.7 47.7 57.5 44.0 48.0 48.3

계 835.3 901.0 897.2 899.9 934.6 1,005.7 981.2 976.0 992.1

자   률(%) 91.6 93.8 87.4 91.6 93.8 87.4 83.7 76.2 76.5 

1인당 소비량
(㎏)

16.5 17.4 17.9 17.4 18.1 19.2 19.1 19.1 19.3

자료: 농 앙회. 각 연도. ｢축산물가격  수 자료｣  

1.2. 가격 현황 

1.2.1. 쇠고기･돼지고기 가격과 유통마진

  지난 20년 동안 쇠고기 소비자가격의 상승률이 산지가격 상승률보다 커 

쇠고기 유통마진은 확 되어 온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쇠고기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6.7% 으며, 산지가격 상승률은 4.4%

다. 그리고 쇠고기 유통마진 상승률은 54.3% 다.

  연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0년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2.8% 으며 산지가격 상승률은 0.9% 고, 2000년  들어 소비자가격 상승

률은 연평균 10.3% 으며 산지가격상승률은 7.5% 다. 유통마진의 크기는 

1990년 보다 2000년 가 더 커졌으나 유통마진 상승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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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산지가격
상승률

연간 도매가격
상승률

연간 소비자가격
상승률

연간 유통마진
상승률

1990년 0.9 1.5 2.8 88.6 

2000년 7.5 9.0 10.3 23.1 

평  균
(1990∼2010)

4.4 5.5 6.7 54.3 

그림 2-4.  쇠고기 유통단계별 가격  유통마진

  주: 정육률 41.7%와 지육률 62.0%(농림수산식품부)를 반 하여 모두 산지가격으로 환

산하여 비교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 앙회.

표 2-3.  쇠고기 유통단계별 가격  유통마진 상승률

단 : %

  지난 20년 동안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의 상승률 한 산지가격 상승률보

다 커 돼지고기 유통마진은 확 되어 온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 상승률은 9.3% 으며, 산지가격 

상승률은 5.9% 다. 그리고 돼지고기 유통마진 상승률은 12.7% 다.

  연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0년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8.1% 고 산지가격 상승률은 3.8% 으며, 2000년  들어 소비자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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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산지가격
상승률

연간 도매가격
상승률

연간 소비자가격
상승률

연간 유통마진
상승률

1990년 3.8 4.3 8.1 11.1

2000년 8.3 7.9 10.5 14.4

평  균
(1990∼2010)

5.9 6.0 9.3 12.7

률은 연평균 10.5% 으며 산지가격 상승률은 8.3% 다. 유통마진의 크기

는 1990년 보다 2000년 가 더 커졌으며 유통마진 상승률도 높아진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림 2-5.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가격  유통마진

  주: 정육률 59.7와 지육률 71.0을 반 하여 모두 산지 생체가격으로 환산하여 비교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 앙회.

표 2-4.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가격  유통마진 상승률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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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도매시장 가격과 유통마진 계 분석

  쇠고기  돼지고기시장의 소매가격은 산지가격이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 더욱 큰 폭으로 조정되는 상을 자주 보여 다. 축산물시장에 가격 달

의 비 칭성 문제가 존재할 경우 산지 출하물량이 증가하여 산지가격이 하락

하여도 소비지 시장에는 가격조정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산지가격 하락

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축산물 소매가격의 하방경직성은 유통업자의 험회피 행 와 이윤추구 

행 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산지에서 출하 물량이 증가할 경우 

원료육을 낮은 가격으로 손쉽게 확보할 수 있으나 시장이 공 과잉으로 나

타날 경우 매의 어려움으로 재고 비용이 증가하는 험에 직면할 수 있

다. 이 경우 유통업자는 소비자가격 인하를 통한 극 인 매보다는 구

매량을 조 하여 재고 험에 응하거나 재고 험 비용을 유통마진에 

가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통업자가 이윤율을 높이기 해 가격

조정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산지가격 하락이 제때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연

계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도매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도소매 간 유통마진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를 악하기 하여 1990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월별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도매시장가격과 유통마진(도매-소매) 계를 

분석하 다. 

  분석기간 체 샘 에서 도매가격과 유통마진의 변동 방향이 일치하는 

비율은 쇠고기시장이 24.2%, 돼지고기시장이 29.1%로 나타났다. 쇠고기 

시장과 돼지고기시장 모두 도매가격과 유통마진의 변동 방향이 반 으

로 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가격 변동이 유통마진의 변동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구체

으로 악하기 하여 유통마진 변동률을 종속변수로, 도매가격 변동률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쇠고기 도매가

격이 1% 하락할 경우 유통마진이 0.56% 증가하고,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1%하락할 경우 유통마진이 0.3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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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유통마진 변동률 = -0.001  0.56 × 쇠고기 도매가격 변동률

                              (0.004)  (0.06)               = 0.27

- 돼지고기 유통마진 변동률 = 0.01  0.38 × 돼지고기 도매가격 변동률

                              (0.005)  (0.05)               = 0.19

  축산물 유통단계 간 가격의 연동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나 수직계열화체계 구축 등 생산과 유통의 수직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 유통단계 간 정보의 비 칭성과 유통 참여자들의 이윤추구 행  등

으로 발생하는 유통단계별 가격의 낮은 연동성은 생산과 유통단계의 통합

을 통해 외생  문제를 내부화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림 2-6.  쇠고기･돼지고기 도매가격 변동률과 유통마진 변동률 계 산포도

 쇠고기                   돼지고기

주: 세로축은 유통마진 변동률, 가로축은 도매가격 변동률

1.2.3. 쇠고기･돼지고기 가격의 계 성

  쇠고기 가격은 설과 추석의 특수 등 수요 측면의 요인으로 인해 계 성

을 가진다. 제수용품인 쇠고기에 한 수요는 설날과 추석 1개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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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도축량도 크게 증가한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월별 쇠고기가격과 도축량을 지수화한 결과, 쇠

고기 소비자가격 지수는 추석 특수로 인해 8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설 

특수가 있는 2월까지 상승하 다가 하락하는 계 성을 가진다. 도축지수는 

추석 월인 8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9월 추석에 연  최고치를 기록

하며, 추석 직후인 10월에 크게 하락한 이후 차 상승하기 시작하여 1월 

설까지 상승한 이후 다시 하락하는 계 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2-7.  쇠고기 가격의 계 성

주 : 산지가격지수 ,도매가격지수, 소비자가격지수는 1991~2010년 월별평균가격 지수

    도축지수는 1998~2010년 월별평균가격 지수임.

  돼지고기 가격은 주로 공  측면의 요인으로 인해 계 성을 가진다. 돼

지 산지가격  도매가격은 출하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10∼11월에 연  

최 치를 형성하며, 출하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5∼6월경에 연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특성을 가진다. 소비자가격은 1개월 시차를 가지고 11월

부터 약세로 환되었다가 공 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4월부터 상승세로 

환하기 시작하여 여름 행락철 수요 증가와 함께 연  최고치를 형성하는 

계 성을 지닌다. 

  돼지는 7∼8월 여름철 더 에 한 스트 스로 수태율이 크게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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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신기간(4개월)과 비육기간(6개월)을 거쳐 10개월 후인 5∼6월 출하

물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반 로 돼지의 겨울철 수태율 향상은 

다음해 10∼11월 출하물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월별 돼지고기가격과 도축량을 지수화한 결과, 

산지가격 지수는 도축지수가 매우 낮은 6월에 가장 높고, 소비자가격 지수

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8월에 가장 높다. 2월 도축지수가 매우 낮은 

이유는 작업 일수가 다른 달에 비해 짧고 설날로 인해 연휴기간이 길기 때

문인 것으로 악된다.  

그림 2-8.  돼지고기 가격의 계 성

주: 각 지수는 1991~2010년 월별 평균가격지수임.

2. 쇠고기･돼지고기 가격과 소비자물가의 계 분석

2.1. 쇠고기･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 가중치 및 기여도

  소비자물가지수(1000)에서 주요 품목별 가 치는 상품이 395.8이고 서비

스가 604.2이다. 상품 역에는 농축산물과 공산품이 있으며, 서비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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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지수

쇠고기
(국산)

쇠고기
(수입)

돼지고기 닭고기

가 치 　1,000 6.8 2.0 7.5 1.4

2000 84.9 57.8 70.0 62.0 74.8

2001 88.3 67.3 68.9 67.3 83.8

2002 90.8 84.1 74.1 73.0 78.5

2003 93.9 93.3 82.8 75.0 72.6

2004 97.3 98.5 92.8 94.4 94.4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102.2 108.4 99.1 101.4 93.6

2007 104.8 106.3 93.9 96.8 90.1

2008 109.7 106.2 96.6 113.4 109.8

2009 112.8 117.3 96.8 123.1 131.4

2010 116.1 129.6 99.0 115.7 134.2

에는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등이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축산

물의 가 치는 88.4이고 축산물은 20.1이다. 축산물  국내산 쇠고기의 가

치는 6.8이고, 돼지고기는 7.5이다. 그리고 닭고기는 1.4이다.  

  체 소비자물가지수는 등락 없이 지속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기 지수 비 2010년 물가지수는 116.1로 연평균 약 4%의 증가

율을 보 다(표 2-5). 육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등락을 보이며 지속 인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9~2010년의 경우 쇠고기와 닭고기의 가격은 상승

하 으나 돼지고기의 가격은 감소하 다. 동기간의 물가지수를 2005년 기

으로 볼 때 닭고기의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비슷한 경향을 보 다. 육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과거에 체 소비자물가

지수보다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품목에 따라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표 2-5.  육류의 소비자물가 가 치  지수 변화 추이

  <표 2-6>은 축산물을 재료로 하는 식료품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닭고기 가격의 향을 받아 삼계탕이나 튀김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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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탕 삼계탕 불고기
등  심
(외식)

돼지갈비
(외식)

삼겹살
(외식)

쇠갈비
(외식)

튀김닭

가 치　 2.8 2.4 2.5 1.9 6.2 6.1 3.3 3.9

2000 83.6 85.3 84.4 68.7 81.2 79.8 71.0 83.5

2001 86.0 88.4 85.2 70.2 81.6 80.3 72.1 84.7

2002 89.7 91.2 90.1 81.2 84.5 82.6 75.8 87.1

2003 94.2 93.0 92.6 86.6 88.3 87.6 81.5 89.9

2004 96.8 95.9 96.5 94.8 94.5 94.7 90.1 95.5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102.9 102.4 104.7 105.9 102.8 102.6 104.1 102.7

2007 105.1 104.5 107.4 109.0 104.0 104.5 105.8 105.4

2008 109.9 110.4 109.6 112.7 108.5 111.4 107.5 113.9

2009 114.0 118.6 112.8 116.5 115.4 120.9 109.1 122.5

2010 118.8 123.0 116.6 123.4 120.3 125.1 113.8 125.6

최근 들어 높게 나타났으며, 쇠고기를 재료로 하는 갈비탕이나 불고기보다

는 돼지고기를 원료로 하는 삼겹살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최근 들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표 2-6.  외식부문의 소비자물가 가 치  지수 변화 추이

  품목별 물가변동 기여도는 각 품목의 가격변동이 총 지수의 변동에 기여

하는 정도()를 %p로 측정한다. 

 


 



×

  여기서  은 기의 총지수, 
는 t기 k품목의 지수, 는 총 지수의 

가 치 비 k품목의 가 치 비율을 나타낸다. 결국, 특정 품목의 소비자

물가 변동에 한 기여도는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폭과 가 치의 크기에 

향을 받는다. 

  <표 2-7>은 최근 3개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과 총 지수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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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률(%) 기여도(%p)

2008 2009 2010 평균 2008 2009 2010 평균

총 지수 4.7  2.8 2.9 3.5 　 　 　 　

육
류

쇠고기(국 산) -0.1  10.5  10.5 6.9 0.00 0.07 0.07 0.05 

쇠고기(수 입) 2.9  0.2  2.3 1.8 0.01 0.00 0.00 0.00 

돼 지 고 기　 17.1  8.6  -6.0 6.6 0.12 0.07 -0.05 0.05 

닭 고 기　 21.9  19.7  2.1 14.6 0.03 0.03 0.00 0.02 

외
식
. 
조
리

갈 비 탕　 4.6  3.7  4.2 4.2 0.01 0.01 0.01 0.01 

삼 계 탕　 5.6  7.4  3.7 5.6 0.01 0.02 0.01 0.01 

불 고 기　 2.0  2.9  3.4 2.8 0.01 0.01 0.01 0.01 

등 심 ( 외식 ) 3.4  3.4  5.9 4.2 0.01 0.01 0.01 0.01 

돼지갈비(외식) 4.3  6.4  4.2 5.0 0.03 0.04 0.03 0.03 

삼겹살(외식) 6.6  8.5  3.5 6.2 0.04 0.05 0.02 0.04 

쇠갈비(외식) 1.6  1.5  4.3 2.5 0.01 0.00 0.01 0.01 

튀 김 닭　 8.1  7.6  2.5 6.0 0.03 0.03 0.01 0.02 

동률에 한 품목별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보 으며, 2008년에는 4.7%의 높은 변동률을 기

록했다. 품목별로는 육류 련 품목들의 변동률이 컸으며, 육류 에는 닭

고기의 변동률이 크게 나타났다. 통신 련 품목들은 물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은 한 총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해 각 품목이 어느 정

도 기여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 으로 가격변동률이 큰 닭고기와 

취사용 LPG의 물가변동 기여도는 도시가스나 휘발유에 비해 작게 나타났

다. 이는 해당 품목 소비 지출액이 총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작기 때문이다. 품목별 기여도의 크기는 휘발유 0.14%P, 도시가스 

0.11%P, 경유 0.08%P, 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0.05%P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 품목을 기 으로 비교할 때, 축산물은 유류에 비해 물상승기여도가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7.  소비자물가 변동률  품목별 물가변동 기여도(최근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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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향

10% 20% 30%

음 식 료 품 0.0552 0.1104 0.1655

음식   숙박 0.0334 0.0668 0.1002

교 육   보 건 0.0010 0.0020 0.0030

농 림 수 산 품 0.0008 0.0016 0.0024

통 신   방 송 0.0004 0.0008 0.0012

체 0.0928 0.1857 0.2785

2.2. 소･돼지 가격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소  돼지 가격의 변동이 산업부문별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기 하여 산업연 분석을 실시하 다. 소  돼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향은 산업연 표의 기본 부문 403개와 2005년 

기  소비자물가 489개 품목을 연결한 다음, 각 품목별 가 치를 반 하여 

계산하 다. 

  <표 2-8>은 한육우의 가격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향을 나

타낸다. 분석결과 육우의 가격상승에 가장 큰 향을 받는 부문은 음식료

품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음식   숙박, 교육  보건, 농림수산품, 통

신  방송 순이었다. 산품, 인쇄  복제, 제1차 속제품, 기타 부문에

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육우가격이 10% 증가할 때 체 소비자물가지

수는 0.093%, 20% 증가할 때 0.186%, 30% 증가할 때 0.279%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소 가격변동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 향

단 : %

  <표 2-9>는 양돈 부문의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 향을 

나타낸다. 양돈 가격의 상승에 가장 큰 향을 받는 부문은 음식료품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음식   숙박, 교육  보건, 섬유  가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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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돈
향

10% 20% 30%

음 식 료 품 0.0841 0.1682 0.2523

음식   숙박 0.0509 0.1018 0.1527

교 육   보 건 0.0014 0.0029 0.0042

섬유  가죽제품 0.0006 0.0012 0.0018

화 학 제 품 0.0006 0.0012 0.0018

체 0.1404 0.2808 0.4219

품, 화학제품 순이었다. 육우 부문과 마찬가지로 양돈 부문 역시 산품, 

인쇄  복제, 제1차 속제품, 기타 부문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양돈

가격이 10% 증가할 때 체 인 소비자물가지수는 0.14%, 20% 증가할 때 

0.281%, 30% 증가할 때 0.4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 부문이 

육우 부문보다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돼지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 향

단 : %

  가  부문의 가격 변동으로 가장 큰 향을 받는 부문은 음식   숙박

이었으며, 그 다음이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교육  보건, 섬유  가죽제

품 순이었다. 한육우･양돈 부문과 마찬가지로 가  부문 역시 산품, 인쇄 

 복제, 제1차 속제품, 기타 부문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  가격

이 10% 증가할 때 체 인 소비자물가지수는 0.066%, 20% 증가할 때 

0.132%, 30% 증가할 때 0.197%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부문이 

육우 부문과 양돈 부문보다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향이 작았으며, 한육

우나 양돈 부문과 달리 음식   숙박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 

  축산물을 도축단계를 거친 도축육과 가 육으로 구분하여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표 2-10>), 도축육은 육우와 양돈을 합친 

효과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축육이 육우와 양돈뿐만 아니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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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축산이 포함된 형태로 평가되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리고 가 육은 

가 보다도 물가 효과가 낮게 나타났는데, 가 에서 가공제품으로 이

되는 효과가 가 육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축산물의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향은  공공요

에 비해 제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축산물  소비자물가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양돈 부문의 가격이 50% 증가할 경우 공공부문  

도시가스, 도로여객운송, 화 부문이 50% 증가하는 것보다 소비자물가지

수에 미치는 향이 작았다. 특히 화 부문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 물

가에 미치는 향이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축산물 부문이 공공요 에 비해 산업 연 도가 작다는 것을 보

여 다.  

표 2-10.  축산물과 공공요 의 50%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 향 비교 

단 : %

부  문 품  목 소비자물가 향

축 산 물

육 우 0.464

양 돈 0.702

가 0.329

도 축 육 1.279

가 육 0.187

공공요

도 시 가 스 1.638

도로여객운송 1.187

화 2.879

  한편,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 치는 도시 소비자의 총 소비지출액 

 품목별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 도시가계 지출  육류 

비 이 1990년 3.8%에서 2010년 2.4%로 낮아진 을 고려하면 소비자물

가에서 육류의 비 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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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가계소득 2.8 26.7 94.3 191.1 238.7 289.8 363.8

   가계지출, a 2.6 17.9 68.6 126.6 163.2 187.1 229.1

   식료품, b 1.2 7.7 22.1 36.7 44.7 53.4 61.2

- 곡류･식빵(%) 42.9 33.9 20.3 12.7 12.7 9.7 8.8

- 육류(%) 17.6 17.3 11.8 11.5 10.1 8.0 9.1

- 낙농품(%) 3.0 4.8 5.4 4.7 4.3 5.0 5.3

- 외식(%) 1.9 3.7 20.3 31.5 39.4 47.5 46.7

b/a(%) 46.6 43.2 32.2 29.0 27.4 28.5 26.7

표 2-11.  도시가계 가구당 월 평균 가계지출  육류 비  

단 : 만원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도시가계 지출에서 식료품 비 은 1990년 32.2%에서 2010년 26.7%로 

낮아졌으며, 식료품에서 육류가 차지하는 비 도 동 기간 동안 11.8%에서 

9.1%로 낮아졌다. 그러나 식료품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 은 동 기간 동

안 32.2%에서 46.7%로 크게 증가하 다.

  그동안 도시가계 지출  육류 비 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

가지수에서 축산물의 비 이 크게 인식되는 이유는 박 홍(2006)의 연구결

과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객 으로 평가되는 

소비자물가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요 과는 달리 산업 연 도가 

작기 때문에 반 으로 물가 수 에 미치는 향이 작다. 따라서 보

다 객 이며 비교 가능한 자료의 제시를 통해 축산물 가격변동에 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고 나아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가 어떤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지 실제 소비자조사를 통해 악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돼지고기 수   가격구조 분석  29

2.3. 소비자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간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성에 포함되는 품목과 개별 소

비자들이 소비하는 품목 간 차이가 존재하고, 객 성을 가지고 작성되는 

소비자물가와는 달리 체감물가가 주 인 입장에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소비자들은 구매 빈도가 높거나 소비 지출액이 큰 품목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를 기 으로 재의 물가를 비

교하는 경향이 있다(통계청, 2010).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 과는 계 

없이 축산물 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 으로 느끼는 체감물가의 정

도를 악하기 하여 도시  수도권(서울, 부산, , 구, 주, 경기

도)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 55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응답자의 정확도를 높이기 하여 소비자 조사는 소비에 한 노

출빈도가 높고 생필품 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요 과 축산물의 물가

 향을 비교하는 짝 비교(paired comparison) 방식을 선택하 으며, 

Bradley-Terry 모형(부록1 참고)을 이용하여 품목별로 소비자들의 체감물

가 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으며, 로지스틱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체감물가에 미치는 요인이 무

엇인지를 악하고자 하 다.  

  짝 비교의 기  품목으로는 산업연 분석을 토 로 축산물  물가

향이 가장 큰 돼지고기로 설정하 다. 돼지고기를 기 으로 하는 짝 비

교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들 간 비교를 해서 품목별로 12  척도

로 조사되었다. 기타 물가 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해 품

목별 구매  외식에 따른 빈도와 지출액, 그리고 인구통계학 인 요인들

을 설문에 포함시켰다.

  설문응답자의 거주지역 분포는 수도권인 경기도가 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32%, 부산 11%, 인천 8%, 구 7%,  5%, 주 4%순

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30 가 30%로 가장 많았고, 40  2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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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1회 평균 지출 액 지출 액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구
입

쇠 고 기
평 균 1.22 0.81 24,895 18,315 30,009 14,689

표 편차 1.02 0.94 13,594 9,508 31,035 19,739

돼지고기
평 균 2.07 0.49 18,767 14,524 38,643 7,188

표 편차 1.34 0.92 8,212 8,072 30,026 15,433

닭 고 기
평 균 1.82 0.07 8,935 7,862 16,306 522

표 편차 1.13 0.30 3,809 3,758 12,484 2,512

외
식

쇠 고 기
평 균 0.45 0.38 76,748 50,195 34,615 18,587

표 편차 0.68 0.68 40,942 27,195 58,998 37,245

돼지고기
평 균 1.30 0.32 45,209 33,314 59,381 10,365

표 편차 1.12 0.79 21,351 15,910 61,506 26,935

닭 고 기
평 균 1.44 0.11 24,227 18,676 34,953 2,185

표 편차 1.31 0.52 12,782 10,421 40,763 10,796

22%, 50  20% 순이었다. 

  설문응답자  업주부의 비율은 52% 으며, 비 업주부(취업주부)의 

비율은 48% 다. 동거인 수는 본인을 포함해서 4인이 42%로 가장 많았고, 

3명이 30%, 2명이 17%, 5명이 9%, 6명이 2% 다. 자녀수는 2명이 42%로 

가장 많았고, 1명 34%, 자녀 없음 19%, 3명 6%, 4명 0.4%로 나타났다. 소

득은 200만 원  24%, 300만 원  22%, 400만 원  21%, 500만 원  

13% 으며, 600만 원  이상이 11% 정도 다. 응답자의 학력은 졸자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34%, 학원 졸업 5%순이었다. 

  <표 2-12>는 설문 응답자의 축산물에 한 월평균 구매빈도와 지출 황

을 소비지출형태, 즉 구입, 외식, 회식(취업주부만 해당)으로 구분하여 보

여주고 있다. 국산과 수입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빈도는 소비지출형태에 

계 없이 모든 품목에서 국산의 비율이 높았다. 각 품목의 소비지출형태별 

월평균 구매빈도는 수입 닭고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구입 > 외식 

> 회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닭고기의 경우에는 외식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표 2-12.  응답자의 축산물 월평균 구매 빈도  지출 황

단 :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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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1회 평균 지출 액 지출 액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회
식

쇠 고 기
평 균 0.40 0.25 202,013 149,330 36,851 16,066

표 편차 0.75 0.63 154,908 129,819 131,110 68,789

돼지고기
평 균 0.95 0.24 155,424 90,724 71,989 9,332

표 편차 1.05 0.75 125,975 81,058 182,038 48,533

닭 고 기
평 균 0.64 0.06 62,605 51,364 20,245 1,718

표 편차 1.08 0.37 60,661 83,728 83,035 26,209

구  분 평균 표 편차 공공요 평균 표 편차

쇠 고 기 97,900 92,985 도시가스 33,810 22,876

돼지고기 115,577 79,454 도로운송 101,880 81,387

닭 고 기 53,966 45,747     화 127,610 53,432

계 267,443 159,853 계 263,300 117,061

주: 구입과 외식은 모든 주부들을 상으로 조사한 가족 단 의 소비지출행 임. 회식은 

취업주부만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1회 평균 지출 액은 실제 지출행 가 있는 

소비자만을 상으로 분석함.

  축산물에 한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구입+외식)은 26만7,443원이었으

며, 그  돼지고기 지출액이 11만5,577원으로 가장 높았고, 쇠고기 9만

7,900원, 닭고기 5만3,443원 순이었다(표 2-13). 가구당 공공요  월평균 

지출액은 26만3,300원이며, 화 12만7,610원, 도로여객운송 10만1,880원, 

도시가스 3만3,810원으로 조사되었다. 공공요   도시가스는 계  요

인이 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조사시 (7월 순)을 기 으로 최근 3개월 

평균치로 조사되었다. 

표 2-13.  응답자의 축산물  공공요  월평균 지출 황

단 : 원

주: 축산물 지출 액은 구입과 외식만 포함함. 도시가스는 조사시 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

  <표 2-14>는 응답자가 짝 비교를 통해 물가에 미치는 향이 큰 품

목을 선택한 빈도수를 보여 다. 를 들어, 돼지고기-닭고기의 짝 비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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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돼지고기 닭 고 기 도시가스 도로운송 화 쇠 고 기

돼지고기 - 389 189 183 222 397

닭 고 기 77 - 119 105 121 300

도시가스 321 370 - 167 224 365

도로운송 324 382 203 - 228 371

화 274 353 193 170 - 353

쇠 고 기 91 194 113 106 116 -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Chi-Square Pr > ChiSq
Odds
Ratio

돼지고기 1 1.1743 0.0593 391.7 < .0001 3.2359 

닭 고 기 1 0.1778 0.0591 9.0 0.0026 1.1946 

도시가스 1 1.4182 0.0615 531.6 < .0001 4.1297 

도로운송 1 1.5526 0.0625 617.3 < .0001 4.7237 

화 1 1.2657 0.0609 432.5 < .0001 3.5456 

쇠 고 기 0 0 . . .  

서 돼지고기가 닭고기보다 물가에 미치는 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한 

빈도수가 550명  389명임을 나타낸다. Bradley-Terry 모형을 자료에 

합시키기 해 빈도 분석결과 순 가 가장 낮은 쇠고기를 참고 품목으로 

설정하 다.

표 2-14.  물가 향이 큰 품목에 한 선택 빈도

단 : 회

  

  Bradley-Terry 모형 추정 결과(표 2-15), 모든 품목이 참고 품목인 쇠

고기에 비해 물가 향에서 통계 인 차이를 보 다. 승산(odds)으로 

볼 때, 돼지고기의 물가 향이 쇠고기보다 3.24배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닭고기 1.19배, 도시가스 4.13배, 도로여객운송 4.72배, 화 3.55배로 

나타났다.

표 2-15.  Bradley-Terry 모형 추정 결과



쇠고기･돼지고기 수   가격구조 분석  33

 Chi-Square DF
Pr > 
ChiSq

　 Chi-Square DF
Pr > 
ChiSq

돼지-  닭 294.3 1 <.0001   닭-가스 427.6 1 <.0001

돼지-가스 19.0 1 <.0001   닭-운송 508.3 1 <.0001

돼지-운송 44.5 1 <.0001   닭- 화 335.3 1 <.0001

돼지- 화 2.7 1 0.1007 가스-운송 5.1 1 0.0243

운송- 화 23.6 1 <.0001 가스- 화 6.9 1 0.0087

  <표 2-16>은 두 품목의 물가 향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귀무가설 

    을 Wald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으로 검정한 결과이며, 모든 짝 

비교에서 통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표 2-15>의 

추정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품목별 물가 향에 한 인지도의 순

는 ‘도로여객운송 > 도시가스 > 화 > 돼지고기 > 닭고기 > 쇠고기’ 순

으로 매길 수 있다. 

표 2-16.  Wald 카이제곱 검정결과

  Bradley-Terry 모형의 추정결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체감

하는 물가 향이 축산물보다는 공공요 에서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박 홍(2006)의 연구결과나 앞에서 분석한 물가  산업연 분석모

형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비록 축산물에 있어서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

간에 괴리가 존재할지라도 물가  향은 공공요 보다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축산물의 가격 변동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체감물

가에 한 기여도는 공공요 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짝 비교의 결과에서 나타난 품목별 빈도수는 개별 소비자에 따라 

품목별 체감물가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다. 이

는 체감물가가 특정 품목에 한 소비지출액 비 이나 구입 빈도, 그리고 

인구통계학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

다. 분석결과에서 드러난 순 는 개별 소비자들의 주  선택을 집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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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에서 통계 으로 분석한 것으로 소비자물가지수나 산업연 분석에서

처럼 객 이고 일의 인 해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특징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닭고기의 물가 향이 쇠고

기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일반 으로 <표 2-12>에서 보았듯이, 

소비지출액은 쇠고기가 닭고기보다 컸으나 구매 빈도와 평균 외식 지출액

의 경우 닭고기가 쇠고기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체감

하는 물가는 해당 품목에 한 소비특성이나 인구통계학  요인에 의해 다

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Bradley-Terry 모형이 품목별 물가 향에 한 순  는 강도를 보

여주는 반면, 로지스틱회귀모형은 품목별로 물가 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유익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 분석  소비자 조사결과에 

따라 축산물  물가 향이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돼지고기를 기 으

로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추정하 다. 종속변수는 두 품목의 짝 비교에서 물

가 향이 크다고 평가되는 품목을 1, 작다고 평가되는 품목을 0으로 

설정하 다.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로는 종속변수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품목별 지출액과 인구통계학  변수를 포함시켰다.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 결과, 돼지고기와 응되는 품목의 지출액이 증

가할수록 돼지고기를 선택할 확률이 모든 품목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2-17).3 즉, 응답자들은 특정 품목에 한 지출액이 클수록 돼지고

기의 물가 향을 상 으로 작게 평가하 다. 반면, 응답자들은 돼

지고기에 한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돼지고기의 물가 향을 크게 평

가하 다. 특히, 화에 한 지출액 증가는 부분의 품목에서 돼지고기

의 상 인 물가 향을 낮추는 역할을 하 다. 

3 <표 2-18>은 축산물의 소비지출액 신 구입과 외식의 빈도수를 독립변수로 사

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 2-17>과 비교해 볼 때, 빈도수의 유의성이 

지출액의 유의성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2-17>을 기 으로 추정결과를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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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가스 돼지-운송 돼지- 화 돼지-쇠고기 돼지-닭

Intercept -0.1516 -0.4427  0.9229  1.8822**  1.8955**

지
출
액

쇠 고 기  0.0045  0.0107  0.0057 -0.0515** -0.0054

돼지고기  0.0200  0.0268*  0.0498**  0.0298*  0.0471**

닭 고 기  0.0036 -0.0317 -0.0101  0.0003 -0.0676**

도시가스 -0.1641** -0.0531  0.0239 -0.0201 -0.0363

도로운송 -0.0042 -0.0378** -0.0116 -0.0046 -0.0179

화 -0.0364* -0.0436** -0.0973** -0.0162 -0.0412*

인
구
통
계

취 업  0.2766  0.4375** -0.0577 -0.0976  0.3602

연 령 -0.0160 -0.0090 -0.0220* -0.0289**  0.0032 

가 족 수  0.2440**  0.2661**  0.1423  0.2980**  0.1275 

학 력 -0.4383**  -0.2903 -0.3884*  0.0408 -0.2445 

소 득  0.0619  -0.0318  0.0429 -0.0203 -0.0658 

지 역  0.0125   0.0449  0.0083  0.0907**  0.0439 

LR
Chi-Sq 27.3 37.7 46.2 32.1 22.7

pr>ChiSq 0.007 0.0002 <0.0001 0.0013 0.0302

표 2-17.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결과(지출액 기 )4

주: ** 5% 유의수 , * 10% 유의수 임. LR(Loglikelihood Ratio)

  

  인구통계학 인 측면에서는 부분의 품목에서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돼

지고기의 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와 도시가스 그리고 돼지고기와 화의 비

교에서는 학력이 증가할수록 돼지고기의 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편, 취업주부들은 업주부에 비해 돼지고기의 향력을 높게 

평가하 으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있어서는 지역 인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공공요 과의 짝 비교에서 돼지고기의 향도에 

정(+)의 부호를 보 고, 축산물 간 비교에서는 부(-)의 부호를 보 으나 통

계  유의성은 없었다.

4 각 품목별 추정결과는 부표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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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가스 돼지-운송 돼지- 화 돼지-쇠고기 돼지-닭

Intercept -0.1757 -0.6456  0.3215  1.0777  0.7872*

빈
도
수

쇠고기  0.0012  0.0331 -0.0239 -0.2218
**

-0.0741

돼지고기  0.0229 -0.0012  0.0496  0.1302**  0.0714

닭고기  0.0354  0.0787*  0.0802*  0.0179  0.0526

지
출
액

도시가스 -0.0988
**

-0.0408  0.0160 -0.0213 -0.0249

도로운송 -0.0022 -0.0237* -0.0074 -0.0039 -0.0127

  화 -0.0205* -0.0212* -0.0551** -0.0056 -0.0196

인
구
통
계

취  업  0.1689  0.2734
**

-0.0441 -0.0534  0.1770

연  령 -0.0108 -0.0043 -0.0142** -0.0171**  0.0030

가족수  0.1486**  0.1615**  0.0920  0.1696**  0.0772

학  력 -0.2832
**

-0.1601 -0.2429
*

 0.0280 -0.1144

소  득  0.0451 -0.0173  0.0481 -0.0220 -0.0357

지  역  0.0073  0.0262  0.0020  0.0467*  0.0202

LR
Chi-Sq 28.7  43.6 49.5 40.1 20.9 

pr>ChiSq 0.0043 <.0001 <.0001 <.0001 0.0515

표 2-18.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결과(빈도수 기 )5

주: ** 5% 유의수 , * 10% 유의수 임. LR(Loglikelihood Ratio)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 즉 타 품목 비 돼지고기를 

선택할 확률의 변화는 연속변수를 가정하는 한계효과와 이산변수를 가정

하는 이산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독립변수들을 표본평

균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짝 비교 모형별로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친 

응 품목들(도시가스, 도로여객운송, 화, 쇠고기, 닭고기)의 소비지출액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와 이산효과를 계산하 다(표 2-19). <표 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증가할 경우 돼지고기를 선택

할 확률은 <표 2-17>의 추정계수에 비해 작게 계산되었다. 추정계수는 각 

5 각 품목별 추정결과는 부표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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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가스 돼지-운송 돼지- 화 돼지-쇠고기 돼지-닭

독립변수 도시가스 운송 화 쇠고기 닭고기

한계효과 -0.0379 -0.0085  -0.0240  -0.0072  -0.0086  

이산
효과

단 변화 -0.0379  -0.0085 -0.0240 -0.0072 -0.0086 

표 편차변화 -0.0851  -0.0699 -0.1292 -0.0679 -0.0411 

응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1단 , 즉 1만원 증가할 경우, 돼지고기를 선택

할 확률의 변화를 나타낸다. 응 품목의 소비지출액 증가에 따른 확률의 

감소는 도시가스가 가장 크고 화, 닭고기, 도로여객운송,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계효과와 단 변화에 따른 이산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분포함수에서 확률곡선이 평균을 심으로 직선에 근사하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이산변화를 표 편차단

로 확 할 경우, 이산효과가 한계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편차

단 의 변화에 따른 확률의 감소는 한계효과와는 달리 화, 도시가스, 도

로여객운송, 쇠고기, 닭고기순으로 나타났다. 한계효과와 이산효과를 기

으로 볼 때, 체 으로 기울기가 한 화와 도시가스의 향이 크게 나

타났으며 상 으로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 쇠고기, 닭고기, 도로여객운송

의 향력이 약하게 나타났다.  

표 2-19.  품목별 소비지출액의 한계효과와 이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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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돼지고기는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달되

기 때문에 유통단계별 가격의 인과성  비 칭성 분석은 각 단계별 축산

물 가격결정 구조를 악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하다. 여기서는 이들 분석

을 통해 축산물시장의 가격결정에 있어 심이 되는 주도가격을 악하고 

축산물 수 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유통단계별 가격 변동 폭이나 조정속도

를 악하여 축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사 을 찾고자

한다.  

1. 유통단계별 가격의 인과 계 분석 

1.1. 분석 자료 및 모형 

  이 연구는 198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월별 돼지고기 가격과 쇠

고기 가격 자료를 이용한다. 모든 자료는 ㎏당 가격을 나타내며, 유통단계

는 산지, 도매, 소매 단계로 구분한다. <표 3-1>은 사용된 자료의 기  통

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을 유통단계별로 살펴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모두 소매단계에서의 가격 변동이 산지, 도매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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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에 비해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유통단계별 가격  수요탄력성 혹

은 메뉴 비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3-1.  기  통계량

변수 평균 최소 최 표 편차

산지 쇠고기 5,309.67 1,726.2 9,743.33 1,917.96

도매 쇠고기 7,624.42 3,030 16,847 2,998.34

소매 쇠고기 17,369.5 4,116 38,008 9,903.34

산지 돼지고기 1,758.98 602.22 3,410 537.39

도매 돼지고기 2,664.66 1,012 5,031 804.01

소매 돼지고기 7,284.84 1,596 20,128 4,875.06

  본 연구에서는 축산물가격의 인과 계  동태  변화를 살펴보기 해 

Johansen(1988)의 공 분 계를 바탕으로 한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다. 먼

 오차수정모형을 살펴보면, 시차가 k인 J개의 시계열 벡터    
′

로 구성된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 regressive: VAR)에서 분석 상 

시계열 변수에 단 근(unit root)이 존재하여 변수의 불안정성이 발견되고 

변수 간 공 분 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추정결과는 통

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VAR모형은 식(1)과 

같은 오차수정모형으로 표 될 수 있다.

   ∆   
 

 

∆                            (3-1)

  여기서   는 단기 조정과정을 설명하는 행렬을 의

미하며,  는 변수 간의 장기  계를 설명하는 행

렬이다. 만약, 공 분 검정을 통해 의 공 분 수(cointegration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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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0 인 경우는 변수들 간에 장기  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차 차분(differencing) 후 VAR 모형으로 추정을 한다. 한편, 

   인 경우에는 ′ 와 같이 분해될 수 있다. 여기

서 는 × 공 분 벡터행렬로 해석되며,   자체가 불안정 인 경우에

도 ′는 안정 이라는 성질을 지닌다. 는 장기균형에 한 조정속도를 

나타내는 × 계수 행렬이다. 

  일반 으로 VAR 혹은 VECM 모형은 추정할 계수의 수가 많고 계수의 

직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외생 인 확률충격(innovation)이 내생변

수에 미치는 향 등을 살펴보기 해서는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나 측오차분산분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하지만 연립방정식 형태를 기반으로 한 VAR 혹은 VECM 

모형과 같은 다변량 시계열모형은 오차항 간 동시상 (contemporaneous 

correlation) 문제가 상존하므로 이에 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오차항의 동시  구조 (contemporaneous 

structure)가 독립 이 되도록 오차항 벡터의 직교화(orthogonal)가 요구된다. 

  통상 으로 오차항의 동시상 문제의 해결은 스키 분해(Choleski 

decomposition)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비직교 오차항 

벡터를  
로 정의할 경우, 는 직교화된 오차항 벡터를 의미하고 

A행렬은 비직교 오차항()과 직교화된 오차항과의 계를 나타내기 때문

에 결국, 직교화된 오차항 벡터는    로 표 될 수 있다. 스키 

분해의 경우 A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는 하방삼각행렬로서 각행렬원소

가 1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스키 분해방법을 이용할 경우, A행렬의 

상 에 치한 변수가 아래에 치한 변수를 인과하는 구조를 갖게 되어 

변수의 나열 순서에 따라 충격반응  측오차분산분해의 결과가 달라지

는 문제 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변수의 임의  배열문제 해결을 해 

Sims(1986)와 Bernanke(1986)는 구조  VAR(structural VAR) 모형을 제

시하 다. 구조  VAR 모형은 통계  검증에 필요한 경제이론이 사

으로 잘 갖추어진 분야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와 같이 축산물 유통단계별 가격의 인과 계에 한 뚜렷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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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근거나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모형의 인과 계에 

한 순 가 연구자의 자의  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한 신뢰성 확보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VAR모형의 식별

과정에서 변수의 임의 인 나열의 문제 과 구조  VAR모형이 갖고 있는 

한계 을 극복하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래 이론 즉, DAG(directed 

acyclic graph) 방법을 바탕으로 한 동시  인과순  결정방법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론  혹은 경험  근거가 없어 사 으로 뚜렷한 

인과 계를 정하기 어려워 연구자의 주 인 단에 인과 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래 이론을 활용한 인과순  결정방법은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동시  인과순 (causal ordering)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의 객 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다양한 시계열자료를 통해 보이고 있다. 

  인과 계 분석에 있어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론은 그랜  인과

분석이다. 그랜 (1969)는 ‘x는 y의 그랜  원인이 된다(x Granger causes 

y)’라는 그랜  인과 계는 식(3-2)와 같이 정의된다. 

   ∈  ≠ ∈                        (3-2)

  즉, 최소한 정보 집합   가 주어져 있을 경우 시계열 를 측함에 있

어 정보집합에 시계열 를 포함하는 것이 더 낳은 측력을 보일 때 x는 

y의 그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그랜  인과 계 분석은 변

수들 간의 원인(cause)과 결과(effect)를 의미하기보다는 한 변수가 다른 변

수에 해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하는 인과성(temporal causality)’을 나

타낸다. 반면, 그래 이론을 활용한 인과 계 분석은 기간 내의 ‘동시   

인과성(contemporaneous causality)’을 보여 다. 특히,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VAR 혹은 VECM모형의 충격반응함수와 측오차분산분해에

서 그래 이론을 통한 동시  인과 계를 용할 경우 오차항의 임의  변

수배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분석의 객 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최근 다양한 시계열 분석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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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동시  인과순  결정에 이용하고 있는 DAG 그래 이론은 

기본 으로 변수들 간의 상 계수(correlation)  편상 계수(partial 

correlation)를 이용하여 인과흐름(causal flow)을 그림을 통해 간결하게 보

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7 DAG에서는 모서리(edge) 혹은 방향지시 

화살표(arrow)를 이용해 인과흐름을 표시하고 있는데 다음의 3가지 유형으

로 분류될 수 있다. 먼  방향지시 화살표를 가진 ‘direct edge’로서 X → 

Y로 표 된다. 이는 ‘변수 X는 변수 Y를 인과한다(cause)’라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undirect edge’로서 X ― Y로 표 되는데 이는 변수 X와 Y간

에 상 계는 있으나 X가 Y를 인과하는지 반 로 Y가 X를 인과하는지

에 해서는 단할 수 없으며, 단순히 X와 Y가 정보흐름(information 

flow)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끝으로, ‘no edge’로서 X Y

로 표 되는데 변수 X와 Y 간에 상 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DAG에서는 세 변수 이상의 인과 계에도 용될 수 있다. 즉, 세 

변수(X, Y, Z)의 인과 계 설정에 있어 만약 두 변수( 를 들어 X와 Y)가 

상 계를 갖는다면 X가 Y를 인과하는지 Y가 X를 인과하는지 혹은 Z에 

의해 인과 계를 갖는지 확인할 수 없다. 세 변수(X, Y, Z)의 인과 계 설

정에는 다음과 같은 3개의 핵심 구조를 이용한다. 먼  인과사슬(causal 

chain)로서 ‘X → Y → Z’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변수 X와 Z는 비조건부 

서로 상 계를 가지고 있으나 변수 B 조건하에서는 상호 독립 인 경우

를 지칭한다. 두 번째로, ‘X ← Y → Z’로 나타낼 수 있는 인과분기(causal 

fork)이다. 이는 인과사슬에서와 같이 변수 X와 Z는 비조건부 서로 상

계를 가지고 있으나 변수 Y 조건하에서는 상호 독립 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과분기(causal inverted fork)로 명명되는 개념으로, 앞의 두 

6 Pesaran & Shin(1997) 역시 이를 해결하기 해 ‘일반화된 충격반응함수’와 같

은 모형의 식별과는 상  없는 방법을 제시함.

7 Pearl(2000)과 Hoover(2005) 등은 최근에 그랜  인과 계 개념을 보완하거나 

확장하는 인과 계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Pearl(2000)과 Spirtes et al.(2000)은 

구체 으로 방향지시 비순환성 그래 (directed acyclic graphs: DAG) 분석법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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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는 반 로 변수 X와 Z는 비조건부 상 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변수 Y 조건하에서는 상 계를 가지는 경우를 나타낸다(X → Y ← Z). 

이러한 3개의 구조를 통하는 DAG의 핵심 인 개념은 차단(screen-off)

상이라고 알려진 d-분리(d-seperation)이다.8 이를 통해 세 변수(X, Y, Z)

의 인과 계는 식(3-3)에서와 같이 인과 계(causal relationships)가 조건부 

독립조건(conditional independence conditions)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9

   Pr    
 

 Pr                          (3-3)

  여기서 는 의 모 변수(parent variable)의 실 된 값을 의미한다.   

  Pearl(2000)과 Spirtes, Glymour, and Scheines(2000)은 DAG를 찾기 

한 몇 가지 탐색 알고리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PC 알고리즘과 

GES(greedy equivalence search)알고리즘이 가장 일반 으로 활용되고 있

다.10 PC 알고리즘은 인과 충분성(causal sufficiency) 조건, 마르코

(Markov) 조건  진정성(faithfulness)조건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다는 가정하에 d-분리의 개념을 활용하여 변수 간의 상 계수와 편상 계

수(partial correlation)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 인과 계를 나타내는 DAG를 

찾게 된다.11 그러나 실 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충분치 않은 경우

가 많아, ‘분석에 포함된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인과하는 변수는 반드시 분

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충분성 조건은 PC 알고리즘을 용하는 데 제약

8  Pearl(2000)은 ‘두 변수 X와 Z 간의 모든 경로를 Y가 차단하면 Y는 X와 Z를 

d-분리(d-seperation)한다'라고 정의.

9  DAG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earl(2000), Bessler & Yang(2003); 박호정. 

윤원철(2003, 2006)을 참조.

10 PC알고리즘에 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Pearl(2000); Spirtes, Glymour, and 

Scheines(2000); 박호정. 윤원철(2003,2006)을 참조.

11 Bessler and Le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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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 더불어 PC 알고리즘은 표 인 Neyman-Pearson 가설검정

에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수 (significance level)의 선택에 따라 DAG

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약 이 있다. 

  GES 알고리즘은 방동 탐색(forward equivalence search)과 후방동

탐색(backward equivalence search)을 반복 으로 수행하는 2단계 순차  

탐색(two-step stepwise search)알고리즘으로, Schwarz에 의한 베이지안 평

가기 (Bayesian scoring criterion)을 활용하여 가능한 DAG들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PC 알고리즘과 같이 엄격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베이지안 평가함수(scoring function)에 의해 DAG를 탐색하게 되므로 

한 유의수 의 선택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12 Schwarz에 의한 베이지안 평가함수의 근사치는 다음과 같이 표시

된다.

    ln

                          (3-4)

  의 식에서 P는 D로 표시되는 자료를 생성하는 확률분포를 의미하고, 

Ф는 알려지지 않은 모수의 최우(maximum-likelihood) 추정치를 의미하며, 

d는 그래  의 자유모수(free parameters) 수를, 그리고 T는 측치 수를 

의미한다. 평가함수 S는 ln항으로 표시되는 합도와 〔

log〕

로 표시되는 자유모수의 최소성 간의 균형 계(trade-off)를 보여 주고 있다.

  베이지안 평가함수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GES 알고리즘의 각 실행과정

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1단계 방동 탐색(forward 

equivalence search)은 모든 변수가 독립 이라는 가정(즉, 변수 간에 모서

리가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모서리의 추가  방향지시 화살표의 방

향 변경에 따른 베이지안 사후  수(Bayesian posterior score)의 변화를 

12 GES 알고리즘에 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Chickering(2002); 박해선.오완근

(200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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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하여 베이지안 사후  수 혹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를 

더 이상 개선시킬 수 없을 때 종료된다. 2단계 후방동 탐색(backward 

equivalence search)은 1단계에서 선택된 DAG들을 상으로 모서리를 제

거하고 방향지시 화살표의 방향을 1단계의 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작

업을 순차 으로 용하여 1단계와 마찬가지로 베이지안 사후  수 혹

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를 더 이상 개선시킬 수 없을 때 종

료되며 이때 선택된 DAG가 최종 으로 탐색된 최 의 DAG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GE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변수 간 동시  인과 계를 찾고

자 한다. 

1.2. 분석 결과 

  시계열 분석13에 있어 고려되는 자료가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는 회귀분석은 가성  결

과(spurious result)를 보이게 되어 검정결과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시계열 자료의 비정상성으로 인해 래될 수 있는 계량 

분석상의 문제를 피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산지, 도매  소매시장 가

격의 안정성을 검정하기 해 ADF(Augmented Dicky-Fuller) 단 근 검정

을 수행하 다. 단 근 추정에 이용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상수항이 없는 경우:      
 



              (3-5)

   - 상수항을 포함하는 경우:    
 



       (3-6)

  식 (3-5)와 (3-6)을 각각 추정하여 값이 1인지에 한 검정을 실시하

13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자료는 월별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계 성을 제거하기 해 분석 모형 내에 월별더미를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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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단 근 검정 결과

변수
ADF (without constant) ADF (with constant)

수 변수 차분변수 수 변수 차분변수

FBP 0.539 -10.529*** -1.663 -10.597***

WBP 0.674 -12.363
***

-1.121 -12.414
***

RBP 0.899 -11.041
***

-0.801 -11.154
***

FPP -0.187 -16.383*** -2.971 -16.384***

WPP -0.238 -17.826
***

-3.171 -17.823
***

RPP 1.0287 -13.425
***

 -0.4301 -13.536
***

다. <표 3-2>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산지, 도매  소매시장의 가격의 단

근 검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검정결과, 쇠고기  돼지고기의 모든 단

계별 수 변수는 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있어 

변수가 안정 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차분변수는 단 근

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차분을 할 경우 모든 가격변수가 안정

인 변수로 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FBP는 산지 쇠고기가격, WBP는 도매 쇠고기가격, RBP는 소매 쇠고기가격, FPP는 

       산지 돼지고기가격, WPP는 도매 돼지고기가격, RPP는 소매 돼지고기가격.

    2. ***는 1% 유의수 을 의미.

    3. 단 근 검정시 각 변수의 시차선택은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Schwarz-loss criterion(SIC)를 이용하여 결정. 

  시계열 자료에 단 근이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들 변수 간에 장기

으로 안정  계, 즉 공 분(cointegration) 계가 존재한다면 회귀분석

시 가성  회귀 상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통단계별 

쇠고기  돼지고기 간 공 분 계를 검정하기 하여 Johansen(1988) 검

정을 실시한다. 먼  공 분 검정에 있어 최 시차를 결정하기 해 VAR 

모형을 바탕으로 Schwarz-loss criterion (S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Hannan and Quinn-loss (HQ), and Hacker and Hatemi-J (HJ) 등 4

가지 방법을 이용하 다. 그 결과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AIC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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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최 시차(k) 결정

시차 SIC AIC HQ HJ

0 81.7891 81.6936 81.7538 81.7698

1 68.3728 67.703 68.1257 68.2375

2 67.9115 66.6648 67.4516 67.6597

3 68.2597 66.4336 67.5864 67.891

4 68.6117 66.2035 67.724 68.1257

5 68.9579 66.965 67.855 68.354

6 69.2211 66.6408 67.9022 68.4989

외한 3가지 방법 모두 최 시차의 길이가 2로 나타났다.14 

주:   ln
 ln  ,     ln

  ,
     ln

 lnln  ,  ln
 ln lnln 

   여기서 는 추정된 분산-공분산 행렬, n은 변수 개수, T는 표본 수를 의미함. 

  <표 3-4>에는 Johansen 공 분 검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검정결과 유

의수  5% 수 에서 공 분 벡터의 개수는 4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 사이에는 장기 으로 안

정 인 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가격변수는 단

근이 존재하여 불안정 일지라도 변수 간 장기 으로 안정  계가 확인

되었으므로 축산물가격의 동태  계를 살펴보기 해 오차수정모형

(VECM)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14 AIC는 근 으로 최 시차를 과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Lükepohl & Breitung,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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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Johansen 공 분 검정 결과: Trace test

Rank 　Critical value Critical value Critical value

  5% p-값  5% p-값  5% p-값

r=0 253.19 103.68 0.00 245.15 95.51 0.00 276.15 117.45 0.00

r≤1 120.44 76.81 0.00 112.52 69.61 0.00 136.23 88.55 0.00

r≤2 69.12 53.94 0.00 61.39 47.70 0.00 66.40 63.66 0.02

r≤3 35.84 35.07 0.04 28.12 29.80 0.07 32.23 42.77 0.38

r≤4 12.35 20.16 0.42 5.02 15.41 0.80 8.52 25.73 0.96

r≤5 3.99 9.14 0.42 0.01 3.84 0.99 3.46 12.45 0.81

주: 은 restricted constant, 은 unrestricted constant,   restricted trend 모형을 이용

하여 추정된 값임. 자세한 사항은 Juselius(2006)를 참조.

  한편, VECM 추정을 통해 얻어진 각각의 계수 값을 통한 변수들 간의 

동태  계에 한 해석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으로 충격반응함수 혹

은 측오차분산분해 등의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하지만 II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VECM을 통해 추정된 오차항 간에는 동시상  문제가 상존하

므로 이를 고려하기 해 VECM을 통해 구해진 분산-공분산 행렬의 상

계수 행렬을 바탕으로, DAG 모형을 용하여 변수들 간 동시  인과 계 

구조를 악하 다. <표 3-5>는 오차항의 분산-공분산 상 계수 행렬을 보

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WPP와 FPP 사이의 상 계가 가장 높으며 WBP

와 FBP 간의 상 계 역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도매와 산지가격의 

움직임이 상 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매단계의 가격과 도매 

 산지가격간의 상 계는 상 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쇠

고기 시장의 경우에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나 분산-공분산 상 계수 

행렬의 추정결과가 변수 간의 직 인 인과 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

로 이를 변수 간에 존재하는 인과성의 존재나 방향에 한 직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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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P WBP RBP FPP WPP RPP

FBP 1 　- 　- -　 -　 -　

WBP 0.5308 1 　- 　- 　- 　-

RBP 0.0437 0.0653 1 　- 　- 　-

FPP -0.0113 0.0240 0.0867 1 　- 　-

WPP 0.0203 0.0374 0.0618 0.8007 1 　-

RPP 0.0185 0.1168 0.2014 0.4986 0.3594  1

표 3-5.  오차항 상 계수 행렬

주: FBP는 산지 쇠고기가격, WBP는 도매 쇠고기가격, RBP는 소매 쇠고기가격, FPP는 

산지 돼지고기가격, WPP는 도매 돼지고기가격, RPP는 소매 돼지고기가격을 의미함.

  먼  시간상 인과성을 살펴보기 해 Block Exogeneity Wald test를 이

용하여 다변량 VECM 그랜  인과성 검정(multivariate VECM Granger 

causality)을 수행하 다.15 

  <표 3-6>에는 VECM을 바탕으로 한 Block Exogeneity 검정결과가 제시

되어 있다. 먼  쇠고기 시장에서 FBP는 WBP와 RBP에 의해 향을 받으

며, WBP는 1% 유의수 에서는 RBP에 의해서만, 10% 유의수 에서는 

RBP와 WPP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RBP는 WPP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1% 유의수 에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시

장을 보면, FPP는 WPP와 RPP에 강한 향을 받으며 RBP에 의해서도 

향을 받고 있으나 그 통계  유의성은 상 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WPP의 경우는 거의 모든 변수에 향을 받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RPP는 RBP와 FPP에 강한 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Lütkepohl (2005), Dufour and Taamouti (2010) 는 2변수 이상의 모델에서 통

인 2변수 그랜  인과성 검정(bivariate Granger causality)의 문제 에 하여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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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VECM 그랜  인과성 검정

제외변수

종속변수
FBP WBP RBP FPP WPP RPP

FBP -
17.16

***

(0.00)
9.03

***

(0.01)
2.67
(0.2632)

2.24
(0.3251)

2.70
(0.2582)

WBP
2.01
(0.36)

-
10.06***

(0.00)
3.82
(0.14)

5.41*

(0.06)
4.30
(0.11)

RBP
15.37

***

(0.00)
23.88

***

(0.00)
-

14.44
***

(0.00)
3.42
(0.18)

22.32
***

(0.00)

FPP
1.52
(0.46)

4.34
(0.11)

4.85*
(0.08)

-
8.46

***

(0.01)
12.35

***

(0.00)

WPP
0.54
(0.76)

3.65
(0.16)

2.14
(0.34)

5.02*

(0.08)
-

3.25
(0.19)

RPP
1.27
(0.52)

0.40
(0.81)

11.80
***

(0.00)
32.52

***

(0.00)
3.18
(0.20)

-

주: 1. FBP는 산지 소가격, WBP는 도매 쇠고기가격, RBP는 소매 쇠고기가격, FPP는  

산지 돼지가격, WPP는 도매 돼지고기가격, RPP는 소매 돼지고기가격을 의미함.

   2. 
*, ***는 각각 10%, 1% 유의수 을 의미함.

   3. 각 항의 숫자는  값을 나타내며 호 안은 p-값을 나타냄. 

  한편, GES 알고리즘을 이용한 동시  인과 계 검정은 VECM 추정을 

통해 구해진 분산-공분산 상 계수 행렬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검정결과

는 <그림 3-1>에 제시되어 있다.16 하지만 <그림 3-1>은 유통단계별 쇠고

기  돼지고기의 인과 계에 한 완벽한 결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WPP, RPP, RBP  FBP 간에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undirected) 

edge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GES 알고리즘상 동일한 v-구조와 골격을 가

진 동  DAG가 다수 존재하여 DAG 간의 순 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16 GES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인과성 검정은 DAG 소 트웨어인 TETRAD IV

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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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GES 알고리즘 동시  인과성

  <그림 3-2>에서는 방향성을 갖지 못한 DAG를 바탕으로 네 변수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동일한 v-구조와 골격을 가진 8개의 가능한 모든 동

(equivalence) DAG를 제시하고 있다. 8개의 DAG  최  DAG를 찾기 

해서 Bessler and Yang(2003)과 Park, Mjelde, and Bessler(2006)에서 이용

하 던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과 modified Schwartz 

information criteria를 용한다. 즉, WPP, RPP, RBP  FBP의 4개의 변

수를 종속변수로 한 VECM을 통해 각 변수의 오차항(innovation)의 시계열

을 추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4개의 SUR 방정식을 구성한 후 SUR 추정을 

통해 분산-공분산 행렬을 구하고, 이 행렬을 이용하여 얻은 각각의 SIC 값

을 비교하여 최  DAG를 결정하게 된다.17 이를 통해 얻어진 최  DAG

는 <그림 3-2>의 (a)로 결정되었다. 

17 이에 한 보다 자세한 분석 차는 박해선 오완근(200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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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DAG 

  따라서 GES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종 인 동시  인과 계 검정 결과는 

<그림 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더불어 <표 3-6>에 나타난 그랜  동

태  인과성 검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3-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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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동시  인과성(contemporaneous causality)

 

그림 3-4.  그랜  인과성(Granger temporal causality) 검정 

  주: 실선은 1% 유의수 을, 선은 10% 유의수 을 의미함.

  <그림 3-3>에 제시된 동시  인과 계 검정결과  가장 특징 인 사항

을 살펴보면, 도매 돼지고기 가격(WPP)과 소매 돼지고기 가격(RPP)이 쇠

고기  돼지고기 유통시장 모두에서 가격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에서의 돼지고기 가격은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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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P)  소매가격(RPP)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매가

격에 의해 유통단계별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국내 돈육시장의 상황을 

실증 으로 확인해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산지 돼지고기 가격(FPP)

은 돈육시장 내의 도매  산지 가격뿐 아니라 도매 쇠고기 가격(WBP)에

도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쇠고기 유통시장의 경우를 살펴보

면 소매가격(RBP)은 산지가격(FBP)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으나 도

매가격(WBP)에는 직 인 인과 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산지가격을 통

해 도매가격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시  인과성 검정결과는 그랜  인과성 검정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본 으로 인과성의 기본 개념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즉, 그랜  인과성이 시간상의 인과 계를 의미하여 어떤 원인

(cause)이 효과(effect)에 해 시간 으로 선행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동시  인과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 계를 고려하지 않은 동

일 시간상에서의 인과 계의 흐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개의 인과성 검정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한 서

론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동시  인과성 검정은 VAR 모형이나 VECM 

모형에서의 인과순 의 자의  배열문제를 해결하는 안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가격에 미치는 확률충격(stochastic innovation)

의 동태  향을 살펴보기 해, DAG를 통해 확인된 유통단계별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 간의 동시  인과순 를 반 한 직교화된 구조행렬

(orthogonal structural innovation matrix)을 바탕으로 측오차분산분해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와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IRF) 분석을 수행하 다. DAG를 통해 구해진 인과성

은 동시  인과성인 반면, 측오차분산분해 혹은 충격반응함수와 같은 확

률충격분석(stochastic innovation analysis)은 단기  인과성(short-term 

causality)의 결과를 제시한다(박호정·윤원철, 2006). 특히, 측오차분산분

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수가 타 변수에 비해 외생 인지 혹은 내

생 인지에 한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만약 특정 변수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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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분산의 부분이 그 변수 자체의 오차항에 의해 설명된다면 그 변수는 

통계 으로 외생 인 것으로 간주되며, 반 로 만약 확률충격의 부분이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될 경우는 내생 이라 할 수 있다. <표 3-7>은 측

오차분산분해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7>에서 쇠고기시장을 살펴보면, 산지 쇠고기 가격(FBP)의 1기(개

월) 측오차는 산지 가격 자체에 의해 99.8% 거의 설명되고 타 변수에는 

거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나가도 타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 상당히 외생 인 변수로 확인되었다. 반

면, 도매 쇠고기 가격(FBP)의 경우에는 1기에는 도매가격 자체에 의한 설명

력이 가장 높았으나 시간이 경과될수록 산지 쇠고기 가격(FBP)의 설명력이 

높아져 6기 이후에는 오히려 자기 설명력의 정도보다 높게 나타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내생성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소매 쇠고기 가격(RBP)

의 경우에는 1기에는 자기 설명력이 96%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으나 

차 그 정도는 약화되는 반면 산지 쇠고기 가격(FBP)  소매 돼지고기 가

격(RPP)에 의한 설명력이 상 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시장의 경우를 보면, 산지 돼지고기 가격(FPP)은  기간에 걸

쳐 자기설명보다는 도매 돼지고기 가격(WPP)에 의한 설명력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도매 돼지고기 가격(WPP)의 경우는 1기에는 체 충격을 

도매가격 자체에 의해 설명하고 있어 극단 인 외생성을 보이고 있으나 

차 그 정도는 약해져 6기에는 79% 정도의 자기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났다. 소매 돼지고기 가격(RPP) 한 1기에 자기 설명력이 87%에 이르

러 상당히 높은 외생성을 보이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는 감소

하고, 신 도매 돼지고기 가격(WPP)에 의한 설명력이 30% 이상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시  인과 계에서도 확인된 쇠고

기  돼지고기 유통시장에서 도매 돼지고기의 심  역할이 단기  인과

계에서도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가격의 변화에 따라 연 된 다른 단

계의 가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해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IRF)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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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측오차분산분해

시차(개월) S.E FBP WBP RBP FPP WPP RPP

FBP

1 197.63 99.81 0.00 0.18 0.00 0.00 0.01 

2 361.25 98.65 0.86 0.23 0.14 0.01 0.11 

3 496.45 97.87 1.00 0.58 0.35 0.01 0.19 

4 604.02 97.36 0.96 0.83 0.49 0.05 0.32 

5 688.42 97.07 0.88 0.94 0.56 0.10 0.45 

6 754.67 96.93 0.80 0.96 0.58 0.16 0.59 

WBP

1 369.95 27.94 70.76 0.05 0.00 0.16 1.09 

2 520.19 38.08 60.35 0.37 0.04 0.34 0.83 

3 642.34 43.77 53.27 1.05 0.29 0.43 1.21 

4 742.46 46.74 48.41 1.82 0.41 0.56 2.05 

5 823.48 48.07 45.07 2.57 0.44 0.81 3.05 

6 888.20 48.42 42.75 3.19 0.42 1.11 4.11 

RBP

1 577.74 0.00 0.00 95.94 0.00 0.52 3.53 

2 913.51 2.79 0.23 92.29 0.06 0.85 3.80 

3 1162.67 7.95 0.16 86.19 0.10 1.53 4.07 

4 1369.94 14.05 0.13 78.61 0.30 1.90 5.02 

5 1554.28 19.91 0.17 70.89 0.50 2.20 6.35 

6 1722.21 24.89 0.29 63.99 0.62 2.49 7.73 

FPP

1 128.69 0.03 0.07 0.00 30.69 64.10 5.11 

2 196.23 0.46 0.50 0.16 30.83 65.85 2.22 

3 230.23 1.23 0.80 0.17 32.00 64.18 1.62 

4 249.46 2.04 0.83 0.14 32.97 62.61 1.40 

5 262.42 2.77 0.78 0.13 33.43 61.52 1.36 

6 271.85 3.41 0.73 0.13 33.54 60.76 1.44 

WPP

1 273.25 0.00 0.00 0.00 0.00 100.00 0.00 

2 337.46 0.16 0.32 0.06 7.34 91.89 0.22 

3 377.06 0.61 0.32 0.14 11.98 86.74 0.21 

4 401.00 1.33 0.31 0.16 14.69 83.28 0.24 

5 417.29 2.12 0.28 0.16 16.27 80.82 0.35 

6 429.54 2.88 0.28 0.15 17.18 78.97 0.54 

RPP

1 349.74 0.00 0.00 0.00 0.00 12.92 87.08 

2 563.22 0.12 0.21 0.34 3.49 25.45 70.40 

3 707.43 0.92 0.16 0.45 5.49 31.63 61.35 

4 811.19 2.25 0.17 0.36 6.47 32.90 57.84 

5 896.72 3.70 0.27 0.31 6.92 32.60 56.19 

6 972.07 5.04 0.44 0.36 7.06 31.95 55.15 

주: FBP는 산지 쇠고기가격, WBP는 도매 쇠고기가격, RBP는 소매 쇠고기가격, FPP는  

산지 돼지고기가격, WPP는 도매 돼지고기가격, RPP는 소매 돼지고기가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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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산지 소가격(FBP)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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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산지 돼지가격(FPP)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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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반응함수는 특정 변수의 오차항이 한 단  증가할 때 즉, 1 표 편

차 크기의 충격이 발생할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른 변수에 얼마만큼 

향을 미치는가를 보여 다18. 먼  산지 쇠고기가격(FBP)에 1 표 편차 

크기의 충격이 발생할 때 충격반응함수를 보면, 도매 쇠고기가격(WBP)은 

단기 으로는 상승 경향을 보이다 차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며 12개월 

이후에는 음(-)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매 쇠고기가격은 

단기 으로는 하락하 으나 3기 이후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고기 가격의 경우는 모든 단계별 가격에서 단기 으로는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 6기 이후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도매 쇠고기가격

(WBP)의 충격반응함수는 산지 쇠고기와 소매 쇠고기가격의 패턴이 비슷

하게 나타나 단기 으로는 상승하 으나 2-3기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시장의 반  반응은 단기 으로는 음(-)의 향을 받

는 것으로 보이나 2-3기 이후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쇠고기

가격(RBP) 충격반응함수 결과를 보면 돼지고기 가격의 반응은 도매 쇠고

기가격(WBP)의 충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산지  도매 쇠고기가격에

는 단기 으로는 하락하다 6기 이후에 증가하는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산지 돼지고기가격(FPP) 충격은 쇠고기 시장에는 단기 으로 음(-)

의 향을 미치나 차 그 강도는 약해져 10기 이후에 양(+)의 향을 미

친다. 반면, 돼지고기시장에는 쇠고기시장과 반 되는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도매 돼지고기가격(WPP) 충격반응함수의 결과는 소매 

쇠고기가격에 미치는 향을 제외하고는 산지 돼지고기가격이 미치는 충

격패턴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매 돼지고기가격(RPP)의 

충격이 유통 단계별 쇠고기 가격에 미치는 향은 도매 돼지고기가격이 미

치는 충격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반면 산지  도매 돼지고기가격에 미치는 

향은 거의 반 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8 각각의 그림 안에 음 으로 표시된 부분은 1기부터 6기까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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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단계 간 가격 달의 구조변화와 비 칭성 분석

2.1. 분석 방법

2.1.1. 단 근 분석

  본 연구는 Ng and Perron(2001)이 제안한 
 ,  , 


, 


  통계량을 이용하여 개별 축산물 가격들의 단 근 여부를 검정한

다. 동 방법은 검정의 크기(size)와 기각능력(power) 면에서 ADF 검정  

Phillips-Perron 검정과 같은 표 인 단 근 검정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분석 상 시계열을 라고 하고(  … ), 동 시계열의 확정  요소

를 라고 하자. 확정  요소로서 상수항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 상

수항과 시간추세를 모두 고려할 경우에는    ′ 이다. Ng and 

Perron(2001) 방법의 특징은 원시계열 신 GLS 추세제거 시계열 를 이

용하여 단 근의 여부를 검정한다는 것이다. GLS 추세제거 시계열은 

   
′로 구성된다. 여기서,  arg min

 




 ′ 이며, 


와 

는 
   , 

  이다.  로서, 

는 확정  요소에 상수항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7.0, 상수항과 시간추세를 

모두 고려할 경우에는 -13.5로 설정한다. 
와 

의 기값은 
   , 


  로 설정한다.

  귀무가설은 ‘단 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의 회귀식에서 

    임을 의미한다.

19 자세한 내용은 Ng and Perron(2001)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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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단 근 검정을 한 
 ,  , 

 , 
  통계량은 다음

과 같다.

   
     

  




 

 

,            (3-8)

      
  




 

 


,                  (3-9) 

   
       

  




 

 

,            (3-10) 

   
   

  




   

                   (3-11) 

  여기서, 
  

, 


   

  




 , 

 


이며, 

와 는 식 (3-7)을 OLS로 추정하여 구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  , 

 , 
  통계량이 Ng and Perron(2001)에 제시

된 임계치보다 크면 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모형의 시차는 

Ng and Perron(2001)이 제안한 로 최 시차를 max 로 

설정하고 수정된 아카이  정보기 (MAIC: modified Akaike information 

criteria)에 근거하여 결정한다.20 단, MAIC 계산 시에는 Perron and 

20 구체 으로, MAIC에 의한 최 시차 는   arg min∈max로 

선택된다. 여기서,   lnmax


,   



 
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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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2007)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GLS 추세제거 시계열 신 OLS 추세

제거 시계열을 이용한다.

  만약 시계열의 수   시간추세의 기울기와 같은 확정  요소에서 구조

변화가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 근 검정을 수행하면 

실제로는 단 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 근이 존재한다는 허

구  결론(spurious result)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

하여 본 연구에서는 Perron and Rodríguez(2003)의 방법을 이용하여 Ng 

and Perron(2001) 방법에 의한 단 근 검정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한다.

  구조변화를 허용하기 하여 시계열의 움직임  확정  요소에 의한 부

분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3-12) 

  여기서, 는  이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변수이며, 

는  이면  ,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변수이다. 는 

구조변화 시 을 나타낸다. 구조변화 시  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가

정한다. 이 같은 가정 하에서 표본기간의 간 75%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시 을 잠재  구조변화 시 으로 고려하여 를 구성한 후, 각각의 에 

해 
 ,  , 

 , 
  통계량을 계산한다.21 컨 , 

표본기간의 간 75% 속하는 시 의 수가 100개라면 각각의 통계량별로 

총 100개의 계산 결과를 얻게 된다. 각 통계량별로 그러한 계산 결과들의 

최소값을 ∞ ,  
 ,  , 

 , 


라고 하

자. 구조변화 하에서 단 근의 존재 여부는 이와 같이 정의되는 ∞  

통계량을 Perron and Rodriguez(2003)에서 제시된 임계치와 비교하여 단



 max  

max





.

21 단, 는 Perron and Rodríguez(2003)의 제안에 따라 -22.5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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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작으면 단 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2.1.2. 공 분 검정

  축산물 가격 달의 비 칭성에 한 기존 문헌에서 자주 이용된 

Engle-Granger 검정은 두 변수 간에 ‘공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귀무가설로 한다. 이는 단 근 검정에서 ‘단 근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귀

무가설로 하는 것과 조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하

여 Shin(1994)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산지→도매’, ‘도매→소매’ 가격 

간 공 분 계의 존재 여부를 검정한다. 동 검정은 두 변수 간에 ‘공

분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귀무가설로 하기 때문에, Engle-Granger 검정과 

달리, 강력한 반증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공 분의 존재를 지지할 가능성

이 높다.

  분석 차는 다음과 같다. 쇠고기  돼지고기시장에서 특정 유통단계

의 가격을  , 이  단계의 가격을 라고 하고, 아래의 식을 OLS로 추

정 한다.

       





′   ,                        (3-13)

       …     

  여기서, 





′   항은 설명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하

기 해 포함된 것으로서, 모형의 시차는 Choi and Kurozumi(2008)의 제

안에 따라 베이지안 정보기 (BIC)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두 변수 간에 공 분 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 식에서 가 확률  

추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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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LM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                               (3-14)

  여기서, 

는 의 장기 분산(long-run variance) 추정치를 나타내며, 

Sul-Phillips-Choi(2005)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와 같이 구한 검정

통계량이 Shin(1994)에 제시된 임계치보다 크면 공 분이 존재한다는 귀무

가설을 기각한다.

  Perron and Rodriguez(2003)의 방법을 이용하여 Ng and Perron(2001) 단

근 검정을 구조변화를 고려하는 경우로 확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Arai 

and Kurozumi(2007)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면 Shin(1994) 검정을 구조변

화를 고려하는 경우로 확장할 수 있다. 구조변화의 시 은 앞서와 마찬가

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 표본기간의 간 75% 구간에 속하

는 모든 잠재  구조변화 시  를 상으로 아래의 식을 추정한다.

      
∗  

∗ 





′   ,   (3-15)

  여기서, 는  이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

다. Arai and Kurozumi(2007) 검정에서는 잔차제곱합 
 




이 최소가 

되는 시 을 구조변화의 시 으로 선택한다. 검정통계량은 그와 같은 방식으

로 선택된 구조변화 시  추정치 에서 계산된 LM 통계량 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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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공 분 계의 구조변화 검정

  공 분 계의 구조변화 여부는 Seo(1998)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정한다. 이 경우에도 구조변화 시 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자료의 특성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Seo(1998) 검정의 특징은 내생성 문제

를 해결하기 하여 벡터오차수정 모형에 한 MLE 추정치를 바탕으로 

구조변화 검정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검정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

′
  

 

 

   ,           (3-16)

  여기서,      ′ 이며, 는 항등행렬을 나타낸다. 는  이

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구조변화 시  추정치 

는 Arai and Kurozumi(2007) 방법에서 설명한 추정치, 즉 공 분 회귀

식의 잔차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시 을 이용한다.

  귀무가설은 공 분 계에서 구조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는 의 식에서는   
∗  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정하기 

한 LM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tr  ′             (3-17)

  여기서, tr⋅은 trace 함수를 나타내며, 나머지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구조변화가 없다는 귀무가설 하에서 의 MLE 추정치

-      ∗  ,   : vectorization 함수



쇠고기･돼지고기 가격의 인과성과 비 칭성 분석66

-  
  






′

- 
 


  



 




′

-  
  

  



  
′ 

  



  
′ 

 

 

-    
′   ′ …   ′ ′

-  ′  ′′
- 








 


- 



  



 
 
′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LM 통계량이 Seo(1998)에서 제시된 임계치

보다 크면 구조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2.1.4. 동태  승수효과 분석

  서론에서 언 한 로 축산물 가격 달의 비 칭성에 한 선행 연구들

은 회귀계수별 비 칭성 여부에 한 가설 검정과 추정치의 크기 비교에 

을 두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동태  승수(dynamic multiplier) 분석

을 통해 가격 달의 비 칭성이 시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분석

한다.22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비 칭  오차수정모형(ECM)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23

22 Borenstein et al.(1997), Bachmeier and Griffin(2003)은 본 연구와 유사한 동태

 승수 분석을 이용하여 석유가격 효과의 비 칭  특징을 분석하 다.

23 조정계수의 비 칭성을 허용하는 모형은 추정 결과가 매우 불안정하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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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여기서,

    
  max ,   

  min 
    

  max ,   
  min 

  구조변화를 고려한 비 칭  ECM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3-19)

  여기서, 는  이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

다. 구조변화 시  추정치 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공 분 회귀식의 잔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시 을 이용한다.

  이상의 차분변수 비 칭 ECM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수 변수 간 

계로 표 된 비 칭 ECM을 구할 수 있다.

     


 
  ,                                 (3-20)

서 논의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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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이용하여 특정 유통단계에서 발생한 축산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h개월 후 다음 유통단계의 가격에 미치는 동태승수효과(cumulative 

dynamic multiplier effects)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가격상승시 :   
 







 
 
 






,     …     (3-21)

  가격하락시 :   
 







 
 
 






,     …     (3-22)

2.2. 분석 결과 

2.2.1. 단 근 검정 결과

  <표 3-8>은 자연로그를 취한 돼지고기  쇠고기 유통가격에 확정  요

소의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Ng and Perron(2001)의 방법을 용하여 

단 근의 존재 여부를 검정한 결과를 보여 다. 수 변수의 경우에는 확정

 요소로서 편과 시간추세를 모두 고려하 고, 1차차분의 경우에는 

편만을 고려하 다.

  돼지고기 가격의 수 변수는 산지, 도매, 소매 모든 단계에 하여 어떠

한 검정통계량을 이용하든 단 근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통상 인 유의수

(10%)에서 기각되지 않았다. 반면, 차분변수는 모든 유통단계에서 단

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이 이용된 검정법과 무 하게 언제나 1% 수 에서 

기각되었다. 이는 모든 유통단계의 돼지고기 가격이 1차 분되어 있음을, 

즉, I(1)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쇠고기 가격에 한 결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산지가격

은 단 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이 수 변수의 경우에는 기각되지 않지만, 차

분변수의 경우에는 모든 검정통계량에 해 1% 수 에서 기각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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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변수

산지가격 -11.3 0.21 -2.38 8.07

도매가격 -8.27 0.25 -2.03 11.02

소매가격 -10.22 0.25 -2.24 9.00

  1차차분

산지가격 -166.7
***

0.05
***

-9.11
***

0.18
***

도매가격 -184.9
***

0.05
***

-9.61
***

0.14
***

소매가격 -71.82*** 0.08*** -5.96*** 0.41***

는 쇠고기의 산지가격이 I(1) 시계열임을 의미한다. 도매가격은 단 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이 수 변수에 해서도 
  검정의 경우에는 1%, 나

머지 검정들의 경우에는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 이는 쇠고기의 도

매가격이 I(0)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단, 추가  분석 결과에 의하

면, 확정  요소로서 편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쇠고기 도매가격 역시 I(1) 

시계열로 정되었다. 따라서 이 에서는 쇠고기 도매가격 역시 I(1)의 특

성을 갖는 것으로 단하고, 공 분 분석을 수행한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쇠고기 소매가격의 경우인데, 어떠한 통계량도 쇠고기의 수 변수

와 차분변수에 해 단 근이 있다는 가설을 10% 수 에서 기각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Ng and Perron(2001) 검정 

결과에 의하면 쇠고기 소매가격을 I(2) 시계열로 단해야 한다. 하지만, 

<표 3-9>에서 제시되듯이, 편과 시간추세의 기울기 변화를 허용하는 

Perron and Rodríguez(2003) 검정을 이용하면 쇠고기 소매가격 역시 I(1) 

시계열로 정된다. <그림 2-4>에서 나타나듯이, 그동안 쇠고기의 소매가

격은 수 과 시간추세의 기울기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에서는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Ng and Perron(2001) 검정 결과보다 구

조변화를 허용하는 Perron and Rodríguez(2003) 검정 결과가 설득력이 더 

높다고 보고 쇠고기 소매가격 역시 I(1) 시계열로 단한다.

표 3-8.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단 근 검정 결과: 돼지고기 가격

주: Ng and Perron(2001)의 방법을 이용하여 단 근 검정을 수행한 결과임. 귀무가설은 

단 근이 있다는 것임.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이 기각

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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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수 변수 -29.701* 0.129* -3.837* 8.652**

1차차분 -172.7*** 0.054*** -9.292*** 1.467***




  
 



  수 변수

산지가격 -4.93 0.31 -1.52 18.23

도매가격 -23.34
**

0.15
**

-3.42
**

3.90
***

소매가격 -6.13 0.27 -1.67 14.83

  1차차분

산지가격 -57.05
***

0.09
***

-5.32
***

0.47
***

도매가격 -89.90*** 0.07*** -6.70*** 0.29***

소매가격 -1.91 0.47 -0.90 11.96

표 3-9.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단 근 검정 결과: 쇠고기 가격

주: Ng and Perron(2001)의 방법을 이용하여 단 근 검정을 수행한 결과임. 귀무가설은 

단 근이 있다는 것임.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이 기각

됨을 나타냄.

표 3-10.  구조변화를 고려한 단 근 검정 결과: 쇠고기 소매가격

주: 수  변화와 시간추세의 기울기 변화를 허용하는 Perron and Rodríguez(2003)의 방법

을 이용하여 단 근 검정을 수행한 결과임. 귀무가설은 단 근이 있다는 것임. ***,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나타냄.

2.2.2. 공 분 분석 결과

  <표 3-11>은 돼지고기와 쇠고기 시장에서 ‘산지가격→도매가격’, ‘도매

가격→소매가격’ 간에 공 분 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한 결과를 보여

다. 3장 2.1.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hin(1994) 검정은 공 분 계의 구

조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검정이며, Arai and Kurozumi(2007) 검정은 그러

한 구조변화를 고려한 공 분 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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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조변화 미고려
Shin 검정

구조변화 고려
Arai-Kurozumi 검정

돼지고기 가격
산지→도매 0.598

***
0.117

*

도매→소매 0.393* 0.191**

쇠고기 가격
산지→도매 0.180 0.106

도매→소매 0.612
***

0.090

표 3-11.  공 분 검정 결과

주: 귀무가설은 공 분 계가 존재한다는 것임. ***,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나타냄.

  돼지고기 가격  ‘산지가격→도매가격’의 계는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공 분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1% 수 에서 기각되지만, 구조변

화를 고려하면 동일한 귀무가설이 5% 수 에서 기각되지 않는다. 이와 반

로,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소매가격’ 간 공 분에 한 귀무가설은 구

조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5% 수 에서 기각되지 않지만, 구조변화를 고

려하면 5% 수 에서 기각된다.

  쇠고기 가격  ‘산지가격→도매가격’은 구조변화 여부와 무 하게 공

분 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이 지지된다. 쇠고기의 ‘도매가격→소매가격’ 

간 공 분에 한 귀무가설은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5% 수 에서 

기각되지만, 구조변화를 고려하면 5% 수 에서 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돼지고기  쇠고기시장에서 단계별 유통가격 간에 공 분이 존재하느냐

는 문제에 답하기 해서는 이들 공 분 계에서 구조변화가 발생했는지

를 살펴 야 한다. 

  <표 3-11>의 공 분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유통가격 간에 공

분 계가 존재하기 한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돼지고기의 

‘산지가격→도매가격’  쇠고기의 ‘도매가격→소매가격’ 간 계에서는 

구조변화가 발생했어야 한다. 둘째,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소매가격’ 간 

계에서는 구조변화가 없었어야 한다. 셋째, 쇠고기 ‘산지가격→도매가격’ 

간에는 구조변화 여부와 무 하게 공 분 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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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돼지고기 가격
산지→도매 118.8

***

도매→소매 0.007

쇠고기 가격
산지→도매 35.192

***

도매→소매 4.352
**

  <표 3-12>는 Seo(1998)의 LM 통계량을 이용하여 축산물 유통가격 간 

공 분 계의 구조변화 여부를 검정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단계별 유통

가격 간 계에서 공 분이 존재하기 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공 분 구조변화 검정 결과

주: Seo(1998)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 분 계의 구조변화 여부를 검정한 결과임. 귀무가

설은 공 분 계에서 구조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임. ***,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나타냄.

  돼지고기의 ‘산지가격→도매가격’ 간 계와 쇠고기의 ‘도매가격→소매

가격’ 간 계에 해서는 구조변화가 없었다는 귀무가설이 각각 1%, 5% 

수 에서 기각된다. 반면,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소매가격’ 간 계에 

해서는 동일한 가설이 10% 수 에서도 기각되지 않는다. 추가 으로, 쇠

고기의 ‘산지가격→도매가격’간 계에 해서도 구조변화가 없었다는 귀

무가설이 1% 수 에서 기각되고 있는데, 동 계의 경우에는 구조변화 여

부와 무 하게 언제나 공 분이 성립한다. 따라서 <표 3-11>과 <표 3-12>

의 결과를 종합하면 돼지고기와 쇠고기 모두 모든 단계별 유통가격 간에 

공 분 계가 존재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표 3-13>은 구조변화가 없었다는 가정하에서 단계별 유통가격 간 공

분 계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 다. 추정 방법은 식 (3-13)에서 제시된 회

귀식에 근거한 Dynamic OLS 추정법을 이용하 다. 돼지고기의 경우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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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돼지고기 가격

산지→도매
0.924

***

(0.061)
0.932

***

(0.008)

도매→소매
-10.913***

(0.426)
2.499***

(0.054)

쇠고기 가격

산지→도매
1.532

***

(0.172)
0.861

***

(0.020)

도매→소매
-4.435

***

(0.320)
1.586

***

(0.036)

가격에 한 도매가격의 장기 탄력성은 0.932, 도매가격에 한 소매가격

의 장기 탄력성은 2.499로 추정되었다. 쇠고기의 경우에는 산지가격에 

한 도매가격의 장기 탄력성이 0.861, 도매가격에 한 소매가격의 장기 탄

력성이 1.586으로 추정되었다. 즉, 두 축산물시장 모두에서 산지가격에 

한 도매가격의 장기 탄력성보다 도매가격에 한 소매가격의 장기 탄력성

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3.  공 분 계 추정 결과: 구조변화 미 고려

    





′  

주: ***,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나타냄.

  <표 3-14>는 구조변화를 가정하고 단계별 유통가격 간 공 분 계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 다. 추정 방법은 식 (3-15)에서 제시된 회귀식에 근거

한 Dynamic OLS 추정법을 이용하 고, 구조변화 시 은 공 분 회귀식의 

잔차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시 을 선택하 다. 와 는 구조변화 이  기

간의 편과 공 분 계수 추정치를 나타낸다. 

∗와 

∗는 구조변화 이후

의 편과 공 분 계수가 얼마만큼 증가 는 감소했는지를 나타낸다.24

24 구조변화 시  이후 기간에 한 편  공 분 계수 추정치는 
∗

와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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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돼지고기
가격

산지→도매 1993.01
0.961

***

(0.116)
-0.775

***

(0.125)
0.929

***

(0.016)
0.098

***

(0.017)

도매→소매 1999.07
-4.511

***

(0.574)
1.456

**

(0.599)
1.660

***

(0.074)
-0.119
(0.076)

쇠고기 
가격

산지→도매 2005.03
2.796

***

(0.108)
5.043

***

(0.718)
0.706

***

(0.013)
-0.530

***

(0.081)

도매→소매 1996.08
-3.044

***

(0.412)
3.312

***

(0.551)
1.412

***

(0.048)
-0.331

*

(0.062)

구조변화 시 은 부분의 경우 1990년  반 는 후반으로 추정되었고, 

쇠고기시장의 ‘산지가격→도매가격’ 경로만 2000년  반에 구조변화를 

겪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조변화의 방향을 보면,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산지가격→도매가격’ 경로의 공 분 계수가 소폭 상승한 반면, 쇠고기의 

경우에는 ‘산지가격→도매가격’  ‘도매가격→소매가격’ 경로 모두 공

분 계수가 비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쇠고기시장의 

경우에는 모든 가격 달 단계에서 유통가격간 장기 상 계가 보다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단된다.

표 3-14.  공 분 계 추정 결과: 구조변화 고려

   
∗  

∗ 





′  

주: ***,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나타냄.

2.2.3. 가격 달의 비 칭성 분석 결과

  <표 3-15>는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ECM에 근거하여 쇠고기 가격

의 동태  달 과정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 다. 돼지고기시장과 마찬가지

로 쇠고기시장에서도 ‘산지→도매’ 경로에서의 가격 달은 즉각 으로 이

루어지고 이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도매→소매’ 경로에서의 가격 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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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에는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증 되고 있다.

  우선, 충격반응함수 추정치만 보면, 쇠고기시장에서는 ‘산지→도매’ 

경로에서도 도매가격이 산지가격의 하락보다 상승에 더욱 큰 폭으로 반응

하는 비 칭성이 지속 으로 찰된다. 단, 이 경우에는 그러한 비 칭성

의 존재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도매→소매’ 경로에서는 

소매가격이 도매가격의 하락보다 상승에 더욱 큰 폭으로 반응하는 비 칭

성이 모든 시계(time horizon)에 걸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 칭성의 크기도 다른 어느 경우보다 큰 값으로 추정되었다. 컨  도

매가격이 1% 상승했을 때와 1% 하락했을 때 소매가격의 1년 후 반응을 

비교하면 자가 후자보다 값을 기 으로 0.5%p 이상 크며, 이와 같은 

비 칭성의 크기가 5년 후 반응에서도 여 히 0.3%p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표 3-15>은 돼지고기 도매가격 변화에 따른 소매가격의 동태  

조정과정을 보여 다. 돼지고기의 소매가격은 도매가격 변화에 단기 으로

는 매우 작게 반응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매가격의 1% 변화에 

해 소매가격이 1% 이상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표 3-12>

에서 제시된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공 분 모형의 추정 결과와 부합한

다. 한편, 우측 하단에서 제시되는 승수효과 추정치를 보면 돼지고기 

시장의 ‘도매가격→소매가격’ 경로에서는 가격 하락보다 상승에 더욱 크게 

반응하는 비 칭성이 찰된다. 하지만, 0~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하면 

그러한 비 칭성의 존재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3-16>은 구조변화 시 을 후하여 쇠고기 가격의 동태  조정과정

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다. 돼지고기의 경우와는 달리 쇠고기시장

에서는 ‘산지→도매’, ‘도매→소매’ 경로 모두에서 가격 달의 강도가 상당

히 약화된 것으로 찰된다. 쇠고기의 산지가격 변화에 한 도매가격의 

반응은 2005년 이 에는 하락보다 상승에 더욱 큰 폭으로 반응하다가 

2005년 이후에는 상승보다 하락에 더욱 큰 폭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단, 두 기간 모두 추정 결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쇠

고기의 ‘도매→소매’ 경로에서 가격 하락보다 상승에 더욱 크게 반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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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쇠고기 돼지고기

1% 가격 상승 시 1% 가격 하락 시 1% 가격 상승 시 1% 가격 하락 시

산지-
도매

도매-
소매

산지-
도매

도매-
소매

산지-
도매

도매-
소매

산지-
도매

도매-
소매

0 0.82 0.11 -0.83 -0.03 1.05 0.30 -1.22 -0.04 

1 0.81 0.43 -0.57 -0.17 0.99 0.59 -0.55 -0.37 

2 0.81 0.60 -0.66 -0.15 0.96 0.61 -1.03 -0.57 

3 0.81 0.70 -0.64 -0.25 0.94 0.63 -0.78 -0.58 

4 0.81 0.76 -0.65 -0.23 0.94 0.65 -0.97 -0.60 

5 0.81 0.81 -0.65 -0.31 0.93 0.68 -0.87 -0.62 

6 0.82 0.85 -0.66 -0.30 0.93 0.70 -0.94 -0.64 

7 0.82 0.88 -0.66 -0.36 0.93 0.72 -0.91 -0.66 

8 0.82 0.92 -0.66 -0.37 0.93 0.74 -0.94 -0.68 

9 0.82 0.95 -0.67 -0.42 0.93 0.77 -0.92 -0.70 

10 0.82 0.98 -0.67 -0.43 0.93 0.79 -0.93 -0.72 

11 0.82 1.01 -0.68 -0.47 0.93 0.81 -0.93 -0.74 

12 0.82 1.03 -0.68 -0.48 0.93 0.83 -0.93 -0.76 

비 칭성은 비록 1996년 이후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구조변화 이 과 

이후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표 3-16>은 구조변화를 고려한 비 칭  ECM을 이용하여 돼지고기 유

통가격의 동태  달과정을 추정한 결과이다. 이 그림은 시각  효과를 높

이기 해 95% 신뢰구간에 한 그림은 생략하고, 유통가격의 동태  달

과정이 구조변화 시 을 후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한 결과만을 제

시하고 있다. 구조변화 시 은 <표 3-13>에 제시된 결과를 이용하 다.

  반 으로, 돼지고기시장에서의 가격 달은 ‘산지→도매’ ‘도매→소매’ 

단계 모두 그동안 큰 변화를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정치만 보면 

‘도매가격→소매가격’ 경로에서 가격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 칭

성이 2000년  이후 소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 결과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쇠고기･돼지고기 가격의 동태  조정과정: 구조변화 미 고려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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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1% 가격 상승 시 1% 가격 하락 시　

산지-도매 도매-소매 산지-도매 도매-소매

구조
변화 

구조
변화 후

구조
변화 

구조
변화 후

구조
변화 

구조
변화 후

구조
변화 

구조
변화 후

0 0.99 1.19 0.25 0.24 -1.32 -1.14 -0.10 -0.03 

1 0.85 1.09 0.61 0.40 -0.64 -0.70 -0.59 -0.27 

2 0.91 1.04 0.63 0.49 -1.04 -1.06 -0.67 -0.41 

3 0.91 1.03 0.66 0.57 -0.84 -0.92 -0.70 -0.51 

4 0.92 1.03 0.68 0.64 -0.96 -1.04 -0.72 -0.60 

5 0.92 1.03 0.70 0.71 -0.90 -0.99 -0.75 -0.69 

6 0.93 1.03 0.72 0.77 -0.94 -1.03 -0.77 -0.76 

7 0.93 1.03 0.75 0.83 -0.92 -1.02 -0.79 -0.83 

8 0.93 1.03 0.77 0.88 -0.93 -1.03 -0.82 -0.89 

9 0.93 1.03 0.79 0.93 -0.93 -1.02 -0.84 -0.95 

10 0.93 1.03 0.81 0.97 -0.93 -1.03 -0.86 -1.00 

11 0.93 1.03 0.83 1.02 -0.93 -1.03 -0.88 -1.04 

12 0.93 1.03 0.85 1.06 -0.93 -1.03 -0.90 -1.09 

표 3-16.  쇠고기가격의 동태  조정과정: 구조변화 고려

단 : %

기
간

1% 가격 상승 시 1% 가격 하락 시　

산지-도매 도매-소매 산지-도매 도매-소매

구조
변화 

구조
변화 후

구조
변화 

구조
변화 후

구조
변화 

구조
변화 후

구조
변화 

구조
변화 후

0 0.89 0.54 0.04 0.13 -0.86 -0.61 -0.11 -0.02 

1 0.93 0.27 0.37 0.34 -0.62 -0.52 -0.33 -0.15 

2 0.90 0.39 0.51 0.46 -0.69 -0.50 -0.22 -0.22 

3 0.87 0.32 0.59 0.52 -0.68 -0.48 -0.38 -0.27 

4 0.84 0.34 0.66 0.57 -0.69 -0.46 -0.31 -0.32 

5 0.82 0.32 0.72 0.60 -0.69 -0.44 -0.43 -0.36 

6 0.80 0.31 0.77 0.63 -0.69 -0.42 -0.40 -0.39 

7 0.78 0.30 0.82 0.66 -0.69 -0.40 -0.48 -0.43 

8 0.77 0.30 0.87 0.69 -0.69 -0.38 -0.47 -0.46 

9 0.76 0.29 0.91 0.71 -0.69 -0.37 -0.54 -0.49 

10 0.75 0.29 0.95 0.73 -0.70 -0.36 -0.54 -0.52 

11 0.74 0.28 0.99 0.75 -0.70 -0.34 -0.59 -0.55 

12 0.73 0.27 1.02 0.77 -0.70 -0.33 -0.60 -0.58 

표 3-17.  돼지고기가격의 동태  조정과정: 구조변화 고려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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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의 함의

  이 장에서 월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가격의 동태  인과성 분석과 동시  인과성 분석을 함께 실시한 은 기

존 연구와 크게 차별화된 부분이다. 그리고 구조변화를 고려하고 동태  

승수 효과분석을 토 로 쇠고기  돼지고기시장의 가격 비 칭성을 분석

한  한 의의가 크다.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태  인과성 분석결과, 쇠고기 소매가격은 돼지고기 도매가격을 

제외한 모든 변수로부터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돼지고기 소매

가격은 쇠고기 소매가격과 돼지산지가격으로부터 강한 향을 받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동시  인과 계 분석결과 돼지고기 도매가격과 소

매가격이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시장의 가격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쇠고기시장의 경우 소산지가격이 측오

차분산의 부분을 자체 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외생 인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돼지고기시장의 경우 도매가격이 외생성이 가장 크

게 나타났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타 변수에 한 설명력 역시 높게 나

타나 돼지고기시장 가격 결정에 있어 심이 되는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돼지고기와 쇠고기시장 모두에서 단기 으로는 ‘산지→도매’ 단계

에서의 가격 달이 ‘도매→소매’ 단계에서의 가격 달보다 빠르게 이루어

지며, 장기 으로는 두 시장 모두 ‘도매→소매’ 단계에서의 가격 달이 ‘산

지→도매’ 단계에서의 가격 달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공 분 계의 구조변화에 한 검정결과,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산지→도매’ 단계에서, 쇠고기의 경우에는 ‘산지→도매’ ‘도매→소매’ 단

계 모두에서 유통가격 간 공 분 계가 구조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

다. 구조변화의 시 은 부분 1990년  반 는 후반으로 추정되었고, 

쇠고기 시장의 ‘산지가격→도매가격’ 경로는 2000년  반에 구조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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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섯째, 쇠고기시장의 ‘도매→소매’ 단계에서 가격 달의 비 칭성이 가

장 크고 지속 인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의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의 하락

보다 상승에 훨씬 더 큰 폭으로 조정되며, 그와 같은 반응의 차이가 상당

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달의 비 칭성이 돼지고기시장과 쇠고기시장 간에, 한 각 시장 

내에서도 ‘산지→도매’ 단계와 ‘도매→소매’ 단계 간에 다르게 찰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축산물 유통구조가 시장지배력과 가격조정비용 면에서 

상당히 이질 인 시장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쇠고기의 소

매가격이 도매가격이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 더욱 큰 폭으로 조정된다는 

것은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이 반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쇠고기  돼지고

기시장에서 가격 달의 비 칭성 존재는 경제  후생과 물가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심각히 해할 수 있으므로 가격 달의 비 칭성을 래하는 유

통구조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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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에 한 이론  고찰

1.1. 유통 개념 및 특성

  유통은 재화(goods)나 용역(service)의 소유 내지 소유권 변동에 계되

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재화의 형태나 장소, 시간의 모든 변화에 계되

는 경제  활동과 매매행 를 돕는 시장정보, 등 , 고 등도 포함하는 개

념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은 한우농가  양돈농가와 최종소비자 

는 사용자 사이에 일어나는 쇠고기  돼지고기와 련된 모든 활동을 

장하는 행 를 말하며 일반농산물 유통과 크게 다른 은 생축의 도축과

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경로(marketing channel)는 쇠고기  돼지고기 

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가, 즉 쇠고기  돼지

고기 유통의 구성요소와 해당 축산물의 흐름을 알기 쉽게 나타내주는 방법 

 하나이다. 이러한 유통경로에는 소유권 이  없이 매매에 개입되는 유

통 주체, 즉 개인, 수집반출상, 도매시장 매인 등이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의 유통마진(marketing margin)은 해당 축산물에 

해 최종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서 생산자가 수취한 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

다. 따라서 유통마진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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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비용(수송비, 장비, 수수료 등)과 그 간에 상인들이 취득하는 이윤

을 포함한 서비스에 한 보수로 구성된다. 그리고 유통비용(marketing 

cost)은 유통마진에서 유통업자의 이윤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쇠고기  돼지고기의 생산은 지역성과 계 성을 가지며, 쇠고기  돼

지고기는 특성상 부패성이 강하다. 따라서 신선도 유지를 해서는 냉동 

 냉장시설 등 장보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제역, 돼지열병 등 가

축질병으로 인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생산  공 이 불안정하며, 생산

계획에서 출하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격 변화에 신축 이지 못

하다.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에서 해당 축산물은 산지시장에서는 생체로 거

래되고 반드시 도축 과정을 거치며 소매단계에서는 지육 는 정육으로 거

래된다. 그리고 최종 소비단계에서 쇠고기  돼지고기는 부산물과 정육으

로 이원화되어 있다.

1.2. 유통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효과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마진의 크기와 내용은 생산자의 수취가격과 소

비자의 지불가격에 향을 미친다. 유통마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투입요소의 가격, 축산물 가공의 정도, 유통경로

의 변화, 새로운 서비스의 첨가, 기술 신, 그리고 세제와 시장구조 등이다.

  기존 유통비용 상승은 유통마진 증가로 소비지 공 곡선을 에서 
로 좌측 이동시키며, 농가 수 에서 수요곡선을 에서 로 좌측 이

동시킨다.  

  기존 유통비용 상승으로 소비자지불가격은 에서 로 상승하며, 농

가수취가격은 에서 로 하락한다. 그리고 유통마진은 ∙에서  

∙로 확 되며, 이로 인해 유통물량은 에서 로 감소한다. 

  여기서 농가수취가격 하락 폭과 소비자 지불가격 상승 폭  어느 쪽이 

더 큰가는 수요와 공 곡선의 기울기의 값에 의존한다. 만약 공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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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울기가 수요곡선의 기울기보다 크면 유통마진의 증가분이 소비자보

다 농민에게 더 많이 가된다.  

그림 4-1.  기존 유통서비스의 비용 상승이 축산물 유통에 미치는 향

  새로운 유통기능 도입은 유통마진 증가와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유도한다. 

유통마진 증가는 소비지 공 곡선을 에서 로 좌측 이동시키며, 새

로운 수요창출은 소비지 수요곡선을 에서 로 우측 이동시킨다.  소

비지 수요곡선의 우측 이동은 유발수요 발생으로 농가 수 에서 수요곡선

을 에서 로 우측 이동시킨다.  

  새로운 유통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지불가격은 에서 로 상승하

며, 농가수취가격도 에서 로 상승한다. 그리고 유통마진은 ∙

에서 ∙로 확 되지만, 이로 인해 유통물량도 에서 로 증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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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새로운 유통서비스의 도입이 축산물 유통에 미치는 향

1.3 다단계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이중한계이론)

  이 한계이론은 유통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간 유통업자의 이윤극

화 행  때문에 최종소비자 가격이 높아져 유통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내

용을 다루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의 생산단계와 소비단계 사이에는 도매단계, 소매단

계 등 여러 단계가 존재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간 유통업자들은 자신의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는 생산량이나 가격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

과 유통구조 체를 볼 때 이윤극 화 과정이 연쇄 으로 일어나게 되어 

각 유통한계마다 가격이 한계비용을 과하는 상이 되풀이된다.

  한 유통단계의 가격 결정은 인 한 유통단계의 가격결정에 향을 주기 

때문에 유통단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 의 생산자가격은 상 으로 

낮아지고 소비자가격 상승  생산량 감소를 래한다.

  축산농가가 간 유통업자를 경유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축산물을 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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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를 들어 이 한계이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축산농가가 책정하

는 도매가격을  , 유통업자가 책정하는 소매가격을  이라고 하고, 편

의상 유통업에는 도매가격 이외의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축산농가가 선

택하는 도매가격은 유통업자의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유통업자의 

이윤극 화는 =의 한계조건으로 성립되며, 이 조건은 제조업자

가 선택하는 도매가격의 함수로서 유통업자가 구매할 양을 표시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유발수요곡선은 최종소비수요곡선에서 비롯되는 한계수입곡

선과 일치한다. 따라서 곡선 은 로 표기 가능하다. 곡선 은 의 

수요곡선에서 생되는 축산농가의 한계수입곡선을 나타낸다. 

그림 4-3.  축산물 직거래와 다단계 유통구조

    a. 축산농가 → 최종소비자의        b. 축산농가 → 유통업자 → 최종소비자의 

   

  이윤을 극 화하려는 축산농가는 =의 한계조건에 따라 
를 생산하

여 
에 매한다. 유통업자는 

가 도매가격이므로 
= 의 한계

조건에 따라 
에서 구입하여 에 매하게 된다. 

  축산농가와 유통업자가 각각의 이윤을 추구한 결과 가격이 한계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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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한계화가 두 번 발생하게 되어 최종소비자가격은  직거래의 경우

에 비해 상승하고 공 량 한 로부터 
로 감소하게 된다. 

  이 한계화 문제를 일 수 있는 방법으로 수직  통합(Vertical integra- 

tion)이나 가맹  수수료(Franchise fee)를 고려할 수 있다. 가맹  수수료

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정찰제로 자사의 상품을 팔 권리를 제공하며, 

여기서 고정된 수수료(fee)가 발생한다.

2. 조사의 필요성  조사개요

  쇠고기  돼지고기의 유통 경로  참여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산지단

계 유통참여자는 축산농가, 산지조합, 수집 반출상, 그리고 가축시장 등이 

있으며, 도축  가공단계에서는 도매시장, 공 장, 일반도축장, 축산물종

합처리장, 육가공업체, 그리고 간유통업체 등이 있다. 소비지단계에서는 

형할인 , 백화 , 슈퍼마켓, 일반정육 , 정육식당, 일반음식 , 단체

식소, 그리고 소비자 등이 있다.  

  aTC(농수산물유통공사)의 주요 농산물 실태조사(2010)에 따르면 축산물 

산지 유통과정에서 쇠고기의 경우 생산자단체와 수집반출상이 주요 역할

을 담당하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육가공업체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매단계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모두 형 유통업체의 역할의 

크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 회의 가축유통실태조사(2006)에 따르면 쇠고

기의 경우 산지 간상인(문 거래) 거래 비 이 매우 높고, 돼지고기의 경

우 육가공업체를 통한 거래 비 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매단계에

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모두 정육 의 비 이 매우 크다.  

  축종별 유통경로  유통경로별 비 은 조사시 과 조사기 의 조사방

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생축 출하단계에서는 한우의 경우 산

지조합의 역할이 매우 크며, 돼지의 경우 육가공업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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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매단계에서는 형 유통업체의 비 이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축산물 유통 련 기존 문헌을 토 로 쇠고기  돼지고기 주요 유통경

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쇠고기의 주요 유통경로는 ① 한우농가 → 

(우시장) → 수집반출상 → 도축장(임도축･경매) → (육가공업체) → 소매

, ② 한우농가 → 산지조합 → 도축장(임도축･경매) → (육가공업체) → 

소매 , ③ 한우농가 → 도축장(임도축･경매) → (육가공업체) → 소매 이

며, 돼지고기의 주요 유통 경로는  ① 돼지농가 → 육가공업체(도축･가공) 

→ 소매 , ② 돼지농가 → 산지조합 → 도축장(임도축･경매) → 육가공업

체 → 소매 , ③ 돼지농가 → 수집반출상 → 도축장(임도축･경매) → 육가

공업체 → 소매 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경로 상에 참여하는 유통주체별 황을 종합하

여 정리하면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쇠고기･돼지고기 유통 경로  유통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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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축산물 유통실태에 한 조사 연구는 부분 유통경로 악과 유통

주체별 시장 유율 악에 비 을 크게 두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유통 참여

자들이 장에서 제기하는 문제 과 유통구조 개선을 한 과제 도출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한우와 돼지고기의 유통실태를 분석하고 축산물 물가안정  

유통체계 개선을 한 과제를 도출하기 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의 축산

물 유통주체를 상으로 면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2011년 7～9월에 이루어졌으며, 면 조사는 연구 의회와 출장조사를 통

하여 연  실시되었다. 유통주체별 설문조사 샘  수는 <표 4-1>과 같다.  

표 4-1.  축산물 유통주체별 설문조사자 수

축산물 유통주체 설문조사자 수(명) 조사 조기

한우농가 551 국한우 회

돼지농가 451 한양돈 회

산지조합 45 농 앙회

도축작업장 58 축산물품질평가원

육가공업체 45 자체 조사  탁조사

정육 331 축산기업 앙회

형할인   SSM 3 자체 조사

소비자 590 자체 조사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실태 조사  분석 89

3. 쇠고기･돼지고기 유통 실태 분석

3.1. 한우 및 양돈농가

3.1.1 한우농가

  한우농가의 한우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우농가는 산지조합 수탁사

업(경로 2)을  통하여 한우를 출하하는 비 이 35.1%로 매우 높게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는 도매시장  공 장 직  출하(31.6%), 산지조합 계약 

매(11.4%)순이다.

  유통비용 감 등 유통 효율화를 해 확 해야 할 유통 경로로는 도매

시장  공 장 직  출하(경로 1)가 응답률 51.4%로 가장 높았다. 그 다

음으로는 산지조합 탁 매(21.2%)순이었으며, 부분육 가공업체나 형 

할인  등 거래처로의 직  매를 확 해야 한다는 응답(16.2%)도 많았

다(표 4-2).

  한우농가가 산지조합이나 수집 반출상을 이용하지 않고 거래처에 직  

매하는 경우(경로 6), 주요 거래처는 일반정육   정육식당이었으며, 

그 다음이 형 할인   백화 이었다. 향후 직  매 확  희망 거래

처 비  역시 형 할인   백화 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정육 은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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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한우농가의 유통경로 비   확  필요 경로

단 : %

유통 경로 비
가장 확 해야 할 
경로(응답률)

경로 1: 도매시장  공 장 직  출하 31.6 51.4

경로 2: 산지조합 탁 매 35.1 21.2

경로 3: 산지조합 계약 매 11.4 15.1

경로 4: 민간계열업체, 도축장 매 4.7 5.8

경로 5: 수집반출상 ( 탁) 매 3.3 1.8

경로 6: 거래처 직  매 7.9 16.2

경로 7: 우시장(가축시장) 매 4.9 9.4

경로 8: 기타 1.0 0.7

합 계 100.0

주: 가장 확 해야 할 경로에 해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체 응답자수×100.

  한우농가가 출하경로를 선택할 때, 산지조합과 공 장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가격을 안정 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41.5%)’ ‘가격을 가장 높

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39.1%)’ ‘거래처 선정   정산 등의 편리성 

때문(37.7%)’이었다(표 4-3). 한우농가가 산지조합과의 계약 매(경로 3)

를 확 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조합의 안정 인 가격 

보장과 조합의 안정 인 소비지 매처 확보 능력을 지 하 다. 한우농가

는  어떤 유통 경로이든 안정된 가격과 더불어 상 으로 높은 가격, 

 정산의 편리성을 주요하게 고려하 으며, 특히 산지조합과 계약 매 

시 조합의 매처 확보 능력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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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통경로 선택 이유 응답자수 응답률(%)

량으로 가축을 매할 수 있기 때문에 150 29.9 

가격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96 39.1 

오랜 기간 동안 거래 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109 21.8 

가격을 안정 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8 41.5 

거래처 선정   정산 등의 편리성 때문에 189 37.7 

거래  출하 련 비용이 가장 렴하기 때문에 89 17.8 

기타 6 1.2 

표 4-3.  한우농가의 주요 유통경로 선택 이유

주: 주요 유통경로 선택 이유에 해서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체 응답자수×100.

3.1.2 양돈농가

  양돈농가의 유통경로는 한우농가와 비슷하지만 한우와 달리 산지 가축

시장을 통한 매가 없다. 양돈농가의 돼지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양돈

농가는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매(경로 4)를 통하여 돼지를 출하하는 비

이 36.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도매시장  공 장 직  출하

(20.9%), 산지조합 탁 매(18.3%), 그리고 산지조합 계약 매(15.5%)순 

이었다(표 4-4).  

  유통비용 감 등 유통 효율화를 해 확 해야 할 유통 경로로는 산지

조합 계약 매(경로 3)와 도매시장  공 장 직 출하(경로 1)에 한 응

답률이 높았다. 반면 양돈농가의 출하비 이 가장 큰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와 거래(경로 4)를 확 하는 데에 해서는 응답률이 상 으로 낮았다. 

  양돈농가가 산지조합이나 공 장을 이용하지 않고 거래처에 직  매

하는 경우(경로 6) 주요 거래처는 부분육 가공업체 으며, 형 할인   

백화 , 일반정육 , 슈퍼마켓 등의 비 은 낮았다. 향후 직  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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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거래처 비  역시 부분육 가공업체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형 할

인   백화  등과의 직거래 비 도 재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표 4-4.  양돈농가의 유통경로 비   확  필요 경로

단 : %

유통 경로 비
가장 확 해야 할 
경로(응답률)

경로 1: 도매시장  공 장 직  출하 20.9 23.9

경로 2: 산지조합 탁 매 18.3 19.7

경로 3: 산지조합 계약 매 15.5 46.8

경로 4: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매 36.4 18.1

경로 5: 수집반출상 ( 탁) 매 3.9 1.1

경로 6: 거래처 직  매 3.1 4.3

경로 7: 기타 1.9 0.5

합 계 100.0

주 1. 2011년 7∼8월에 한양돈 회에 의뢰하여 451농가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확 경로에 해 복수 응답 허용,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체 응답자수×100.

  양돈농가가 출하경로를 선택할 때,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나 공 장을 이

용하는 이유는 ‘가격을 안정 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56.5%)’ ‘거래처 

선정   정산 등의 편리성 때문에(43.3%)’ ‘ 량으로 가축을 매할 

수 있기 때문(30.0%)’이었다. 양돈농가가 산지조합과의 계약 매(경로 3)

를 확 하는 데 있어 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조합의 안정 인 가격 

보장과 조합의 안정 인 소비지 매처 확보 능력을 지 하 다. 

  한우농가와 마찬가지로 양돈농가 역시 출하경로 선택 시 안정된 가격과 

 정산의 편리성을 주요하게 고려하 다. 양돈농가는 이미 상당 부분 

규모화되어 있기 때문에 출하경로를 선택할 때 거래처가 출하물량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지도 주요 고려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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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양돈농가의 주요 유통경로 선택 이유

주요 유통경로 선택 이유 응답자수 응답률(%) 순

량으로 가축을 매할 수 있기 때문에 130 30.0 3

가격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1 27.9 4

오랜 기간 동안 거래 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서 87 20.0 5

가격을 안정 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45 56.5 1

거래처 선정   정산 등의 편리성 때문에 188 43.3 2

거래  출하 련 비용이 가장 렴하기 때문에 49 11.3 6

기타 14 3.2 7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체 응답자수×100.

3.2. 산지조합

  축산업 산지조합은 2010년 142개이며, 이  지역축 이 118개, 품목축

이 24개이다. 품목축 은 낙농 13개, 양돈 7개, 양계 2개, 양  1개이다. 

축 조합원은 2010년 25만9,000명으로 2009년 26만3,000명에 비해 다소 

감소하 다.

  산지조합의 축산물 유통 련 사업은 크게 수탁사업과 매취사업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수탁사업은 조합원이 출하한 생축을 공 장에 상장시키고 

정산해주는 사업과 부분육 가공업체 등과의 거래를 개해 주는 사업으로 

나  수 있다. 매취사업은 조합원과 구매계약을 통해 생축을 확보하고 도

축  가공하여 직 매장  직 식당, 농 계통매장, 정육 , 음식 , 

형 할인마트 등에 매하는 사업이다. 

  산지조합 조사결과, 한우 수탁 경매사업의 경우 산지조합이 농가로부터 

수취하는 조합수수료는 경락 가격의 0.1~0.5%이며, 보통 0.2%내지 0.3%가 

가장 많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당 2,000원을 조합수수료로 수취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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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 있었다. 돼지의 경우 조합수수료는 경락가격의 0.1~0.3% 으며, 두당 

600~1,000원을 조합수수료로 수취하는 조합들도 있다. 두당 운송비는 한우

가 평균 8만원, 돼지가 7,500원이었으며, 농가가 부담하고 있었다. 수탁 

개사업의 경우 조합수수료는 한우 거래 액의 0.3-0.5%로 조사되었으며, 

돼지의 경우 거래 액의 0.1~0.4%로 조사되었다.

  산지조합의 한우  돼지 유입경로별 비 은 <표 4-6>과 같다. 한우의 

경우 농가의 수탁 경매사업의 비 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매취사업의 

비 도 34.1%로 높았다. 돼지의 경우 매취사업 비 이 43.5%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이 수탁 개사업, 수탁 경매사업순이었다. 유통비용 감 등 

유통효율화를 해 확 해야 할 생축 유통 경로로는 한우  양돈 부문 모

두 매취사업을 지 하 다.  

표 4-6.  산지조합의 한우  돼지 유입경로별 비

단 : %

구  분
사업 비

가장 확 해야 할 
경로(비 )

한우 돼지  한우 돼지

1경로: 수탁사업(경매) 52.5 20.7 18.2 6.3

2경로: 수탁사업( 개) 13.3 35.3 13.6 18.8

3경로: 매취사업(자가 도축) 0.0 24.6 4.5 12.5

4경로: 매취사업(임도축) 34.1 18.9 59.1 56.3

5경로: 지육･부분육 구매 0.1 0.5 4.5 6.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가장 확 해야 할 경로 비 은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체 

응답자수×100.

  산지조합의 한우 도축 후 지육 반출 경로는 한우 수탁 개사업의 경우  

모두 부분육 가공업체로 부분 반출되었으며, 매취사업의 경우 자체부분

육가공장으로 반출 비 이 높았다(표 4-7). 돼지 수탁 개사업의 경우도 

한우와 마찬가지로 부분육 가공업체로 부분 반출되었고, 매취사업의 경

우 자체부분육가공장으로 반출 비 이 높았다. 도축 후 유통비용 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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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효율화를 해 향후 확 해야 할 유통경로로 산지조합의 부분이 직

매   직 식당을 제시하 다. 

표 4-7.  산지조합의 도축 후 지육 반출 경로

단 : %

구  분

한우 돼지

수탁 매취 수탁 매취

개 임도축 개 자체도축 임도축

도축
↓
지육

부분육 가공업체 95.9 26.2 100.0 - 4.0

자체 부분육가공
1)

4.1 58.1 - 100.0 95.7

형 할인   백화 - 7.1 - - -

직 매 (직 식당) - 6.3 - - 0.3

일반정육 (정육식당) - 1.1 - - -

기타1 - 1.2 - -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산지조합이 농 앙회의 안심한우사업단으로 개하는 물량은 산지조합과 농

앙회를 동일 사업체로 보아 ‘자체 부분육 가공’으로 . 

표 4-8.  산지조합의 자체 부분육 가공 후 유통 경로

구  분
경로별 비 (%)

가장 확 해야 할 
경로(응답률,%)

한우 돼지 한우 돼지

자체
부분육
가공

↓

부분육

형할인   백화 15.6 36.8 4.3 12.5

슈퍼마켓, 소형 마트 17.0  10.7  0.0  0

직 매 (직 식당) 49.7  9.3  69.6  75

일반정육 (정육식당) 0.3  19.8  4.3  0

일반음식 1.4  10.8  4.3  12.5

단체 식처 12.5  6.2  26.1  18.8

자상거래 2.3  0.0  4.3  0

2차 육가공업체 0.5  4.9  0.0  0

기 타 0.7  1.5  8.7  0

합 계 100.0 100.0 - -

주: 가장 확 해야 할 경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체 응답

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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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  우 돼  지

생축 구매 가격 100 100

평균 지육 매 가격 110 107

평균 부분육 매 가격 116 117

  산지조합의 자체 부분육 가공 후 반출경로는 <표 4-8>과 같다. 한우의 

경우 직 매   직 식당의 비 이 49.7%로 가장 많고 돼지의 경우 

형 할인   백화 으로의 매 비 이 36.8%로 가장 많았다. 향후 확

해야 할 부분육 유통경로에 해 부분 지역 내 직 매   직 식

당을 지 하 다. 산지조합의 부분은 조합원은 생산에만 념하고 조합

은 생축의 구매, 도축, 매 기능을 확보하여 지역단 의 계열화 체계 구축

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산지조합이 매취사업을 통해 지역 내 지육으로 매하거나 부분육으로 

매하는 경우 유통마진을 조사한 결과, 생축의 구매 가격을 100이라 했을 

때 한우 지육 매 가격은 110, 부분육 매가격은 116으로 조사되어 한우

고기 부분육 매 유통마진은 1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돼지의 경우 지

육 매가격 107, 부분육 매 가격 117로 조사되어 부분육 매 유통마진

은 17%로 나타났다(표 4-9).  

표 4-9.  산지조합의 생축 구매 후 지역 내 지육  부분육 매 시 유통마진

단 : 지수(생축가격=100)

 

  부분의 산지조합은 부분육 매 가격을 도매시장(공 장)의 지육 경매 

가격에 연동하여 결정하고 있었으며, 소비지 시장 상황을 반 하여 거래처

와 상하여 결정하는 비 은 상 으로 낮았다(표 4-10). 산지조합의 소

매가격은 소비지 시장 상황을 직  반 하기보다는 도매시장 가격에 더 많

은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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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률(%)

한우 돼지

 부분육 량 매 능력 28.6 45.5

 상 으로 높은 수익 보장 4.8 0.0

 산지조합 랜드 취  여부 52.4 63.6

 기타(직 , 리 ) 19.0 18.2

항  목 응답률(%)

 도매시장(공 장)의 지육 경매 가격에 연동하여 결정 81.0 

 소비지 시장상황을 반 하여 거래처와 상하여 결정 23.8

 기타 0.0  

체 응답자 수(명) 21

표 4-10.  산지조합의 부분육 매 가격 결정 방식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체 응답자수×100.

  산지조합 조사결과, 매취사업의 확 를 해하는 요인으로는 ① 매취 사

업을 한 자 의 부족, ② 농가와의 지속 인 거래  원료육의 안정  

확보의 어려움, ③ 사업경  인력 부족  사업 책임자의 책임의식 부족, 

④ 안정 인 매처  매장 확보의 어려움, ⑤ 비선호부 인 비구이용 

매망 확보의 어려움, ⑥ 원료돈 시세의 불안정성과 소비 축, ⑦ 고속도

로 등 도로망 확충에 따른 소비의 역화와 지역 소비시장 축, ⑧ 산지 

조합 간 경쟁으로 인한 농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지 하 다.

  산지조합의 매취사업에 있어 지육 거래처를 선정할 때 요하게 고려하

는 사항은 한우  돼지고기 모두 거래처의 지육 량 구매 능력이었으며,  

부분육 거래처를 선정할 때 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거래처가 산지조합 

랜드를 취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다(표 4-11).

표 4-11.  산지조합의 매취사업 시 부분육 거래처 선정 요인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체 응답자수×100.

  조사에 참여한 22개 산지조합  20개 조합은 자체 부분육 가공을 향후 

5년 이내에 평균 59% 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자체 부분육 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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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 소 도축두수 비 (%) 한우 등 정두수 비 (%)

공 장 7 308,871 41 252,996 42 

도 매 시 장 5 63,139 8 30,477 5 

L P C 8 111,630 15 103,397 17 

일반도축장 58 268,484 36 215,146 36 

합  계 78 752,124 100 602,016 100 

업을 확 하기 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사양 리 강화를 통한 랜드 인

지도 제고와 품질 제고, 자체 소매망 확충, 학교 식처 등 다양한 수요처 

개발을 통한 비선호 부 의 수요 확 , 그리고 마  능력 제고 등을 지

하 다. 

3.3. 도축작업장

  2010년 기 으로 소를 도축하는 작업장 수는 78개이고, 돼지를 도축하

는 작업장 수는 85개이다. 소 도축장 78개  농 공 장이 7개, 도매시장 

5개,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rocessing Center, LPC) 8개, 일반도축

장 59개이다.25 이들 소 도축작업장에서 총 75만2,124두의 소가 도축되었

으며 이  등 정두수는 75만673두이다.

  도축장 유형별 소 도축 유율은 일반 도축장 35.7%, 농 공 장 41.1%, 

축산물종합처리장 14.8%, 도매시장 8.4%이다. 한우 등 정두수 기  도

축 유율은 일반도축장 35.7%, 공 장 42.0%, 축산물종합처리장 17.2%,  

도매시장 5.1%이다(표 4-12). 

표 4-12.  도축작업장 유형별 소 도축 비 (2010)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5 소를 도축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주)강원엘피씨, (주)박달재엘피씨, (주)팜

스토리한냉 부공장, (주)홍주미트, 축림, (주)민속엘피씨, (주) 남엘피씨, 도

드람엘피씨 8곳이다.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실태 조사  분석 99

개소 돼지도축두수 비 (%) 돼지등 정두수 비 (%)

공 장 8 2,309,649 15.8 2,309,160 15.8 

도 매 시 장 5 1,057,234 7.2 1,051,575 7.2 

L P C 9 3,613,746 24.7 3,607,677 24.7 

일 반도축장 63 7,655,904 52.3 7,620,651 52.2 

합  계 85 14,636,533 100.0 14,589,063 100.0 

  돼지 도축장 85개  농 공 장이 8개, 도매시장이 6개, 축산물종합처

리장 9개, 일반도축장 63개이다.26 이들 돼지 도축작업장에서 총 1,463만  

6,533두의 돼지가 도축되었다. 도축장 유형별 돼지 도축 유율은 일반도축

장이 52.3%, 공 장 15.8%, 축산물종합처리장 24.7%, 도매시장 7.2%이다.

표 4-13.  도축작업장 유형별 돼지 도축 비 (2010)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매시장을 포함한 도축작업장에서의 거래 형태는 경매, 임도축, 일반구

매(매취), 직 농장 는 계약농가 등 계열화를 통한 구매 등 4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경매는 농가, 산지수집상, 생산자조직 등이 도매시장에 소 

 돼지를 상장하여 경쟁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도축은 도축

의뢰자와 도축장 간 소유권 이 은 없으며, 도축장이 도축 수수료를 받고 

생축을 도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 구매(매취)는 도축장이 농가로부터 

생축을 직  구입하여 도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매를 통해 이윤 획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직 농장, 계약농가 등 계열화를 통한 구매는 도축작업

장이 소유한 자체 농장으로부터 가축을 확보하거나 는 생산  유통 계

약을 통해 계열농가로부터 가축을 확보  구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10년 공 장과 도매시장에서 경락된 한우두수는 23만4,358두이며, 등

26
 돼지를 도축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주)강원엘피씨, (주)박달재엘피씨, (주)팔

스토리한냉 부공장, (주)홍주미트, 축림, 농 목우 김제돈육공장, (주)민속엘

피씨, (주) 남엘피씨, 도드람엘피씨공사 9곳이다. 농 이 운 하는 공 장에는 

음성공 장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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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모 규모 소규모 휴업 등 계

도축장 수 12 19 53 15 99

가동률(%)
소 56 37 23 4 32

돼지 66 66 44 19 54

도축두수비율(%)
소 47.2 21.2 30.1 1.5 100

돼지 33.8 36.2 28.6 1.4 100

  주: 규모 구분은 규모 1일 도축두수 2,000두 이상, 규모 1,000두 이상, 소규모 1,000

두 미만(소·돼지를 함께 도축하는 경우 소 1두를 돼지 10두로 환산)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정두수 기 으로 체 한우도축두수의 38.9%에 해당된다. 돼지 경락

두수는 170만8,604두로 총 돼지 등 정두수의 11.7%에 해당된다. 2010

년 기  체 평균 도축장 가동률은 소 32%, 돼지 54%에 불과하다.  도축

장 규모별 가동률은 1일 2,000두 도축능력을 가진 규모 도축장의 경우 

소 56%, 돼지 66%인 반면, 소규모 도축장은 소 23%, 돼지 44%에 불과하

여 도축 규모가 작을수록 가동률도 낮다. 도축장 규모화를 통한 가동률 향

상으로 경 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표 4-14.  도축 규모별 도축작업장 운 황( 20 10 )

  도축작업장으로 반입되는 생축의 유통경로는 출하 주체에 따라 농가가 

직  출하하는 방식, 농가가 산지조합의 수탁사업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방

식, 수집반출상이 생축을 구매‧ 개하여 도축작업장에 출하하는 방식 등으

로 구분 가능하다. 그리고 거래 방식에 따라 경매, 임도축, 일반구매, 직

농장 는 계열농장 등 계열화를 통한 구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축작업장 조사결과, 한우 반입 경로는 부분 산지조합, 수집반출상, 

그리고 농가이다. 한우 반입경로별 비 은 산지조합을 통한 경로가 39.1%

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수집반출상, 그리고 농가 순이다. 거래방법별 비

은 임도축이 58.9%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경매, 일반구매, 계열구매 순

이다. 출하 주체별 도축작업장 이용형태는 농가와 수집반출상의 경우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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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비 이 가장 크며, 산지조합은 경매용 도축이 부분을 차지한다. 도

축작업장의 매취사업 비 은 매우 낮은 수 이다.  

표 4-15.  도축작업장 반입경로별, 거래방식별 비 (한우, 2010년) 

단 : %

구  분 경매 임도축 일반구매 계열구매 합계

1경로: 농가 2.3 19.2 2.6 3.1 27.3 

2경로: 산지조합 29.6  8.8 0.0 0.6 39.1  

3경로: 수집반출상 1.5  26.1 1.1 0.0 28.7  

4경로: 기타 0.2  4.7 0.0 0.0 4.9  

합계 33.6  58.9 3.8 3.7 100.0  

  돼지 반입 경로는 부분 농가와 수집반출상이다. 돼지 반입경로별 비

은 농가가 41.2%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수집반출상, 산지조합 순이다. 거

래방법별 비 은 임도축이 68.3%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경매이다. 일반

구매와 계열구매는 각각 6.7%와 14.6%로 한우보다 그 비 이 높아 돼지의 

경우 도축작업장 는 도축작업장을 소유한 업체에 의한 계열화가 진척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도축작업장이 일반구매 는 계열농장을 통해 생축 구

매할 경우 농가 지불가격은 도매시장 가격을 기 으로 지 률, 생체 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거나 농가와 사 에 상하여 결정한다.

표 4-16.  도축작업장의 반입경로별, 거래방식별 비 (돼지, 2010년) 

단 : %

구  분 경매 임도축 일반구매 계열구매 합계

1경로: 농가 1.6 20.9  4.2 14.5  41.2 

2경로: 산지조합 5.6  13.0 0.5 0.0 19.1 

3경로: 수집반출상 1.8  32.2 1.5 0.1 35.6 

4경로: 기타 1.3  2.2 0.6 0.0 4.1 

합계 10.4  68.3 6.7 1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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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작업장에서 도축되어 반출되는 지육의 주요 유통경로는 <표 4-17~ 

18>과 같다. 소의 경우 일반정육 (정육식당)으로 반출 비 이 35.5%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이 부분육 가공업체 26.7%, 간 유통업체 21.4%순이다.

표 4-17.  작업장 지육의 유통경로(소, 2010년)

단 : %

구  분 경매 임도축
구매

합계
일반 계열

부분육 가공업체 3.9 22.8 0.0 0.0 26.7 

자체부분육가공 1.3  1.5 3.7 3.4 9.9 

간유통업체 16.3  5.1 0.1 0.0 21.4 

형 할인   백화 0.1  0.3 0.0 0.1 0.5 

슈퍼마켓, 소형마트 0.1  1.3 0.0 0.0 1.4 

직 매 (직 식당) 0.0  0.7 0.0 0.1 0.8 

일반정육 (정육식당) 8.3  27.0 0.0 0.2 35.5 

기타 3.8  0.0 0.0 0.0 3.8 

  돼지 지육의 반출 경로는 부분육 가공업체의 비 이 42.1%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일반정육 (정육식당) 23.0%, 자체 부분육 가공 19.9%순이다. 

표 4-18.  작업장 지육의 유통경로(돼지, 2010년)

단 : %

구  분 경매 임도축
구매

합계
일반 계열

부분육 가공업체 0.5 40.1 0.9 0.5 42.1 

자체부분육가공 0.8  3.4 4.5 11.2 19.9 

간유통업체 3.7  4.4 0.6 2.4 11.2 

형 할인   백화 0.0  0.9 0.0 0.1 1.0 

슈퍼마켓, 소형마트 0.6  1.8 0.0 0.0 2.4 

직 매 (직 식당) 0.0  0.3 0.0 0.1 0.4 

일반정육 (정육식당) 4.9  17.4 0.5 0.2 23.0 

기타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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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참여한 58개 도축작업장  70.7%가 도축물량  도축작업장 내

에서 부분육으로 가공되는 물량이 있다고 응답하 다. 조사에 참여한 58개 

도축작업장의 2010년 한우 도축두수는 44만3,850두 으며, 이  작업장 

내에서 부분육으로 가공되는 물량 비 은 16.7%(7만3,982두)로 낮았다. 돼

지 도축두수는 1,148만8,065두 으며, 이  부분육 가공 물량 비 은 

27.9%(321만30두)로 한우보다는 높지만 여 히 낮은 수 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한우 도축작업장의 부분육 가공시설의 평균 처리 능력은 

1일 44두 다.27 한우 도축작업장의 1일 처리능력은 2,798두인 데 반해 부

분육 가공시설의 처리능력은 522두로 도축 능력 비 부분육 가공능력 비

은 18.7%에 불과하다. 조사에 참여한 한우 부분육 가공시설의 가동률은 

25.9%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수 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돼지 도축작업장의 부분육 가공시설의 평균 처리능력은 

1일 518두 다.28 돼지 도축작업장 1일 처리능력은 3만5,156두인 데 반해 

부분육 가공시설의 처리능력은 7,400두로 도축 능력 비 부분육 가공능력 

비 은 21.0%에 불과하 다. 그리고 조사에 참여한 돼지 부분육 가공시설

의 가동률은 61.1%로 한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 이었다. 

  한우와 돼지의 도축  부분육 가공 비용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

사 참여 도축작업장의 평균 한우도축 단 당 비용은 두당 12만3,366원이

었으며,  한우 부분육 가공 비용은 두당 12만9,711원이었다. 돼지의 도축 

단 당 비용은 두당 1만6,098원이며, 돼지 부분육 가공 비용은 두당 2만 

2,858원이었다. 

  조사 참여 도축작업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축 두당 비용과 도축도수  

도축장 가동률의 계를 살펴보면 도축두수가 많을수록 도축 두당 비용이 

27 한우의 경우 부분육 가공시설  도축작업장의 일일처리능력  가동률은 20

개 도축작업장에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4개 도축작업장이 한우 부분육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 다.  

28 돼지의 경우 부분육 가공시설  도축작업장의 일일처리능력  가동률은 23

개 도축작업장에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7개 도축작업장이 돼지 부분육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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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며, 도축 가동률이 높을수록 도축 두당 비용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축산물 유통의 도축단계에서 도축 두당 비용 감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를 유도하기 해서는 도축가동률 제고가 요한 과제이다.  

표 4-19.  도축 두당 비용과 가동률의 회귀분석 결과 

구  분 추정계수 t-값 유의확률

상수 24245.676 8.404 0.000

도축두수 0.010 1.043 0.328

도축장 가동률 -193.590 -2.639 0.030

R-square 0.549

F-value 4.873 유의확률 0.41

  도축장에서 부분육 가공 후 매할 때 유통마진을 조사한 결과, 두당  

구매 가격이 100원일 경우 매가격은 평균 115원으로 나타나 유통마진은 

15%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통비용 감을 비롯하여 축산물 물가 안정을 해서 가장 확 해야 할 

거래형태에 해 한우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도축장의 42.9%가 계열화를 

통한 구매 으며, 그 다음이 임도축(32.1%)이었다. 돼지의 경우 도축장의 

55.4%가 계열화를 통한 구매 으며, 그 다음이 임도축(16.1%)이었다. 조사 

참여 도축장의 계열구매 비 은 크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화를 통한 

구매 확 가 축산물 유통 개선에 기여한다고 응답하 다. 경매를 실시하는 

도매시장  공 장은 모두 경매를 확 할 필요가 있음을 지 하 다. 

표 4-20.  축산물 유통 개선을 해 확 해야 할 거래 형태

구  분 경매 임도축 일반구매 계열구매 합계

한우
응답자수 6 18 8 24 56

비 (%) 10.7 32.1 14.3 42.9 100.0

돼지
응답자수 7 9 9 31 56

비 (%) 12.5 16.1 16.1 5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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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물가 안정을 해서 가장 확 해야 할 반입 경로에 해서 한우

의 경우 조사 참여 도축장의 72.0%가 농가라고 하 으며, 돼지의 경우 

74.1%가 농가라고 응답하 다. 도축작업장도 농가와의 직 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가 유통효율화를 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도축장의 73.9%가 향후 부분육 가공을 확 할 의향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분육 가공을 확 하기 해서는 부분육 가공시

설 확충  화를 통한 비용 감, 비선호 부 의 수요 확 , 그리고 직

식당  직 매  등 소매망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4. 육가공업체

  통상 으로 말하는 육가공업이란 허가증에 기재된 업 종류를 기 으

로 할 때 식육포장처리업이며,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업태를 기 으로 

하면 도매업이다. 그리고 제조업 종목 기 으로는 축산물 매  축산물가

공이다. 한국표 산업분류상에 있어 ‘육류 가공  장 처리업’에 해당되

는 업체 수는 2009년 기 으로 국에 855개 업체가 있으며, 이  29.4%

가 경기도에 있고, 그 다음으로 11.9%가 서울에 있어 많은 업체가 서울  

경기권에 집 되어 있다.  

  한국표 산업분류상 구입한 도축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매하는 것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육류 도매업’에 해당하는 업체 수는 2009년 

6,888개이다.29 육류 도매업체의 2009년 총 매출액은 9조9,562억원이며,  

업체당 매출액은 14억4,500만원이다(표 4-21). 매출원가 비 매출액은 

1.157로 약 15.7%의 유통마진이 있다.  

29 한국표 산업분류상 육류 도매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육류 도매업(한국표

산업분류코드 46312)은 가축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냉장･냉동한 도축고

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우육  돈육 도매, 가 육 도매, 조류고

기 도매, 냉장육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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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통 경로 비 (%)
확  희망 유통 
경로(응답률,%)

한우 돼지

한우 돼지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산지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탁  직매
3.1 6.8 48.3 35.3 60.0

산지수집상등 간상

인의 탁  직매
93.8 93.2 0.3 41.2 15.0

직  경매 참여 - - - 29.4 10.0

농가 3.1 - 51.3 23.5 10.0

합계 100.0 100.0 100.0

사업
체수

매출액
업
비용

매출
원가

매
･
리비

인건비 임차료
매장
면

300억원 이상 8 52,273 54,469 50,123 4,346 1,588 112 1,148 

체 평균 6,888 1,445 1,392 1,248 144 58 8 119 

표 4-21.  육류 도매업체 사업체 수  업체당 매출액

단 : 개, 백만원, ㎡

자료: 통계청

  육가공업체 유통 실태를 악하기 하여 2011년 7~8월 기간 동안 한우

를 문으로 취 하는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20개소, 돼지를 문으로 

취 하는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20개소, 계열화된 돼지 부분육 가공업체 

5개소를 조사하 다.

표 4-22.  육가공업체 축산물 구매 경로

주 1.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는 농가와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를 의미함.

   2.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체 응답자수×100.

  조사 결과,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는 거의 부분 산지수집상 등 간

상인을 통해 원료육인 생축 는 지육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상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축산물 비 은 한우 93.8%, 돼지 93.2%이다.  

계열화된 부분육 가공업체는 농가와 산지조합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거나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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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우 돼지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합계

형 할인   백화 16.4 0.0 44.9 37.2

슈퍼마켓, 소형 마트 13.5 15.3 3.9 5.8

일반정육 (정육식당) 45.1 38.5 9.5 14.5

음식 19.3 39.5 6.2 11.9

단체 식처 4.3 2.0 2.7 2.5

2차 육가공업체 0.8 0.0 14.6 12.1

직 매 (직 식당) 0.0 0.4 8.5 7.1

기타(소매, 리  등) 0.6 4.4 9.7 8.8

합계 100.0 100.0 100.0 100.0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하여 확 해야 할 구매 경로에 해 한우의 

경우 조사 참여 육가공업체의 41.2%가 ‘산지수집상 등 간 상인의 탁 

 직매’를 선택하 으며, 돼지의 경우 60.0%가  ‘산지조합 등 생산자단체

의 탁  직매’를 선택하 다. 육가공업체들은 한우의 경우 간상인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감하고, 돼지의 경우 원료육의 균일

한 품질 유지  안정 인 물량 확보를 해서 산지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직  거래를 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육가공업체의 가공육 매 경로는 <표 4-23>과 같다.  한우의 경우 일반

정육   정육식당으로 매하는 비 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이 음식 으로 19.3% 다. 돼지는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와 계열화된 육

가공업체의 매처 비 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났다.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

체는 일반정육   정육식당과 음식 으로의 매가 각각 38.5%와 

39.5%로 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는 형 할인   

백화 이 44.9%로 가장 높았다. 형 소비처인 형 할인 은 안정 으로 

물량을 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열화된 육가공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표 4-23.  육가공업체의 매처 비

단 : %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실태 조사  분석108

구  분
한우 지육 
1+등

돼지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체

평균 구입가격(천원) 6,748 641 500 612

평균 량(㎏) 446 88 92 89

평균 매가격(천원) 7,153 687 582 670

임가공료(천원/마리) 197 22.5 24.5 23.0

마진율(%) 6 7.2 16.5 9.4

  부분육 가공업체의 평균 마진율을 조사한 결과(표 4-24), 한우의 경우 구

입 가격의 6%, 돼지의 경우 구입가격의 9.4% 다. 돼지의 경우 소비지 부

분육 가공업체와 계열화된 부분육 가공업체 간 차이가 있다. 계열화된 육

가공업체가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보다 구매가격은 낮고 마진율은 높다. 

그러나 낮은 구매 가격이 높은 마진율을 상쇄하기 때문에 매가격 역시 

계열화된 부분육 가공업체가 더 낮다.  따라서 육가공업체의 산지와의 계

열화를 통한 생축 는 지육의 직  는 탁 구매가 부분육 가공업체가 

간상인을 통한 생축 는 지육의 구매보다 소비지에서의 축산물 가격 하

락에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표 4-24.  부분육 가공업체의 축산물 구입  매 가격

   

  육가공업체의 부분육 매 가격은 주로 시장의 수  상황을 반 하여 결

정하되 도매시장 경락 가격을 주로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공 장의 지육 경락 가격이 부분육 매 가격에도 큰 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  공 장 경락가격의 안정이 소비지  

부분육 가격의 안정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육가공업체의 유통비용 감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해서 확 해

야 할 매 경로는 <표 4-25>와 같다. 한우의 경우 확 해야 할 매 유통 

경로로는 량으로 물량을 취 할 수 있는 형 할인   슈퍼마켓의 비

이 높았다. 돼지 매 확  경로는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의 경우 재 

매 비 이 높은 일반정육   음식 을 앞으로도 더 확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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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우 돼지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합계

형 할인   백화 52.6 5.0 60.0 16.0

슈퍼마켓, 소형 마트 78.9 20.0 20.0 20.0

일반정육 (정육식당) 52.6 75.0 40.0 68.0

음식 47.4 45.0 0.0 36.0

단체 식처 5.3 20.0 20.0 20.0

2차 육가공업체 5.3 10.0 40.0 16.0

직 매 (직 식당) 10.5 20.0 80.0 32.0

기타(소매, 리  등) 0.0 0.0 0.0 0.0

지 하 고, 계열화된 육가공업체의 경우 재 매 비 이 높은 형 할

인 의 비 이 높았으며, 물량을 안정 으로 매해  수 있는 직 매

의 비 을 확 하고자 하 다.  

표 4-25.  유통구조 개선을 해 육가공업체의 확  매 경로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체 응답자수×100.

3.5. 소매업체 

3.5.1. 형 유통업체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형마트, 슈퍼마켓, 백화 , 정육 , 그리

고 음식  등 다양한 소매업체를 통해 구매 는 소비된다. 일반 으로  

형 할인 은 유통산업발 법 시행령(제3조 제1항-별표1)의 ‘ 형마트’에 

해당되며 ‘제2조에 따라 근린시설, 문화  집회시설 등 용역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 이 3,000m
2
 이상이며, 식품･가   생활용품을 심으로 

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포의 집단’30이다.  

30 유통산업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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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마트

롯데
마트

롯데
슈퍼

홈 러스

GS
슈퍼
마켓

농
(2010년 기 )

마트
에 리
데이

마트
익스
스

종합유통센터, 
(농 유통
직 하나로
클럽)

하나로
마트

국내 136 19 92 161 124 248 224 13(6) 2070

국외 27 112 - -

  SSM(Super SuperMarket)은 유통산업발 법상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

상 기업에서 운 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뜻한다. 연면  990~3,300㎡

(300~1000평) 규모로 형마트에 비해 출 이 용이하고 가공품을 주로 

매하는 편의 과 달리 채소, 생선 등 농축산물도 매한다.31

  슈퍼마켓은 한국표 산업분류상에 있어 단일경 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

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하는 업태를 말한다. 단, 체인화 편의 의 형태

로 운 하는 산업활동은 제외한다. 주요 형마트는 이마트(마트), 롯데마

트, 홈 러스(마트) 등이 있으며, 주요 슈퍼마켓 체인으로는 이마트(에 리

데이), 롯데슈퍼, 홈 러스(익스 스), GS슈퍼마켓 등이 있다.  

표 4-26.  주요 형할인   슈퍼마켓 체인의 매장 수

 자료: 각 사 홈페이지(2011.9.29일 기 ). 농 앙회, ‘농  경제사업 주요통계’, 2010,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 경제사업의 미래비 과 활성화 방안’, 2011.

  형 할인   SSM(Super Supermarket) 조사결과, 한우 구매 경로는 

업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B업체와 C업체는 부분 는 

량을 지육 상태에서 구매하나, A업체는 30%를 지육 상태에서 구매하고 

70%는 부분육 상태에서 구매한다. 그러나 돼지의 경우는 거의 는 량

을 육가공업체로부터 부분육 상태에서 구매한 후 자체 물류센터를 통해 매

장에 공 한다(표 4-27).

31 네이버 지식사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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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우 돼지

A업체 B업체 C업체 A업체 B업체 C업체

지육 구매 비 30 95 100 10 0 0

부분육 구매 비 70 5 90 100 100

지육
구매경로

육가공업체
( 탁 구매)

- 75 - - -

경매( 도매인) - 10 60 - -

산지조합 100 15 40 - -

농가
(직 구매, 계열농가)

- - - 100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부분육
구매경로

육가공업체 100 85 100 100 82

산지조합 - 15 - - - 18

합계 100 100 - 100 100 100

표 4-27.  형할인   SSM의 축산물 구입 경로(2010년 기 )

단 : %

주: 2011년 7∼8월 형 할인  조사 결과.

  B업체는 한우의 경우 체 매 물량의 95%를 생체 는 지육 상태에

서 구매하며, 5%를 부분육 상태에서 구매한다. 산지조합, 육가공업체 등 

력업체로부터 한우를 직  는 탁 구입한다. 산지조합으로부터 지육

을 구입하는 물량이 약 15%이며, 75%는 육가공업체 등 력업체를 통해 

구입한다.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도매인으로부터 구입하기도 한다. 력

업체를 통해 탁구매를 하는 이유는 원하는 시기에 물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입한 한우는 지정 도축･가공장을 거쳐 물류센터 는 

가공센터로 이동한다. 매장에서는 별도의 발골을 하지 않고 부분육 상태로 

유통된다. 부분육의 약 15%는 산지조합  생산자단체로부터 구입하며 

85%는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다. 한우의 연간 매두수는 2010년 기  

약 2만두이다. 돼지고기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부분육 상태로 구입하며 돼지 

연간 매두수는 72만두 수 이다. 

  C업체는 2010년 기 으로 한우의 경우 량 지육 상태에서 구매하며, 

돼지의 경우 량 부분육 상태에서 구매하여 매한다. 한우의 경우 40%

는 산지조합  농조합 등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하며 60%는 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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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고기  돼지고기

매처 비율(%)

일반소비자

매장 매 97.33

인터넷 매 2.33

 식자재 매  0.33

합 계 100

매인으로 직  경매에 참여하여 구매한다. 구매한 지육은 량 육가공업체

에서의 임가공을 통해 부분육으로 매장에 유통시킨다. 매장에서는 발골 없

이 단순세   포장작업만 이루어진다. 돼지의 경우 산지조합  농조

합 등 생산자단체로부터의 구입하는 물량이 약 82%이며 민간 육가공업체

로부터 구입하는 물량 비 은 약 18%이다.  

  조사업체 모두 매 가격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구매 가격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매한다. 한우의 경우 지육 구매가격 비 17~22%의 유통마

진이 있으며, 돼지고기 부분육 구매가격 비 평균 으로 13~16.5%의 유

통마진이 있다. 유통마진에는 인건비, 임차료, 수도 열비, 기타경비 등의 

구매  매를 한 각종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매 가격 

결정 시에 참고하는 가격은 다른 업체의 가격과 지육경락 가격 등을 활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비용 감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하여 확 해야 할 반입 경

로에 해 형 유통업체 면 조사 결과, 형 유통업체는 원하는 품질의 

축산물을 안정 으로 확보하고 간 유통 비용을 이기 하여 축산농가

와 계열화를 통한 구매가 확 되기를 희망하 다.

  형 할인   SSM의 매처는 거의 부분 일반 소비자를 상으로 

하며 매장 내 매가 거의 부분이었으며, 소비자 상 인터넷 매가 일

부 있었지만 비 은 매우 낮았다(표 4-28). 

표 4-28.  형할인   SSM의 축산물 매경로 비

자료: 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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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체 업체 개소 당

사업체수(개) 22,090 1.0 

종사자수(명) 41,866 1.9 

매출액(백만원) 4,357,230 197.2 

업비용(백만원) 3,709,555 167.9 

매출원가(백만원) 3,142,892 142.3 

매비와 리비(백만원) 566,662 25.7 

인건비(백만원) 156,467 7.1 

임차료(백만원) 146,745 6.6 

수도 열비/운반비(백만원) - - 

기타 경비(백만원) 263,450 11.9 

연간 여액(백만원) 148,223 6.7 

건물연면 (㎡) 1,192,373 54.0 

3.5.2. 정육  

  정육 은 축산물 생 리법 제21조 축산물 매업에 해당되며 축산물

매업체 수는 2008년 기  4만9,664개소이다. 한편, 통계청의 도소매업 조

사의 육류 소매업 사업체 수는 2009년 기 으로 2만2,090개소이다.32 

표 4-29.  정육 (육류 소매업) 일반 황(2009년)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시도/산업별 총 , 2009.

  정육 의 축산물 유통실태를  악하기 하여 2011년 7~8월 축산기업

앙회 조를 얻어 정육  331개를 조사하 다. 조사결과, 정육 은 도축

작업장, 간유통업체, 부분육가공업체 등으로부터 지육(구매 후 부분육으

로 가공) 는 부분육을 구매하여 일반소비자, 음식  등에 매한다. 한우

의 경우 지육 구매 비 이 약 77.5%이며, 돼지의 경우 약 56.8%로 여 히 

지육 상태로 구매한 후 부분육으로 가공하여 매하는 비 이 높다. 

32 정육 은 통계청 한국표 산업분류상 육류 소매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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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우 돼지

지육  77.5  56.8

부분육  22.5  43.2

합계 100.0 100.0

경로 한우 돼지

지육

간상인( 도매인, 간유통업체) 38.3 35.5

육가공업체 4.8 11.5

농가(수집반출상 포함) 30.0 7.8

산지조합 1.5 1.0

기타 2.9 1.0

부분육
육가공업체 20.1 41.7

기타 2.4 1.5

　합계 100 100

표 4-30.  정육 의 지육  부분육 구매 비

단 : %

  지육의 경우 한우는 간상인, 농가(수집반출상)으로부터의 구매가 부

분이다. 돼지는 간상인이 가장 많으며, 육가공업체, 농가(수집반출상)순

이다. 부분육은 한우와 돼지 모두 육가공업체로부터 부분 구입한다.

표 4-31.  정육 의 원료육 구매 경로

단 : %

  거래처 선정 시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한우와 돼지 모두 원하

는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쉽게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표 4-32). 그 다음으

로는 일정한 수 의 품질을 맞출 수 있는가가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다. 지육의 경우 많은 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어 원하는 물량  시기를 잘 

맞출 수 있는 간상인과 주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농

가  수집반출상과의 산지직 거래가 많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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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우 돼지

지육
(응답률)

부분육
(응답률)

지육
(응답률)

부분육
(응답률)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49.7 53.3 48.0 51.4

구매 단가가 가장 낮기 때문에 5.7 4.0 4.3 3.9

그동안 계속 거래해왔기 때문에 7.4 4.7 9.9 7.9

매하는 거래처 는 소비자의 수요 때문에

( 랜드나 특정 지역의 축산물)
4.0 6.7 6.8 6.9

일정한 수 의 품질을 맞추기 해서 31.8 28.7 30.7 28.1

기타 1.4 2.7 0.3 1.8

항  목 응답률(%)

구매 가격에 일정 비율 는 일정 액을 붙여 매함 47.7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53.5

매처와 가격  공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가격에 매
0.6

기타 0.6

표 4-32.  정육 의 구매처 선정 요인

단 : %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체 응답자수×100.

  매 가격은 주로 시장의 수  상황을 반 하여 결정하되 도매시장 경락 

가격  구매가격을 참고하여 일정 비율 는 일정 마진을 붙여 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가격 결정 시 다른 업체의 가격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공 장의 지육 경락 가격이 정육 에서의 

매 가격에도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매시장  공 장

에서의 경락 가격의 안정이 소매 단계에서의 매 가격 안정에 있어서 매

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33.  정육 의 축산물 매 가격 결정 방식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체 응답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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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한우 돼지

일반소비자 72.4 66.0

음식 13.6 17.8

다른 정육 10.8 14.4

자가 운  식당 2.7 1.4

기타 0.5 0.4

  정육 의 매처 비 을 살펴보면 일반소비자가 가장 크며, 음식 , 다

른 정육  순으로 나타났다(표 4-34). 정육 의 축산물 매경로 비 은 한

우고기의 경우 일반소비자에게 72.4%, 돼지고기의 경우 66%가 매되었

으며, 음식 과 다른 정육 으로 각각 한우고기는 24.4%, 돼지고기는 

32.2% 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4.  정육 의 축산물 매처 비

단 : %

자료: 자체 조사.

3.6. 소비자

  소비자의 쇠고기  돼지고기 구매 형태를 악하기 하여 2011년 7월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소비자 패  590명을 상으로 축산물 

소비실태를 조사하 다. 일반 소비자에 한 한우  돼지고기 구매처 조

사 결과 형 할인 에서의 구매 비 (한우 37.3%, 돼지고기 36.9%)이 가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정육 (정육식당), 슈퍼마켓･ 소형 마트 

순이었다. 랜드 직 매 (직 식당)에서의 구매비 은 한우 5.5%, 돼

지고기 4.2%에 불과하 으나, 유통비용 감 등 유통효율화와 축산물 물

가안정을 해서는 확 해야 할 유통 경로에 해 28.6%의 응답자가 랜

드 직 매 (직 식당)을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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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돼지고기

응답자수 응답률(%) 응답자수 응답률(%)

원산지(국내산, 수입) 494 83.7 469 79.5 

가격 317 53.7 328 55.6 

국거리용 등 용도 표시 135 22.9 168 28.5 

부  구분 표시 67 11.4 154 26.1 

안 성(유기 축산물, HACCP 인증 등) 29 4.9 40 6.8 

한우, 육우, 젖소 구분 표시 99 16.8 - -

등  표시 35 5.9 - -

랜드(회사명) 2 0.3 20 3.4 

구매경로 비 가장 확 해야 
할 유통 경로(%)한 우 돼지고기 

 일반정육 (정육식당) 27.8 27.7 20.4

 백화 6.8 5.9 1.2

 슈퍼마켓, 소형 마트 19.1 21.7 15.4

 형 할인 (농 하나로클럽 포함) 37.3 36.9 29.2

 인터넷 는 통신 매 1.6 2.1 5.1

 랜드 직 매 (직 식당) 5.5 4.2 28.6

 구입한  없음 1.0 0.9 99.9

 기타 0.8 0.6

표 4-35.  소비자의 한우･국내산 돼지 구매 경로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구매할 때 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국내산인지 아니면 수입 축산물인지를 나타내는 원산지를 

가장 비  있게 고려하 다(표 4-36). 그 다음으로 가격을 고려하 으며, 

요리의 용도 표기도 요하게 고려하 다. 쇠고기의 경우 구입하는 품종이 

한우인지, 젖소인지에 한 표기도 요하게 고려하 다. 반면 랜드에 

한 소비자의 요도는 상 으로 매우 낮았다.  

표 4-36.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시 고려 사항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체 응답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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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매처 선택 기 (응답률, %)

일반정육 형할인
랜드 

직 매

 품질 우수 58.2 36.7 77.8 

 가격 렴 22.9 26.3 44.4 

 근성, 교통 편리 68.2 39.3 55.6 

 원하는 랜드 고기 구입 12.9 20.7 22.2 

 축산물 이외 다른 상품 구입 용이 20.6 55.3 0.0 

 가격  근량에 한 투명성 10.6 20.7 0.0 

 기타 0.6 1.0 0.0 

  일반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처 선택 기 으로 일반정육 을 선택하는 이

유는 ‘ 근성  교통 편리’(응답률:68.2%) 때문이었으며, 형 할인 을 

선택하는 이유는 ‘축산물 이외 다른 상품을 구입하기가 용이’(응답

률:55.3%)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랜드 직 매 을 선

택하는 이유는 구입하는 축산물의 ‘품질이 우수’(응답률:77.8%)하기 때문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7.  소비자 구매처 선택 기

주: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체 응답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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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주체별 정책 과제 우선순  조사  분석

  물가 안정과 유통 효율화를 한 15개 축산 유통 정책 과제의 요도를 

악하기 해 한우와 돼지로 구분하여 각 유통 주체들을 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유통 주체별로 정책과제의 요도에 해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요성이 강조되는 정책과제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한우의 경우 직거래 확 는 모든 유통 주체들에게 있어 높은 순 를 차

지하 고, 부분육 유통 활성화, 가격결정 체계,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도축장 구조조정, 부분육 유통 활성화, 부정육 매 단속 강화에 한 정책 

과제는 세 그룹 이상의 유통 주체들로부터 5순  내에 포함되었다. 한우농

가와 도축장은 직거래 확 가 물가 안정과 유통 효율화를 해 가장 필요

한 정책 과제라고 평가하 고, 산지조합은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를, 

부분육 육가공업체는 부분육 유통활성화를, 정육 은 부정육 매 단속 강

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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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한우농가 산지조합 도축장
부분육
가공업체

정육

응답
비

순
응답
비

순
응답
비

순
응답
비

순
응답
비

순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30.8 2 54.3 1 22.0 5 5.3 11 9.3 11 

민간 계열화 활성화 19.0 7 0.0 13 48.0  3 0.0 13 6.9 14 

직거래 확 63.1 1 42.9 2 48.0  2 52.6 2 30.4 3 

축산물 이력제 28.0 3 17.1 7 6.0  9 21.1 3 20.8 6 

산지조직화(규모화) 26.5 4 34.3 3 22.0  5 10.5 8 10.0 10 

선물시장 활성화 11.8 12 0.0 13 4.0  11 5.3 11 5.2 15 

도축장 구조조정
(시설 확충  화)

23.9 5 14.3 8 76.0  1 10.5 8 30.4 4 

가격 결정 체계
(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12.9 10 25.7 5 12.0  7 21.1 3 26.6 5 

소매단계 축산물 등 표시 6.7 13 2.9 11 0.0  13 10.5 8 13.5 8 

축사시설 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

15.7 8 8.6 9 6.0  9 21.1 3 18.3 7 

송아지 생산 안정제 13.5 9 2.9 11 4.0 11 21.1 3 10.4 9 

부분육 유통 활성화 12.4 11 34.3 3 24.0  4 57.9 1 32.2 2 

부정육 매 단속 강화 23.5 6 20.0 6 12.0  7 21.1 3 42.6 1 

수입 축산물 세 인하 0.2 14 0.0 13 0.0  13 0.0 13 8.7 13 

기타 0.0 15 8.6 10 0.0  13 0.0 13 0.7 16 

표 5-1.  유통 주체별 정책과제 우선순 (한우)

  

  돼지의 경우, 한우와 마찬가지로 직거래 확 가 모든 유통 주체들에게 

있어 높은 순 를 차지하 다. 세 그룹 이상의 유통 주체들로부터 5순  

내에 포함되는 정책과제들로는 부정육 매 단속 강화,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도축장 구조조정, 가격 결정 체계, 축사시설 화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 , 부분육 유통 활성화 등이었다. 직거래 확 는 도축장과 부

분육 육가공업체로부터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로 평가받았고, 양돈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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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양돈농가 산지조합 도축장
부분육
가공업체

정육

응답
비

순
응답
비

순
응답
비

순
응답
비

순
응답
비

순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46.3 2 57.1 1 19.2 5 13.6 8 8.3 12 

민간 계열화 활성화 12.0 10 0.0 11 50.0  2 0.0  13 6.2 15 

직거래 확 30.1 5 38.1 2 40.4  3 54.5  1 26.8 5 

축산물 이력제 41.4 3 14.3 9 5.8  10 9.1  10 15.6 7 

산지조직화(규모화) 14.4 8 28.6 3 11.5  8 13.6  8 9.4 10 

선물시장 활성화 4.2 13 0.0 11 17.3  7 4.5  11 6.9 13 

도축장 구조조정
(시설 확충  화)

18.1 7 19.0 8 71.2  1 27.3  5 27.5 4 

가격 결정 체계
(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24.8 6 28.6 3 19.2  5 31.8  4 28.3 3 

소매단계 축산물 등 표시 10.6 11 0.0 11 0.0  13 4.5  11 13.8 8 

축사시설 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

52.1 1 23.8 5 9.6  9 18.2  7 19.6 6 

모돈 문농장 육성 13.2 9 14.3 9 1.9  12 22.7  6 12.3 9 

부분육 유통 활성화 9.0 12 23.8 5 26.9 4 54.5  1 32.6 2 

부정육 매 단속 강화 31.3 4 23.8 5 3.8  11 45.5  3 42.0 1 

수입 축산물 세 인하 1.2 14 0.0 11 0.0  13 0.0  13 9.1 11 

기타 0.7 15 0.0 11 0.0  13 0.0  13 0.7 16 

표 5-2.  유통 주체별 정책과제 우선순 (돼지)

축사시설 화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 를, 산지조합은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를, 정육 은 부정육 매 단속 강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

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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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 안정을 한 축산물 유통 정책 평가

  축산물 가격 안정을 한 기존 유통 련 정책을 평가하기 해 교수, 

공무원, 축산경 학회 회원 등 축산 문가를 상으로 2011년 7~8월에 면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총 47명의 문가가 조사에 응답하 다. 

조사내용은 연구 의회 등을 통해 설정된 축산유통 련 정책과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안정의 메커니즘에 한 동의율, 가격변동성 완화와 인하를 

한 정책의 요도,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시행성･수용성 등이다.  

  축산물 유통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물가에 향을 미치는지를 설명

한 후 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축사시설 화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 ’ 정책이 공 량 증 와 생산비 감소를 통해 궁극 으로 가격 

인하를 가져온다는 내용에 해 문가의 98%가 동의하 다. ‘산지조직

화’ ‘부분육 유통활성화’ ‘모돈 문농장 육성’ ‘계열화 확 ’ 정책이 가격 

안정 혹은 가격 인하에 기여한다는 내용에 해 문가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수입축산물 세 인하’ ‘선물시장 

활성화’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의 정책이 가격안정 내지는 인하에 기여한

다는 내용에 해 문가 동의율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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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축산물 유통정책과 물가안정 메커니즘 

  축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가격 수 의 인하 측면에서 각 정책의 요

도를 조사한 결과, ‘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가 가격 변동성 완화 측면과 

가격 인하 측면에서 가장 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산지조직화(규모화)

가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두 번째 순 를 차지하 다. 

  두 정책 이외에 가격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민간 계열화 활성화’ ‘축

메커니즘

송아지생산안정제

부정육 유통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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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축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인하를 한 정책의 상  요도

사시설 화’ ‘부분육 유통활성화’ 순으로 높은 수가 부여되었고, 가격 

인하 측면에서는 ‘직거래 확 ’ ‘민간 계열화 활성화’ ‘부분육 유통 활성

화’ 순으로 높은 수가 부여되었다. 

주: 각 정책에 해서 0~20  사이의 수를 부여하도록 하 음. 

  축산물 물가 안정  유통체계 개선을 한 축산 련 정책들을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계자의 수용성 등 4가지 측면에서 평가하 다. 

  정책의 효율성은 정책 집행의 비용 비 편익의 크기를 의미하고, 효과

성은 축산물 물가 안정  유통체계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

도를 나타낸다. 정책의 시행 가능성은 정책당국이 축산물 물가 안정  유

통체계 개선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계자의 수용

성은 축산물 물가안정  유통체계 개선을 한 정책을 정책의 계자(정

책의 상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변동성 완화 측면

송아지생산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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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계자의 수용성 평가

  ‘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가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책의 시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축산물 이력제’, 

수용성 측면에서는 ‘축사시설 화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 ’가 각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를 받았다.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의 경우, 시

행 가능성과 수용성 측면에서도 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효율성, 효과성, 시행 가능성, 수용성 수를 평균하여 순 를 정한 결

과, ‘ 동조합형 계열화 확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축사시설 화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 ’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조합형 계열

화 활성화는 1 를 차지하 지만 ‘민간 계열화 활성화’에 해서는 시행가

능성, 효과성, 수용성에서 낮은 것으로 평가받아 체 9 를 차지하 다.

  선물시장 활성화, 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수입 축산물 세 인하 등의 

정책들은 문가들로부터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시행성, 수용성에 해 

낮게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아지생산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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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정책과제 제안

3.1. 직거래 확대

  연구원에서 실시한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 유통 주체들은 물가 안

정  유통 효율화를 한 정책 과제로 직거래 확 에 높은 응답률을 보

다. 한 문가 조사 결과, 직거래 확 는 유통비용 감소로 축산물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물가 안정 매커니즘에 문가들의 81%가 인정하

고, 15개 축산 정책 , 가격 인하 측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를 부여하

다. 직거래 확 는 유통비용 감소를 통한 축산물 가격 인하에 정 인 

효과가 기 되므로 그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축산물의 특성상 도축과 가공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축산물

에서의 직거래는 도축과 가공 이후에 유통단계 축소에 이 맞춰져야 한

다. 축산물 직거래는 가축의 도축과 가공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동시

에 소비자가 직  구매하는 것이 이상 인 형태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도축작업장의 시설 수 , 생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을 해당 장소

로 유인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이 쉽게 근할 수 있는 장소로

의 축산물 이동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축산물을 포함한 직거래는 농가 수취가격 제고와 서민 

생활 안정을 해 정부에서 1998년부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분의 

축산물 직거래는 지속 으로 추진되지 않고 축제와 명  등의 기간, 특정 

요일에만 한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 트 단지 내에서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직거래는 해당 지역 인근 정육 매업자와의 마찰을 야기하

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한 축산물 자 상거래의 실 은 정육

의 표 화와 규격화 미흡, 소비자의 불신 등으로 미미한 실정이다(농림수

산식품부, 2009).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해서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

한 다양한 직거래 유형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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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축산 계열화 활성화

  앞서 유통 주체 조사 결과에서 물가 안정과 유통 효율화를 해 동조

합형 계열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 문가 조사 결

과, 계열화 확 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유통비용 감으로 가격이 인하되

고, 계약 거래를 통해 가격이 안정된다는 물가 안정 메커니즘에 해 문

가의 87.2%가 인정하 고, 가격 변동성 완화와 가격 인하 측면에서 15개 

정책 과제  가장 높은 수를 얻었다.

  국내 축산 부문에서의 계열화는 1990년 부터 육계와 양돈 부문에 본격

으로 추진되었는데, 재 닭고기의 90%, 돼지고기의 20%가 계열업체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육계는 빠른 속도로 계열화가 추진되었지만 돼지는 

미흡한 실정이고 소는 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축산계열화법 입법 추

진, 형 패커 육성, 가축 계열화 사업, 랜드 경 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계열화 확 를 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  등 민간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

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축산 계열화는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이고, 소비자 원하는 제

품의 생산이 용이하며,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등 여러 정

인 효과들이 있다(정민국, 2010). 계열화의 장 에 해서는 국내외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 진 바 있다. 계열화를 통해 유통비용 감과 가격 안정

을 해서는 축산 계열화 진척이 미진한 양돈 부문에서는 계열화 확 가 

필요하고 한우의 경우 계열화 체계를 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3.3. 도축장 구조조정과 가동률 제고

  우리나라 가축 사육두수를 감안하면 국 으로 도축작업장이 과도하게 

많다. 2010년 기 으로 돼지를 도축하는 작업장 수는 85개소이며, 소를 도

축하는 작업장 수는 78개소이다. 도축작업장이 많다는 것은 도축장의 가동

률을 통해 악이 가능하다. 국내 도축장의 2010년 가동률은 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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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돼지는 54% 수 으로 낮다. 국내 도축 작업장의 도축 가동률 하는 

경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시설에 한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축산물의 생 수 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도축장 유통실태 조사를 토 로 도축 마리당 비용을 종속변수로 두고 회

귀 분석한 결과, 도축장 가동률이 1% 높아지면 도축 마리당 비용은 193원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비용 감과 도축장의 안정 인 경

을 해서는 도축장의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생 인 처리가 요구되는 부분이 도축, 가공, 운

송 부분이다. 운송 과정에서 해 요소를 이기 해서는 축산물이 가

 지육으로 유통되지 말아야 한다. 가축의 도축과 가공이 도축작업장 내

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축산물에 한 안 성이 높아질 것이다. 도축작

업장 유통실태 조사 결과, 도축작업장 내에 가공시설이 있는 작업장은 과

반수가 넘지만 가공되는 물량 비 은 한우 28%, 돼지 17%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유통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부분육 유통 활성화에 해

서도 필요성이 부각된 만큼, 도축장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축작

업장 내 부분육 가공시설 확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축산물 생시설 확충 등 생･안 성 제고, 도축･가공 련 고비

용을 해소하여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해 재 도축작업장 수의 1/3 수

으로 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시행되기 인 

2007년 도축작업장 수는 110개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으로 2010년에

는 80여개로 어들었다. 2015년까지 35개 수 으로 도축장을 이려면 

많은 수의 도축장이 통폐합되어야 한다. 

  도축장 구조조정의 해 요인으로 도축작업장들은 폐업 자 이 무 

고, 폐업 후 건물과 토지의 용도 변경이 어려우며, 주변 도축장과의 통폐합

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규모화를 통한 유통비용 감, 

생수  제고 등의 정 인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도축장 구조조정이 원

활히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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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축사시설 현대화와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

  축사시설 화,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제고에 해서는 양돈 부문에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양돈 농가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표 인 지표

로 모돈두당 연간출하두수(MSY)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양돈 선진국들

을 보면 MSY가 20두를 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MSY는 15두에 불과하

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사육과정에서 비육돈들이 많이 폐사한다는 

의미이다.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생산비용을 크게 일 수 있을 것이다. 

3.5. 부정육 유통 단속 강화

  유통실태 조사 결과 축산물의 부정 유통에 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매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하여 19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

하 다.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

고기, 부산물 등의 육류,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이다.

  2008년 12월부터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해서 모든 음식 , 휴

게음식 , 탁 식소, 집단 식소에서 원산지를 의무로 표시하도록 하는 

음식  원산지표시제도가 확  시행되었다. 지 까지 상 품목과 업태가 

확 되어 오면서 축산물의 부정유통 가능성을 크게 인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원산지 표시를 반하는 업소가 계속 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시행의 목 이 달성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에 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하

고, 지속 인 홍보와 사후 리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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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모형 구축

  그동안 정부는 축산물 유통 체계 개선을 포함하여 정책 고유의 목 에 따

라 여러 가지 축산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 까지 이러한 정책들에 

한 효과가 경제 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정량 으로 계측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장에서는 축산물 유통과 련한 주요 정책들이 축산물시장에 어떻

게 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비교정태모형을 개발하여 경제 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측한다. 분석 상이 되는 축산물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며, 유통단계는 산지, 도매, 소매 단계로 구분하여 모형에 반 하 다. 

1.1. 품목별 이론적 모형 구조 

  쇠고기산업과 돼지고기산업의 이론  모형은 아래와 같이 각각 다섯 가

지 함수 형태로 쉽게 모형화할 수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시장은 각각 5개의 함수로 구성된다. 식 ①은 쇠고기 

공 함수로 쇠고기 공 량(
)은 농가수취가격(

)의 함수이다. 식 ②는 

도매단계의 가격식으로 도매가격(
)은 산지가격(

)에 마진을 포함한 

유통비용()을 더하여 결정된다. 식 ③은 소매단계의 가격식으로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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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은 도매가격(

)에 마진을 포함한 유통비용()을 더하여 결

정된다. 식 ④는 쇠고기 수요함수로 수요량(
)은 자체가격(

)의 함수로 

표 된다. 식 ⑤는 수 균형식이다. 식 ⑥~⑩은 돼지고기 시장에서의 공

함수, 도매단계 가격식, 소매단계의 가격식, 수요함수, 수  균형식을 각각 

나타낸다.

쇠고기 돼지고기

공 함수 ① 



  ⑥ 




    

도매단계 가격 연결식 ② 


  ⑦ 


  

소매단계 가격 연결식 ③ 


  ⑧ 


  

수요함수 ④ 



    ⑨ 




    

수  균형식 ⑤ 



⑩ 




표 6-1.  쇠고기･돼지고기산업의 이론  모형 구조 

1.2. 유통단계별 가격 연결식 유도 

1.2.1. 시장구조에 한 가정

  쇠고기시장과 돼지고기시장 모두에서 생산 농가는 다수이므로 가격순응

자(price taker)라고 가정한다. 생산과 소비 사이의 유통 단계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을 고려하 다. 도매시장에 참가한 표 도매업 유통업자의 이윤

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 비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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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이 있는데 가변비용은 산지에서의 원료구입비

용()과 유통처리비용()으로 나뉜다. 

  소매시장에 참가한 표 소매업 유통업자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소매업자의 이윤()은 수입( )에서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 

비용은 다시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이 있는데 가변비용은 도매시장에서

의 원료구입비용()과 유통처리비용()으로 나뉜다. 최종 소비

지에서 소비자는 다수가 존재하므로 가격순응자(price taker)라고 가정한다. 

1.2.2.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 한 가격식 유도

  산지에서의 생산자와 최종 소비지에서의 소비자는 가격순응자이므로 따

로 가격식을 유도할 필요가 없이 생산단계의 공 함수와 최종 수요함수를 

통해 이들의 경제  행 가 반 된다. 반면,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는 경우

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에 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윤극

화 조건을 이용하여 가격식을 유도하고자 한다.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

게 최 의 이윤을 가져다 주는 이윤극 화의 1계조건으로부터 유통단계별 

가격연결식을 유도할 수 있다. 

  먼 , 표 도매업자의 이윤극 화 조건을 이용하여 이를 시장 체로 

확 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가격식을 유도할 수 있다. 

   ′  ′ 

   ( 





  







) 

  이 때 는 공  측면의 시장지배력(oligopoly, 공 과 )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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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요 측면의 시장지배력(oligopsony, 수요과 )을 나타내는 모수값이

다. 두 값 모두 0과 1사이에서 정의되며, 0에 가까울수록 완 경쟁에 가깝

고 1에 가까울수록 독 시장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소매단계에서 소매업자의 이윤극 화 조건을 이용하여 이를 

시장 체로 확 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가격식을 유도할 수 있다. 

      ′ ′  
     (






  







)

  이때  는 공 측면의 시장지배력(oligopoly, 공 과 )을 의미하고, 

는 수요 측면의 시장지배력(oligopsony, 수요과 )을 나타내는 모수값이다. 

두 값 모두 0과 1사이에서 정의되면 0에 가까울수록 완 경쟁에 가깝고 1

에 가까울수록 독 시장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공 과 과 수요과 을 동시에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일련의 공 과 만을 고려하는 모형을 최종 으로 선택하여 사용

하기로 한다. 

1.3. EDM을 이용한 비교정태분석 모형 구축 

  앞서 제시된 이론  모형은 시뮬 이션 EDM으로의 환을 해 각 함

수들의 미분을 통해 각 변수들의 변화율( 문이니셜 E로 표기됨)과 가격

비율, 탄성치 등의 함수 형태로 환된다.  

  쇠고기시장에 발생하는 다양한 외생  충격에 한 비교정태분석을 

해 식 ①∼⑤를 아래와 같이 균형변환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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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쇠고기 공 함수: 
   

    

②′ 도매단계 가격 연결식:






 
 


  (

 





 
 




)

③′ 소매단계 가격 연결식:






 
 


   (

 





 
 




) 

④′ 쇠고기 수요함수: 
 

    

⑤′ 쇠고기 수  균형식: 
  



표 6-2.  쇠고기시장에서의 비교정태분석을 한 균형변환식

  돼지고기 시장에서도 비교정태 분석을 해 아래와 같이 균형변환식으

로 유도할 수 있다. 

⑥′ 돼지고기 공 함수: 
   

    

⑦′ 도매단계 가격 연결식:






 
 


   (

 





 
 




)

⑧′ 소매단계 가격 연결식:






 
 


   (

 





 
 




) 

⑨′ 돼지고기 수요함수: 
 

    

⑩′ 돼지고기 수  균형식: 
  



표 6-3.  돼지고기시장에서의 비교정태분석을 한 균형변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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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 이션 모형 설정  

  쇠고기  돼지고기와 련된 유통정책은 다양하지만 유통비용 감과 

직 인 련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계열화 확 , 직거래 확 , 산지조

직화, 그리고 도축장 구조조정 등을 주요 심 정책으로 분류하여 이들 정

책의 경제  효과 분석에 을 맞추고자 한다. 

2.1. 계열화 확대(대형 패커 육성) 

  형 패커의 등장 혹은 계열화의 확 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단계

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이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유통  생산과정에 

반 할 수 있어 소비층 확보가 용이한 장 이 있다. 한 농가의 소득 안

정과 기업 육성을 통한 외 경쟁력 제고를 해서도 계열화 활성화는 

요하다. 계열화는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로 나  수 있는데 수직계열화

는 생산 지원에서부터,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연계

하는 경제행 를 말한다. 이에 비되는 개념인 수평계열화는 생산지원,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의 각각의 단계에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

들끼리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계열화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효과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계열화는 거래·유통비용을 감소

시키고 둘째, 계열화 확 에 따라 기업의 시장 유율이 커지면서 이로 인

해 시장의 불완 경쟁도가 커지게 된다. 

  먼  계열화 확 에 따라 거래비용이 감소하여 유통비용 감소로 이어진

다면 이는 효율성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 체에 경제 으로 양(+)의 효과

를 낼 수 있다. 반면, 시장지배력의 증가는 시장가격을 상승시켜 사회  자

손실(social dead weight loss)의 크기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어 바람직스

럽지 않은 경제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의 상

반된 효과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계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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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계열화 확 에 따른 시장지배력 증  효과

2.1.1. 이론  효과 분석 

가.  시장지배력 증  

  형 패커의 등장과 계열화의 확 로 인해 유통단계에서 시장구조가 보

다 불완 경쟁구조로 바 게 될 경우, 이로 인해 시장균형과 사회후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자. 

  제도 시행 이  완 경쟁 가정하에 기균형 은 수요와 공 이 만나는 

()에서 형성된다. 이때, 균형가격은 이 되고 균형거래량은 이 된

다. 기균형 에서의 사회후생을 보면, 소비자잉여는 △으로 나타

나고, 생산자잉여는 △으로 나타난다. 완 경쟁시장에서 과이윤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간 유통단계에서 유통상인들의 이윤은 0

이다. 

  계열화의 확  시행으로 인해 특정 기업의 시장 유율이 높아지면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시장이 보다 불완 경쟁시장(과 시장)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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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균형 사회후생

시장균형 가격 공 량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유통업자

기균형 ()   △ △ 0

계열화 확  이후 

균형 ()
  △ △ □

*

표 6-4.  균형  변화에 따른 시장균형과 사회후생 

시장 형태가 과 이 되면 수요곡선과 독 에서의 한계수입곡선(MR) 사이

에 인지되는 한계수입(PMR)곡선이 그려진다. PMR곡선과 공 곡선이 만

나는 (c)에서 균형이 이루어져 균형거래량은 에서 형성되고, 균형가격

은 로써 수요곡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즉, 유통시장에서 계열회사의 시장

지배력 확 는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생산농가의 수

취가격은 에서 d로 하락하게 된다. 

  계열화제도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잉여는 △이고 생산자잉여는 △

으로 계열화 확  이 에 비해 사회후생이 모두 감소하게 된다. 유통업

자의 경우를 보면, 기에 완 경쟁일 때에는 유통업자의 이윤은 0이던 것

이 계열화의 확 로 시장지배력이 커지게 되면 이윤이 □이 되어 

계열화의 확 로 유통업자의 이윤은 증가하게 된다. 만약 극단 인 경우에 

시장에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하여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다

면 시장은 독 에 가까워질 것이고 시장균형은 공 곡선과 독 에서의 한

계수입곡선(MR)이 만나는 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주: 기에 유통비용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시장지배력 증 로 인해 유통업자가 가져

가는 과 이윤을 의미함. 

나.  유통비용 감소  

  형 패커의 등장과 계열화의 확 로 인해 유통비용이 감소할 경우, 시

장 균형 과 사회후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완 경쟁시장하의 한 산업을 고려하고, 상품이 생산자, 도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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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유통단계를 고려한 시장균형

소매업자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로 달된다고 할 때, 는 산지에서 농

가가 수취하는 가격이고, 는 도매시장에서 형성된 도매가격이다. 그림

에서 는 산지가격()에 도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의 합으

로 나타낸 것으로 도매단계에서의 공 함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은 도

매가격()에 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의 합으로 소매단계에

서의 최종 공 곡선이다. 최종 공 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균형 (
)

에서 균형가격(
)과 균형거래량()이 결정된다. 상품에 한 감모, 손실

이 없다고 가정하면 산지에서의 거래량이 최종소비지까지의 거래량과 일

치한다. 

  기균형 (
)에서의 사회후생을 보면 소비자잉여는 △


으로 나

타나고, 생산자잉여는 △

으로 나타난다. 도매업자의 잉여()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총 수입은 도매

가격과 총 거래된 물량의 곱한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도매단계에

서 총 비용은 산지에서 구입해온 가격(
)과 물량()을 곱한 비용과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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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유통비용()이 감소한 경우 시장균형

단계에서 발생하는 단 당 유통비용()과 거래물량()을 곱한 비용의 

합이다. 따라서 도매업자의 잉여는 0이 된다. 소매업자의 잉여도 도매업자

의 잉여와 마찬가지로 총 수입에서 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뺀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총 수입은 □


이고 총 비용은 도

매가격으로 구입해온 물량을 나타내는 □


과 단 당 유통비용과 

거래물량을 곱한 □



을 합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소매업자의 잉

여는 0이 된다. 

  만약, 형 패커의 등장으로 도매단계와 소매단계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단 당 유통비용()이 감소하면 최종공 곡선은 에서  ′으로 이동한

다. 따라서 균형가격은 
와 균형거래량 가 만나는 

 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도매가격은 
로 가격이 상승하고, 산지가격은 

로 상승한

다. 이 때 도매단계와 산지에서의 균형 은 각각 
, 

로 나타난다. 

  이 경우, 소비자잉여는 기 소비자잉여에 비해 □



만큼 증가

한 △

이고, 생산자잉여는 □




만큼 증가한 △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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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도매업자의 이윤()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부분으로 총

수입은 □


이고 총 비용은 산지가격으로 구입해온 거래비용(□




)과 도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



)의 합이다. 

따라서 도매업자의 이윤은 0이 된다. 한 소매업자의 이윤()는 총수입

(□


)에서 총 비용(도매가격으로 구입해온 물량을 나타내는 □




과 단 당 유통비용과 거래물량을 곱한 □



을 합한 

부분)을 뺀 것이다. 그러므로 소매업자의 이윤은 0이 된다. 이는 완 경쟁

을 가정하 기 때문에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의 과 이윤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  분 기균형
도매단계유통비용()

감소로 인한 균형

시장균형
가격

소매 
 



도매 
 



산지 
 



균 형 거 래 량  

사회후생

생 산 자 △

 △




도 매 업 자 0 0

소 매 업 자 0 0

소 비 자 △

 △




표 6-5.  유통비용() 감소로 인한 사회후생변화

2.1.2. 시뮬 이션 분석 모형 설정

  형 패커가 육성되거나 계열화가 진 될수록 측할 수 있는 효과는 크

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장지배력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소매단계에서의 

유통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먼  시장지배력이 증가하는 경우는 다음

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형에서 과 의 변화를 통해 각각 반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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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소매단계에서의 유통비용의 감소는 과 의 변화를 

통해 각각 반 할 수 있다. 만약 시장지배력도 증가하고 유통비용도 감소

한다면 이 두 변수를 모두 조정하여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가.  쇠고기시장 

   
 

      

   





 


 

   


 


 


  

   
 

       

   


        

나.  돼지고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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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거래 확대 

  직거래란 개인을 거치지 않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직  거래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직거래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개개인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있는 반면,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의 계약을 통한 직거래도 포함

된다. 

  직거래 확 는 친환경 유기농식품을 산지로부터 직거래하여 소비자들에

게 직  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수 있다. 나아

가 농민들의 소득보 에 유리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 발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 이 있다. 쇠고기시장에 국한시켜 보면, 소

비자 건강을 지향하는 소비자조직에서 건강한 사육방식에 의해 길러진 한

우를 생산농가들로부터 직  공 받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최근 수입 쇠고기의 안 성에 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한우 

직거래사업에 한 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한우 직거래사업이 지속

으로 확 되는 경향이 있다. 

  직거래 확 에 따라 소비자조직에서 한우 사육농가와 계약을 통해 산지

에서는 친환경 축산의 확 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지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안 한 한우를 공 하는 양(+)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 경제 인 거래 

규모 형성이 어렵고 운 조직이 문화되지 못한다면 유통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제  효과를 래할 수도 있다. 본 

분석에서는 직거래가 성공 으로 정착된다는 가정하에 직거래에 따라 생

산자와 소비자 후생 변화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2.1. 이론  효과 분석 

  직거래제도 시행 이  기균형 은 공 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에서 형성된다. 이때, 산지에서의 균형가격은 
이고, 소비지에서의 

균형가격은 
이며, 균형거래량은 이다. 기균형 에서의 사회후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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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직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후생효과

보면 소비자잉여는 △
으로 나타나고, 생산자잉여는 △

으로 나

타난다.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이 감소한다면,  에서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

진다. 이때, 균형거래량은 에서 로 증가하고, 유통비용 감소에 따라 

소비지에서의 균형가격은 
으로 하락하게 된다. 산지 측면에서는 만큼

의 운 비(처리, 포장 등의 비용)가 발생하므로 농가의 공 곡선은 에서 

로 이동하게 되고 산지에서의 균형가격은 
 이 된다. 따라서 직거래제

도시행에 따른 소비자잉여는 △
으로 증가하게 되고 생산자잉여는 

△


 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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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균형
직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균형

시장균형

가
격

소 비 자 
 



산 지 
 



균형거래량  

사회후생
산 지 △

 △




소 비 자 △
 △



단 당 유통비용 

 




표 6-6.  직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후생 균형

2.2.2. 시뮬 이션 분석 모형 설정

  직거래가 확 되면 산지가 소비지 간 유통비용이 감소한다. 이는 아래 

모형에서 (쇠고기시장에서의 산지와 소비지 간 유통비용)과 

(돼지고기시장에서의 산지와 소비지 간 유통비용)의 감소로 모형에 반

된다. 

가.  쇠고기시장(를 통해 반 )  

   
 

  

  





 


    

   
 

        

   


         

나.  돼지고기시장(를 통해 반 )  

   
 

    



 쇠고기･돼지고기 정책모형 개발  효과 분석146

  





 


 

   
 

      

   


        

2.3. 산지조직화 

  산지조직화란 생산  선별, 포장, 매,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유기

·통합 으로 리하기 하여 산지 단계의 농가들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 규모가 세한 농가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공 하고 계획생산을 확립하기 해서는 산지가 조직화･규모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역자유화로 인해 축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수입 쇠고기와 

차별된 상품의 생산·공 이 필요한 실정이며, 고품질이면서도 생 이고 

안 한 쇠고기를 공 하려면 축산물 랜드화가 하나의 방안이다. 그 결

과, 2006년 기  aTC(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국 한우 랜드가 228

개, 농 한우 랜드는 총 96개, 도별 랜드 황으로는 공동 랜드 8개, 

개별 랜드 88개이고 돼지의 경우 317개의 랜드가 국 으로 생겨났

다. 그러나 단일 랜드로는 형 유통업체에 공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

므로 축산농가가 생산･유통을 조직화･규모화한 국 단 의 공동 랜드가 

필요하다. 축산물 공동 랜드화는 생산비 감과 함께 수입 축산물과의 차

별화를 도모함으로써 수익을 증 시키고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

는 특징이 있다.

  축산농가의 산지조직화, 역 랜드화의 제도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크

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생산 측면에서는 개별 으로 구입하던 생산요

소를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한계비용이 하락한다. 둘째, 랜드사업을 통

해 안 성이 보장되면 수요 측면에서는 랜드에 한 리미엄을 지불하

더라도 구매 의향이 증가한다. 



쇠고기･돼지고기 정책모형 개발  효과 분석 147

그림 6-5.  농가의 생산비용이 감소한 경우 시장균형

2.3.1. 이론  효과 분석

가.  생산비용 감( 생산 측면)  

  산지조직화로 농가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생산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최 의 농가 공 곡선  가  ′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농가(산지) 단

계의 공 곡선이 이동한 만큼 도매단계의 공 곡선과 소매단계의 최종공

곡선도 이동(→′, →′)하게 된다. 최종공 곡선( ′)과 수요곡

선이 만나는 
 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균형가격은 

에서 

으로 하

락하고 거래량은 에서 로 증가한다. 이때 도매가격은 
으로 하락하

고, 산지가격은 
으로 하락하며, 새로운 균형 은 

 , 
, 

가 된다. 

  산지단계에서 발생하는 생산비용 감으로 인한 사회후생효과를 보면, 

소비자잉여는 △

으로 기 소비자잉여에 비해 □




만큼 증

가하 다. 생산자잉여는 △

으로 기 생산자잉여 △


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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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균형
생산비용 감으로 인한

균형

시장균형

가
격

소 매 
 



도 매 
 



산 지 
 



균형거래량  

사회후생

생 산 자 △

 △




도 매 업 자 0 0

소 매 업 자 0 0

소 비 자 △

 △




표 6-7.  생산비용 감소로 인한 사회후생변화

증가하 다.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의 이윤은 완 경쟁을 가정하고 있기 때

문에 과이윤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수요창출효과( 수요 측면)  

  수요증가로 인한 시장균형과 사회후생의 효과를 살펴보자. 기균형

(
)에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과 이다. 기균형 에서 생산자

잉여는 △

 이고, 소비자잉여는 △


  이다. 

  산지조직화로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새로운 균형 은 
이 되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은 각각 
과 이 된다. 새로운 균형 에서의 생산자잉여는 △


 

로 증가하게 되고 소비자잉여는 △

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

체 인 후생은 양(+)의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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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균형

구  분 기균형 (
 )

수요증가로 인한 

균형 (
 )

시장균형
가  격 

 


거래량  

사회후생
소비자잉여 △


 △




생산자잉여 △

 △




표 6-8.  수요 증가로 인한 사회후생변화

2.3.2. 시뮬 이션 분석 모형 설정

  이 에서는 산지조직화의 효과로 생산비용 감과 수요창출의 효과를 검

토하고자 한다. 이들 외생 인 변화는 아래 모형에서 생산비용 감은 쇠고

기시장에서 , 돼지고기시장에서 를 통해 반 된다. 그리고 새로운 수요

창출은 쇠고기시장에서는 , 돼지고기시장에서는 를 통해 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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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쇠고기시장

   
 

   

  





 


   

  





 


    

   
 

       

   


       

나.  돼지고기시장

   
 

    

  





 


   

  





 


    

   
 

      

   


       

2.4. 도축장 구조조정 

  도축장 구조조정은 규모가 세하고 재정 상태가 열악한 도축장들의 폐

업을 유도하여 나머지 도축장들이 효율 으로 경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도축장 구조조정으로 인해 도축장 

가동률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 게 된다면 도축장 경  수지는 개선된

다. 경 수지 개선은 시설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경쟁력을 갖춘 도축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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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듭나게 된다.

  도축장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도축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량의 도축 수요를 확보하여 도축장을 더욱 효율 으로 가동한다. 도축장

의 효율 인 경 은 비용 감으로 이어져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도축장 설립에 따른 도축장 가동률 상승은 도축장 경  수지 개선으

로 이어져 안정 인 축산물 가격에 기여할 수 있다. 비용 감 효과는 생

산자잉여를 남기고 가격안정은 소비자잉여를 남겨 사회후생을 증 시키는 

사회 체에 경제 으로 양(+)의 효과를 낼 수 있다. 

2.4.1. 이론  효과 분석

  도축장 구조조정으로 도축에 수반되는 련 비용 감으로 농가와 도매

단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단 당 유통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이 게 

되면 도매단계의 공 곡선 가 ′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도매단계

의 공 곡선이 이동한 만큼 최종공 곡선도 이동( → ′)하게 된다. 최종

공 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균형가

격은 
에서 

으로 하락하고 거래량은 에서 로 증가한다. 이때 도

매가격은 
이 되고, 산지가격은 

이므로 각각의 균형 은 
, 

가 

된다. 

  도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이 감소한 경우 사회후생효과를 보

면, 소비자잉여는 △

으로 기 소비자잉여에 비해 □




만

큼 증가한다. 생산자잉여는 △

′으로 기 생산자잉여에 비해 □





만큼 증가한다.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의 이윤은 완 경쟁을 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 이윤은 0으로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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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유통비용()이 감소한 경우 시장균형

 

구  분 기균형
도매단계유통비용()
감소로 인한 균형

시장균형
가격

소매 
 



도매 
 



산지 
 



균형거래량  

사회후생

생 산 자 △

′ △


′

도 매 업 자 0 0

소 매 업 자 0 0

소 비 자 △

 △




표 6-9.  유통비용() 감소로 인한 사회후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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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시뮬 이션 분석 모형 설정

  도축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 감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 외

생 인 변화는 아래 모형에서 쇠고기시장에서의 유통비용 변화율 

과 돼지고기시장에서의 유통비용 변화율 을 통해 반 된다. 

가.  쇠고기시장(를 통해 반 )

   
 

    

  





 


   

  





 


    

   
 

        

   


       

나.  돼지고기시장(를 통해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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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변수 단 2010년 출처

쇠
고
기


(=

) 국내산 쇠고기 수요량(=공 량) 천톤 189 농 앙회


 국내산 쇠고기 공 가격

(농가수취가격)
1) 원/㎏ 22,516 농 앙회


 국내산 쇠고기도매가격2) 원/㎏ 23,628

축산물품질
평가원


 국내산 쇠고기 소매가격3) 원/㎏ 41,222

농수산물
유통공사

돼
지
고
기




 국내산 돼지고기 
수요량(=공 량)

천톤 764 농 앙회


 국내산 돼지고기 공 가격 

(농가수취가격)
4) 원/㎏ 4,873 농 앙회


 국내산 돼지고기 도매가격5) 원/㎏ 5,137

축산물품질
평가원


 국내산 돼지고기 소매가격6) 원/㎏ 13,304

농수산물
유통공사

표 6-10.  2010년 쇠고기･돼지고기 수   가격

3. 시뮬 이션 기값 설정

3.1. 초기 균형값 설정 

3.1.1. 기 내생변수 균형값 설정 

  비교정태분석을 해 기 균형값으로 2010년의 시장균형물량과 균형가

격자료를 사용하 다. 쇠고기시장과 돼지고기시장의 기 균형값은 아래 

<표 6-10>에 정리되어 있다. 

주: 1. 1) 4) 농가수취가격은 생체를 정육으로 환산한 가격임. 소는 생체 600㎏을 기 으

로 정육률 37.7%를 용하 음. 돼지는 생체 110㎏에 59.7%를 용하 음. 

    2. 2) 5) 도매가격은 도매시장의 평균 경락가격을 정육으로 환산한 가격임. 소는 한우

와 육우의 평균경락가격에 도축 비율을 가 치로 하여 평균 경락가격을 계산한 후 

이를 정육 기 으로 환산(지육가격/0.64)하 음. 돼지도 평균경락가격을 정육으로 

환산(지육가격/0.78)하 음. 

   3. 3) 6) 소매가격은 다양한 부 가 있는 계로 이들 부 별 가격을 가 평균한 가격

을 사용하 음. 소와 돼지 모두 발표 조사되는 부 별 소비자 가격에 부 별 생산비

을 가 치로 하여 최종 소매가격을 계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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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비율

쇠
고
기


 (=

╱
  ) 도매가격 비 농가수취가격 비율 0.953


 (=╱

) 도매가격 비 도매단계 유통비용 비율 0.047


 (=

╱
) 소매가격 비 도매가격 비율 0.573


 (=╱

) 소매가격 비 소매단계 유통비용 비율 0.427


 (=

╱
) 소매가격 비 농가수취가격 비율 0.546


 (= ╱

) 소매가격 비 소매산지 유통비용 비율 0.454

돼
지
고
기


 (=

╱
) 도매가격 비 농가수취가격 비율 0.949


 (=╱

) 도매가격 비 도매단계 유통비용 비율 0.051


 (=

╱
) 소매가격 비 도매가격 비율 0.386


 (=╱

) 소매가격 비 소매단계 유통비용 비율 0.614


 (=

╱
) 소매가격 비 농가수취가격 비율 0.366


 (= ╱

) 소매가격 비 소매산지 유통비용 비율 0.634

표 6-11.  쇠고기･돼지고기의 가격비율

3.1.2. 가격비율

  의 기 균형값들로 부터 EDM 분석모형에 사용될 가격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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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탄성치 추정 

  비교정태분석을 해서는 기균형값, 모수들 외에 수요와 공 의 가격 

탄성치 자료가 필요하다. 이 에서는 쇠고기시장과 돼지고기시장에서의 

수요와 공 의 탄성치를 추정하 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요와 공 함수를 각각 아래와 같은 형태로 추정

하 다. 

- 쇠고기 수요함수

  ∙∙   

- 쇠고기 공 함수

  ∙ ∙   

- 돼지고기 수요함수

   ∙∙   

- 돼지고기 공 함수

  ∙ ∙   

3.2.1. 사용자료

  본 연구에서의 추정방법은 2단계 최소자승법(TSLS)33를 이용하 고 추

정에 쓰인 소 트웨어는 E-views 6.0을 사용하 다. 분석을 해 1981년부

33 단일방정식 모형에서는 하나의 (종속)변수가 다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설명)

변수들의 선형함수로 표 되고 설명변수가 원인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 종속변

수가 나타난다는 암묵 인 가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제변수들은 방의 

향력 흐름이 존재한다. 즉, 가격이 수요량(생산량)에 향을 주기도 하지만 수

요량(생산량)이 가격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쇠고기 수요함수의 설명

변수 와 확률  교란항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상 계 때문에 수요함

수와 상 계가 없는 공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설명변수들을 도구변수로 이

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TSLS 방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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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설명 출처 단

  쇠고기 수요량(생산량) 농 앙회 톤

 쇠고기 소매가격1) 농 앙회 원/㎏

 소 산지가격
2)

농 앙회 원/600㎏

 명목국민총생산 KOSIS 통계청 억원

 사료가격 농 앙회 원/㎏

    돼지고기 수요량(생산량) 농 앙회 톤

 돼지고기 소매가격
3)

농 앙회 원/㎏

 돼지 산지가격
4)

농 앙회 원/110㎏

표 6-12.  추정에 사용된 자료

터 2010년까지의 연별 자료를 사용하 다. 

주 1) 쇠고기 소매가격은 연별 소매가격 자료에서 표가격으로 나와 있는 3등  불고기 

가격을 이용하 다. 이때, 원/500g 가격자료를 ㎏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2) 소 산지가격은 암소와 수소의 생체  600㎏ 산지가격을 평균하여 나타낸 자료를 

이용하 다.

   3)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삼겹살 가격을 이용하 다. 이때, 원/500g을 원/㎏으로 환산하

여 나타내었다.

   4) 돼지 산지가격은 생체  110㎏ 가격자료를 이용하 다.

  이때, 소 산지가격과 돼지 산지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로 디 이트하

여 물가상승의 향을 배제한 실질가격으로 나타냈고, 쇠고기 소매가격과 

돼지 소매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 이트하여 실질소매가격으로 나

타냈다. 쇠고기 수요함수와 돼지고기 수요함수에서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외생 인 요인으로 국민총생산(GNP)을 이용하 다. 한, 사료가격으로는 

쇠고기의 공 함수에서는 비육우용 큰소 비육 기 사료가격을 이용하고 

돼지고기 공 함수에서는 양돈용 육성돈 기의 사료가격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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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추정 결과

  쇠고기 수요함수의 추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설명변수들 앞에 L은 각 

변수들을 로그 환하여 사용한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추정방정식은 

log-log모형으로 각 계수값들은 탄성치로 해석된다. 쇠고기 명목소매가격

(NPBR)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디 이트하여 쇠고기 실질 소매가격으로 

환하 고 이를 RPBR로 나타냈다. 확률  교란항 간 자기상 을 치료하

기 한 방법으로 AR(1)을 설명변수로 추가하 다. 

  수요함수의 TSLS 추정에 사용된 도구변수들은 수요함수에서 가격변수

를 제외한 상수항과 소득이 포함되었고 수요함수에 향을 미치지 않는 공

함수의 설명변수 사료가격이 포함되었다.

변수 추정값 t-값

C 15.91138   4.335013***

LRPBR -1.056900 -2.172870**

LGNP  0.436026   4.535732
***

AR(1)  0.465356 1.448700

표 6-13.  쇠고기 수요함수 추정 결과

주: ***와 **, *은 유의수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쇠고기 수요함수 추정 결과, 가격과 소득에 한 계수 값의 부호가 모두 

경제이론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왔고 유의성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쇠고기 

자체가격탄력성은 -1.0569로 나타나 가격변화에 한 수요변화가 탄력

인 것을 알 수 있다. 한, 소득탄력성은 0.436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공 량은 도축두수에 의해 결정되고 도축두수는 사육두수에 의

해 결정된다. 한, 사육두수는 산지가격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때 올해의 

산지가격뿐만 아니라 기의 산지가격 는 2년 의 산지가격까지도 

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 산지가격의 기가격과 올해가격의 평균가격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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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추정값 t-값

C -11.80868 -3.907898***

LNBFO(-2)    1.113128  7.402241***

LWPBF    0.438808  3.624293***

LFEED    0.380307  2.554858
** 

표 6-14.  쇠고기 공 함수 추정 결과

변수 추정값 t-값

C 10.89150 18.99790
***

LRPPR  -0.391908  -4.754152
***

LGNP   0.394626 14.27620***

AR(1)   0.538526   3.680229***

표 6-15.  돼지고기 수요함수 추정 결과

산자물가지수로 디 이트한 평균가격을 이용하 다. 한, 사육두수를 

체 암소사육두수와 1세 이상 암소사육두수(NBFA), 2세 이상 암소사육

두수(NBFO)로 나 어 추정하 다. 도구변수로는 가격변수를 제외한 공

함수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을 포함하고 여기에 수요함수의 소득, 체재 가

격(돼지고기 실질 소매가격) 등을 사용하 다. 

주: ***와 **, *은 유의수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한, 2년  2세 이상 암소 사육두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쇠고기 공

함수를 추정한 결과, 사육두수와 기와 올해 소 산지가격의 평균가격, 

사료가격변화에 해 모두 +의 계로 나타났다. 추정결과를 보면, 기와 

올해의 평균 산지가격이 1% 상승하면, 쇠고기 공 량은 0.438808%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와 **, *은 유의수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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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해서 돼지고기 실질 소매가격과 소득

을 설명변수로 포함하 다. 돼지고기 수요함수에 한 자체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쉽게 나타내기 하여 log-log모형을 이용하 다. 도구변수

로는 상수항, 소득과 사료가격을 사용하 다. 한, 확률  교란항 간 자기

상 을 치료하기 한 방법으로 AR(1)을 설명변수로 추가하 다. 돼지고

기 수요함수 추정 결과, 돼지고기 실질 소매가격이 1% 상승할 때 돼지고

기 수요량은 0.39190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공 량은 도축두수에 의해 결정되고 도축두수는 사육두수에 

의해 결정된다. 한, 사육두수는 산지가격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때 올해

의 산지가격뿐만 아니라 기의 산지가격이 향을 미친다. 따라서 돼지 

산지가격의 기가격과 올해가격의 평균가격에 생산자물가지수로 디

이트한 평균가격을 이용하 다. 한, 사육두수를 체 돼지사육두수와 6

개월 이상 돼지사육두수(NPFA), 8개월 이상 돼지 사육두수(NPFO)로 나

어 추정하 다. 도구변수로는 가격변수를 제외한 공 함수에 사용된 설명

변수들과 수요함수의 소득, 체재 가격(돼지고기 실질 소매가격)을 사용

하 다. 추정결과, 산지평균가격이 1% 상승할 때, 돼지고기 공 량은 

0.1124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추정값 t-값

C -1.685186 -1.950436
*

LNPFO  0.270618  1.331093

LNPFO(-1)  0.770399    5.552765***

LWPPF  0.112498  1.122193

표 6-16.  돼지고기 공 함수 추정 결과

주: ***와 **, *은 유의수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실제 분석에서 사용한 탄성치는 다음과 같다. 쇠고기 수요의 가격탄성치

는 -0.5, -1.0, -1.5를 고려하 고 공 의 가격탄성치는 0.2, 0.5, 1.0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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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돼지고기 수요의 가격탄성치로는 -0.2, -0.5, -1.0을 고려하 고 공

의 가격탄성치는 0.1, 0.3, 0.5를 고려하 다. 

4. 분석 결과 

4.1. 정책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먼  앞의 네 가지의 정책 시나리오들에 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살펴보자. 탄성치에 따른 민감도를 보기 해 앞 에서 수요탄성

치 3개와 공 탄성치 3개를 고려하여 모두 9가지의 경우수가 나온다. 아래 

그림은 각 시나리오별로 이 9가지의 경우  최 치와 최소치만을 그림으

로 나타냈다. 

  이 연구의 핵심이 축산물 가격 안정에 한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어

서 각 정책별로 각 유통단계에서 비용이 1%에서 10%까지 감소할 경우 그

로 인해 시장가격(산지, 도매, 소매가격)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결과 사회

후생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도식화하 다. 

  각 정책별 가격효과와 사회후생효과는 아래의 그림들을 참조하기 바란

다. 각 정책별로 해당 유통단계에서 비용이 최  10% 감소할 때 그로 인

한 사회후생 변화분의 최 치와 최소치를 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형 패커 육성
(계열화 확 )

직거래 확 산지조직화
도축장
구조조정

쇠 고 기 3,342∼3,386 3,555∼3,604 4,280∼4,351 210

돼지고기 6,263∼6,351 6,470∼6,564 3,731∼3,763 200

표 6-17  정책 시나리오별 사회후생 변화분(유통비용 10% 감소 시)

단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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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형 패커 육성의 유통비용 감 효과(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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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형 패커 육성의 유통비용 감 효과(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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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직거래 확 의 유통비용 감 효과(쇠고기)



쇠고기･돼지고기 정책모형 개발  효과 분석 165

0%

2%

4%

6%

8%

10%

12%

14%

16%

1% 2% 3% 4% 5% 6% 7% 8% 9% 10%

산지가격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소매가격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1% 2% 3% 4% 5% 6% 7% 8% 9% 10%

(억원) 사회후생

그림 6-11.  직거래확 의 유통비용 감 효과(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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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산지조직화의 생산비용 감 효과(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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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산지조직화의 생산비용 감 효과(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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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도축장 구조조정의 유통비용 감 효과(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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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도축장 구조조정의 유통비용 감 효과(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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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 형 패커 육성(계열화 확 ): 도매와 소비지 간 유통비용 1% 감소

 - S2-직거래 확 : 산지와 소비지 간 유통비용 1% 감소

 - S3-산지조직화: 생산비용 1% 감소

 - S4-도축장 구조조정: 산지와 도매 간 유통비용 1% 감소

 - 쇠고기: 수요탄력성 -1.0, 공 탄력성 0.2

 - 돼지고기: 수요탄력성 -0.5, 공 탄력성 0.3 

4.2. 분석결과의 종합

  네 가지 정책시나리오에 해 유통비용이 1% 감소할 경우를 가정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 다. 네 가지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앞서 개별 정책시나리오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해 다양한 탄성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여기서는 아래의 탄성치를 이용하여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 다.

  쇠고기시장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것은 산지조직화

(S3)로 나타났다. 산지조직화 정책 외의 다른 정책들은 소매가격을 하락시

키지만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조직화로 생

산비용이 1% 감소할 경우 소매가격은 0.14% 하락하고, 직거래 확 로 산

지소비지 간 유통비용이 1% 감소할 경우 소매가격은 0.12% 하락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 소비자와 생산자 후생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정책 

한 산지조직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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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S1 S2 S3 S4

가격 
변화
(%)

산지가격 0.5723 0.6086 -0.2681 0.0361

도매가격 0.5454 - -0.2555 -0.0126

소매가격 -0.1145 -0.1217 -0.1464 -0.0072

후생
(억원)

소비자 89 95 114 6

생산자 244 259 312 15

사회 체 333 354 426 21

표 6-18.  쇠고기시장에서의 가격  후생 변화율

 

  돼지고기 시장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가장 크고 사회 후생이 가장 크

게 증가한 정책은 직거래 확 (S2)로 나타났다. 산지와 소비지 간 유통비

용이 1% 감소할 경우 소매가격은 0.39% 하락하고, 사회 후생은 64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S1 S2 S3 S4

가격 
변화
(%)

산지가격 0.6354 0.6563 -0.6209 0.0204

도매가격 0.6030 -0.5892 -0.0317

소매가격 -0.3812 -0.3938 -0.2275 -0.0122

후생
(억원)

소비자 388 401 231 12

생산자 237 245 141 8

사회 체 625 645 373 20

표 6-19.  돼지고기시장에서의 가격  후생 변화율

  축산물 유통비용을 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후생수 을 높이기 

해서는 쇠고기시장의 경우 산지조직화 정책이 극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돼지고기시장의 경우 직거래 확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유통

비용 감과 후생수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 된다.





외국의 축산물 유통 련 제도 검토  시사  제7장

1. 일본

  일본은 1961년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여 축산업을 선택  확 산업으로 

지정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한 법률(1961년), 가공원료유생산자

보  등 잠정조치법(1965년) 등을 제정하여 축산업 발 을 한 정부 차

원의 노력들을 해 왔다. 이후 1999년 ｢식량·농업·농 기본법｣, 1994년, 

2000년 ｢가공원료유생산자보  등 잠정조치법｣의 개정으로 축산물가격 

안정정책에서 경 안정 책 심으로 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축산물 가격 안정 제도는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육용 송아지, 낙농을 

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축산물 경 안정 책으로는 육용우번식경 지

원사업, 육용우비육경 안정특별 책사업, 양돈경 안정 책사업, 가공원

료유 등 생산자경 안정 책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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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일본의 육류 가격 안정 제도

1.1. 축산물 가격 안정 제도34

1.1.1. 육류 가격 안정 제도

  본 제도는 ｢축산물의 가격안정에 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본 농축산진

흥기구의 수  조 을 통해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의 안정을 유도하

기 해 도입되었다. 

  제도의 목 은 생산자의 경  안정과 안정 인 육류 공 을 한 것이

다. 기 이 되는 가격은 도매가격이며, 도매가격의 상한(안정상 가격)과 

하한(안정기 가격)을 설정한 후, 도매가격이 하한선인 안정기 가격보다 

낮아지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수매하고, 안정상 가격을 상회할 경우에는 

방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가.  돼지고기 안정가격

  돼지고기 안정가격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되고, 2011년 돼지고기의 안

정기 가격은 1㎏당 401.26엔이며 안정상 가격은 542.88엔이다.

34 2011년 9월 5일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나카무라

학 카이 사토시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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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돼지 지육 도매가격 추이(도쿄･오사카 시장)

P=[(P0×I×m+k]×(1±)

P: 안정기 가격과 안정상 가격

P0: 기 기간(최근 5년)의 돼지고기 농가 매가격

I: 기 기간에 한 해당 연도의 돼지고기 생산비의 변화율(생산자 지수)

: 안정가격 폭(변동계수)

m, k: 지육 도매가격에 한 농가 매가격의 회귀 계에서 얻은 계수(지육

환산계수)  정수

2011년 돼지고기 안정가격:

P=[(300엔×1.007×1.577-4.34]×(1±0.15)=472.07엔×(1±0.15)

자료: 농축산업진흥기구.

나.  쇠고기 안정가격

  쇠고기 안정가격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2011년 쇠고기의 안정기

가격은 1㎏당 817.04엔이며 안정상 가격은 1,061.22엔이다.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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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쇠고기 지육 도매가격 추이(도쿄･오사카 시장)

p: 안정기 가격과 안정상 가격

: 기 기간(최근 7년)의 거세화우 농가 매가격

: 기 기간의 육우(젖소 수소) 농가 매가격

: 기 기간에 한 해당 연도의 거세화우 생산비 변화율(생산비지수)

: 기 기간에 한 해당 연도의 육우 생산비 변화율(생산비지수)

: 안정가격 폭(변동계수)

, , : 거세화우고기의 지육 매가격에 한 농가 매가격과 육우 

농가 매가격의 회귀 계에서 얻은 계수(지육환산계수), 정수

2011년 쇠고기 안정가격:

P = [(1,122엔×0.829)×0.003] + [431엔×0.909)×2.446] - 21.95

   = 939.13엔×(1±0.13)

자료: 농축산업진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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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육용 송아지 가격 안정 제도

  본 제도는 ｢육용자우생산안정 등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1년 쇠고기 수

입자유화로 인한 향을 최소화하고 안정 인 송아지 생산을 해 도입되

었다. 육용송아지의 시장거래가격이 보증기 가격보다 낮은 경우 보조 을 

교부하고, 합리화목표가격 아래에서 송아지 가격이 형성되면 회에 립

된 생산자 립 을 재원으로 교부하여 육용송아지의 안정 인 생산을 유

도한다. 보증기 가격은 수입자유화 이 의 농가 매가격을 기 로 산정되

며, 송아지 가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리화 목표가격을 산정한다. 

두 가격 모두 흑모화우, 갈모화우, 기타, 유용종(홀스타인종 수소), 교잡종

(육용종과 홀스타인종) 등 품종별로 산정한다. 

그림 7-4.  육용자우생산자보 제도의 개요

가.  보증 기  가격 산정법

  육용 송아지의 보증기 가격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기 기간은 수

입자유화 이  7년간(1983년 2월~1990년 1월로 고정) 이며, 산정연도에 

상되는 생산비용은 최근 7년간의 생산비 변동에 기 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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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송아지 보증기 가격 산출식

나.  합리화 목표가격 산정법

  육용 송아지의 합리화 목표가격은 수입 쇠고기 가격에 비육우 환산 계수

를 용하여 비육우 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비육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값에 시장거래가격 환산계수와 품종 격차계수를 용하여 계산한다.

그림 7-6.  합리화 목표가격 산출식

쇠고기

쇠고기
쇠고기

키우는 데

품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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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모화우 갈모화우
그 외 

육류 용종
유용종 교잡종

보증기 가격 310 285 204 116 181

합리화 목표가격 268 247 142 83 138

두 가격 간 차이 42 38 62 33 43

표 7-1.  보증기 가격과 합리화 목표가격(2010년)

단 : 천엔/두

  보증기 가격과 합리화 목표가격 산출식에 의하여 계산된 각각의 2010

년 가격은 아래와 같다.  

  일본에는 해마다 육용송아지에 한 보조 이 지 되고 있다. 이는 육용 

송아지 시장거래 가격  최소 하나 이상의 가격이 보증기 가격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0년  반에 보  지출액이 많았던 것으

로 나타났다.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교부액 325 187 244 175 26 7 29 110 71

표 7-2.  육용송아지 보  교부 실

단 : 억 엔

1.2. 경영 안정 대책

1.2.1. 양돈 경  안정 책 사업

  본 사업은 지육가격의 하락, 생산비 상승 등 양돈 경 의 안정을 도모하

기 해 도입되었다. 지육가격이 보증기 가격보다 낮은 경우 양돈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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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양돈 경  안정 책 사업의 구조

에게 그 차액의 80%를 지 하며 2010년부터 3년간 진행된다.

  경축연계, 에코피드 활용 등에 참가하고 있는 형 사업자를 제외한 양

돈경 자를 상으로 하며, 기  마련을 한 갹출 비율은 생산자와 국가

가 각각 반씩 부담한다. 2011년 생산자 갹출 은 1마리당 580엔이다.

자료: 농축산업진흥기구.

1.2.2. 육용우 번식 경  지원 사업

  육용우 번식의 경우 송아지 생산과 매에 걸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본 회수율이 낮고 거액의 운 자 을 필요로 하여 송아지 가격이 변동되

기 쉽다는 특징을 가진다. 육용우 번식사업은 육용자우 생산자 보  제

도를 보완하며 농가소득을 확보하고 육용우 번식 경 의 기반을 안정화시

키기 해 실시하고 있다. 

  육용 송아지의 매 분기 평균매매가격이 발동기 (가족노동력의 80%를 

보상하는 것으로 설정)보다 낮은 경우, 해당 분기의 매 는 매 보류된 

육용 송아지(흑모화우, 갈모화우, 기타 육용 용종)를 상으로 차액 의 

3/4을 지원한다.

갹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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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흑모화우 갈모화우 기타 육용 용종

발동 기 38만엔 35만엔 25만엔

표 7-3.  품종별 발동 기  

그림 7-8.  육용우 번식 경  지원 사업의 구조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1.2.3. 육용우 비육 경  안정 특별 책 사업 

  본 제도는 육용우 비육 경 의 수익성이 악화된 경우 생산자의 갹출 과 

국가의 조성 으로 이루어진 기 (생산자:국가=1:3)으로 수익과 생산비 차

액의 80%를 보조하는 것으로 육용우 비육 경 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한 

것이다. 매 분기 비육우 1마리당 수익( 국평균)이 생산비( 국평균)보다 

낮은 경우 비육우 생산자에게 보조 을 지 하며, 상 품종은 육용 용

종, 교잡종, 유용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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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육용우 비육 경  안정 특별 책사업의 구조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1.2.4. 육용우 경  안정 책 보완 사업

  본 제도는 육용우 생산이 산간지역의 기간산업으로 지역경제에 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 고령화 등에 처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육용우의 안정 인 공 을 꾀하기 한 것이다. 주요사업

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참가 원활화 책: 육용우 번식사업의 신규 참가를 독려하기 하

여 농  등이 사료 리시설 등을 정비하여 사료 자 률 향상을 해 노

력하고 있는 신규 참가자에게 임 하는 등 

② 육용우 생산기반 강화 책: 육용우 생산기반의 강화를 해 헬퍼 지원, 

번식 능력이 좋은 번식우 보  

③ 육용우 진흥 책: 지역의 특색 있는 품종의 생산과 이용을 장려하고, 이

도  산간지역의 육용자우의 수집 분산 등을 지원 

④ 육용우 유통 진 책  도입 보증 기  지원: 육용우 유통을 진시

키기 한 조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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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류 유통 합리화 및 개선 종합 대책 사업 

  본 사업은 소비･유통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소비자,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함과 더불어, 수입육

과의 경쟁, 경기 악화, 구제역 발생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응

하여 안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육류를 안정 으로 공 하기 해 도입되었

다.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① 유통 합리화 시설 설비 사업: 산지육류센터의 가공･ 생 리･수출용 육

류가공 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한 시설 정비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② 유통합리화 추진･ 진사업: 효율 인 도축과 폐기물 감량화 등에 필요

한 기술 개발 비용 지원, 기존 개발된 기계 도입  확 에 필요한 비용 

지원, 축산 부산물 수  안정 책  가축 시장 유통 진 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③ 육류 유통 시설 등 설비 개선 지원: 산지육류센터･가축거래시장･처리 

시설의 효율화  비용, 환경 책･ 생 리 향상에 필요한 설비, 수출

용 육류 처리･가공에 필요한 설비 개선에 필요한 융자의 일부 지원 

④ 육류 도매시장 기능 강화: 육류도매시장에서 공정하게 가격이 설정될 

수 있도록 육류도매시장의 기본 기능인 정보 달･수집분산･결제기능을 

강화하며 품질 리에 집 할 수 있도록 지원

⑤ 육류 도소매 경 의 안정화: 안정 인 규모 거래처를 이용하도록 권

장하며 육류 유통에 한 세미나나 강연회 개최, 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융자 

1.4. 차액관세제도

  본 제도는 1971년 수입자유화로 싼 수입 돼지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자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비하여 도입되었다. 수입 돼지고

기의 가격이 분기  가격인 ㎏당 393엔보다 낮은 경우 종량세를 징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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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차액 세제도의 구조 

기 수입가격인 409.90엔/㎏에 맞추고, 분기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4.3%의 세를 징수한다. 

  를 들어 돼지고기 수입가격이 분기  가격보다 낮은 48.9엔/㎏인 경우

에는 361엔/㎏의 종량세를 징수하고, 수입가격이 분기  가격보다 높은 

489엔/㎏인 경우 4.3%의 세를 용하여 과세 후 가격은 510.05엔/㎏이 

된다. 4분기의 수입량 계가 일정 수 (과거 3년간 평균 수입량의 119%)

을 넘는 경우, 행 세율을 용하여 WTO 정에서 인정한 수 까지 공

량을 조 한다.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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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35

2.1. 미국의 축산 정책

  미국 농업은 연방정부에서 운 하는 많은 보호 정책과 규제에 향을 받

고 있지만 축산업은 그 지 않다. 축산 분야에 정책이 많지 않은 이유는 

우선 다른 농산물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낮고, 타 품목에 비해 농가 수취율

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곡물이 축산물 생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곡물류에 한 정책

이 곧 축산 분야의 간 인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를 들어 옥수수 소

비의 55~65%, 두 소비의 45~50%가 축산물 사료로 이용된다. 양계와 계

란 생산에서 사료비 비 은 60~64%를 차지하며, 돼지고기 생산에서 47%, 

쇠고기 생산에서 17%를 차지한다. 

  미국의 축산업은 고도로 수평 ･수직  계열화가 확 되는 등 기업 형

태로 발 하고 있으며, 사료비가 낮아 축산물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축산업 련 정책이 많지 않다. 축산

련 정책은 축산업이  더 기업화되어 가면서 개방 시장에 합한 

험 리  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육류

제품의 생·안 , 육류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생산농가의 험 리 등에 

을 맞춰 지속 으로 유지 발 시키고 있다. 

2.1.1. 축산물 의무가격보고 제도

  의무가격보고 제도는 축산물가격 의무보고법(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Act of 1999)에 의해 축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각 마  단계

35 이 부분은 건국 학교 김민경 교수의 탁 연구 내용과 한국농 경제연구원에

서 2011년 9월 5일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오클라호마 학 정찬진 교수의 발

표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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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참여자들이 거래 가격, 국내 소비  수출에 련된 정보 등을 USDA

에 보고하고 해당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1년 4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시행되었고, 2차례(1차 2006~2010년, 2차 2010~2015년)에 

걸쳐 기간이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다. 

2.1.2. 축산물 이력추 제

  미국의 가축 이력추 제(the 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 

NAIS)는 개별가축에 한 소유권을 나타내기 한 목 으로 2002년 처음 

도입되었다, 2009년 이력 추 이 가능한 축산물은 축종별로 가 류가 

95%, 양이 95%, 돼지가 80%, 염소가 60%, 말이 50%, 소가 18%이다. 

2010년 2월 5일부터는 가축질병이력추 제(Animal Disease Traceability)의 

개념으로 바 어 시행되고 있어 향후 이력 추 이 가능한 축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이력추 제는 주에서 리하고 있으나 주를 옮길 때에도 

추 이 가능하다. 

  미국 가축 부문 이력추 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는 생산된 

육류의 추 시스템이며, 두번째는 개별동물의 이력시스템이다. 재 이 둘

을 연결하여 농장에서 소비자까지 통합된 가축 이력추 제를 시행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2.1.3. 원산지 표시제

  원산지표시제(COOL, Country-of-Origin Labeling)는 우리나라와 마찬가

지로 소매상이 반드시 그들이 는 식품에 한 원산지를 밝 야 하는 법

으로 2002년 미국 농업법(Farm Bill 2002)에 의해 의무사항이 되었다. 

2008년 미국 농업법(Farm Bill 2008)은 원산지표시 제도의 확  실시를 결

정하 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ground meats)이다. 라벨에는 미국산(U.S. country of origin)임을 알리고, 

주 출생지, 사육지, 도축지 등의 이동 경로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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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생  안  리 로그램

  푸드 체인(farm-to-table)의 안 을 확보하기 해서 해요소 리기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을 두고 있다. 

HACCP은 1995년 12월 처음 법제화되었으며 식육산업(Livestock Industry)

에 의무사항이 된 것은 1996년 7월이다. HACCP은 원재료 생산, 확보, 처

리에서 발생하는 생물학 , 화학 , 물리  해요소의 분석과 리를 통

하여 제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 안 을 리하는 시스템이다. 

  육류 품질보장 로그램인 BQA(Beef Quality Assurance)와 PQA(Pork 

Quality Assurance)가 있다. 이 로그램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질과 안

성을 담보하고 식용으로 사육되는 가축의 복지를 담보할 수 있는 인증 

로그램이다. 특히 이 제도는 식품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해 식품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HACCP 로그램을 모델로 삼아 개발되었으며 이를 농

장에 맞도록 용하 다. PQA와 BQA는 식품 안 에 험을 래할 수 

있는 잠재 인 사육방법을 식별하고 농장에서 실제 농가 교육을 통하여 

험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되었다. 

2.1.5. Packers & Stockyards Act

  육류시장에서 패커들의 과  행 를 방지하기 해 미국은 1920년

부터 Packers & Stockyards Act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 강화되

고 있다. 이 법은 불공정한 가축 거래 지, 신속한 거래  지불 규정 등

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08년 농업법을 근거로 2010년 6월 가축  가

류 거래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해 시행 규칙 개정안을 공표하 다. 이번 

개정안은 유례 없이 강한 상거래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

는 육류 유통의 공정 거래를 확립하고 가축  축산물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하고 패커들의 불공정한 독 인 시장지배력을 차단하기 해 개정

함을 명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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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료 곡물 관련 농가 보조 프로그램

  농업 보조 정책은 농업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를 의로 해석하면 농

업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한 정부 지원이 포함된다. 를 들면 기

술 개발 지원, 농업 교육 지원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미국에서 이런 의

미의 농업 보조는 그 역사가 18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정된 

Morrill Act36는 연방정부의 토지를 주정부에 불하하고 주정부는 그 매수

익으로 농업 분야를 심으로 하는 학을 설립하게 된다. 하지만 농업 보

조 정책은 일반 으로 농산물의 가격 지지를 통해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안정시킴으로써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미국에서 최 의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1929

년에 제정된 Agricultural Marketing Act를 들 수 있다. 이 법에 의거해 

Federal Farm Board가 신설되었고, 이 기구는 농산물 비축사업을 통해 농

산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 다. 이후 수많은 농업 보조 정책이 실시되었

다. 1930년 에 시도되었던 정책들은 가격지지, 수입 장벽, 유통 규제, 작

물 보험 등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1940년  이후에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에 따른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가

격이 높았던 시기에는 농업 개 이 시도되었고, 가격이 낮았던 시기에는 

농업 보조를 늘리는 정책이 시도되었다. 1980년 에는 농업 보조를 이기 

한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감축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업 보조를 

늘리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1996년에 제정된 Freedom to Farm Act는 기존 농업 보조를 보다 더 시

장 친화 인 방향으로 환시켰고 농업 부분의 여러 규제를 완화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 다. 이 법에 의해 Direct Payment가 시행되었다. 이 로그

36 이 법률의 공식 명칭은 An Act Donating Public Lands to the Several States and 

Territories which may provide Colleges for the Benefit of Agriculture and the 

Mechanic Art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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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가격과 연계되지 않는 보조 을 농가에 직  지 함으로써 농가 소득

을 안정화시키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다.  

  미국의 농가 보조 정책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만큼 수많은 정

책들이 시행되고 폐지되면서 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하에서는 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심으로 농업 보조를 살펴보려고 한다. 

2.2.1. Marketing Loan

  유통 융자 로그램은 농산물 가격 보조 정책으로 그 시행은 뉴딜 정책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의 유통 융자는 단순히 수확기에 융자를 제공

하여 농산물의 출하가 집 되는 것을 완화하기 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재의 유통 융자는 1986년 Farm Bill을 거치면서 농산물의 최소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변환되었다. 최소 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농가는 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최 가

격을 보장함으로써 시장 가격에 의한 공 량 조  기능을 훼손시킨다는 비

을 받는다. 

  농가는 수확기에 자신의 수확물을 담보로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

다. 융자액은 정부에 의해 정해진 목표 가격에 의해 정해진다. 융자로 인해 

 흐름이 완화된 농가는 출하시기를 조 함으로써 출하 집 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시장 가격이 융자 가격보다 높은 경우 농

가는 자신의 생산물을 시장에 팔아 융자를 상환하고 차액을 수익으로 갖는

다. 반면 시장 가격이 융자 가격보다 낮으면 농가는 융자  액을 갚는 

신 시장 가격으로 융자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는 시장 가격과 

융자 가격의 차액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아 최소 가격을 보장받는 효과를 얻

게 된다. 한 농가는 유통 융자를 받는 신 정부로부터 융자 부족분 지

불(Loan Deficiency Payments)을 받을 수 있다. 융자 부족분 지불액은 융

자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이다. 이 경우 역시 농가는 정부에 의해 설정

된 최  가격을 보장받는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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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Direct Payments

  기존 가격 보조 정책은 농산물 생산량을 증가시켜 시장 왜곡을 래한다

는 비 을 받아왔다. 이런 비 으로부터 벗어나기 해 의회는 1996년 

Freedom to Farm Act를 통해 직 지불제도를 신설하 다. 보조 자격 결정

은 1986년의 농지 이용 상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단, 자격 요건을 갖추

면 그 농지의 재 상태에 계 없이 토지의 소유주에게 보조 이 지불된

다. 재의 작물 생산 여부는 보조 자격 결정에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기

존 가격 보조 로그램에 비해 시장 왜곡이 다고 평가된다. 

2.2.3. Counter-Cyclical Payments(CCP)

  1996년 Freedom to Farm Act는 직  지불을 시행함으로써 시장 친화  

농업보조를 도입하 다. 하지만 2002년에 제정된 Farm Bill은 시장 친화  

농업 보조의 근간을 훼손하는 Counter-Cyclical Payment를 도입하 다. 이 

제도는 시장 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으면 보조 을 지 하는 제도인데, 

과거의 생산 이력을 보조 상 결정에 이용한다. 따라서 재의 생산에 기

반을 두고 있는 유통 융자에 비해 덜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는 시장 가격이 목표가격에 비해 낮을 경우 농

가에 보조 을 지 함으로써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2.2.4.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Program

  미국에서는 1930년  이후 많은 농가 보조 로그램이 시행되었다. 그 

로그램들의 목표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는데, 이 목표를 달

성하기 한 수단으로 선택되었던 것은 주로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이었다. 

하지만 농가가 직면하는 험은 가격의 등락뿐 아니라 생산량의 감소도 포

함한다. 따라서 가격과 생산량의 변동에 따른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

하기 한 로그램이 고안되었는데 이것이 2008년 Food,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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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nergy Act에 의해 시행된 ACRE(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은 다른 농가 보조 로그램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

에 이 제도에 가입하기 해서는 다른 로그램이 제공하는 보장을 포기해

야 한다. ACRE에 가입된 농가는 CCP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없고, 20%

의 직 지불을 포기해야 한다. 한 가입 농가에게는 30% 낮은 융자 가격

이 용된다. 

2.2.5. Disaster Payment

  자연 재해로 인하여 농가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작

물 보험과 여러 농가 보조 로그램과 같이 농가의 소득이 일정 수  이하

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다.

2.2.6. Crop Insurance

  농업 생산량이 기상 등 외부 환경에 의해 크게 향을 받기 때문에 농가

의 소득도 외부 환경에 따라 불안정성이 커진다. 작물 보험은 이러한 농가 

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해 도입되었다. 농가가 작물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는 일정 부분의 보험 을 지원하는 구조를 갖는다. 

  다음 그림은 옥수수에 지 된 정부 보조를 나타낸다. Direct Payment에 

의한 보조 이 꾸 히 집행되고 있고, 해당 연도의 시장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보조 이 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최근 곡물가격이 상

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 하여 가격에 연계된 로그램이 

발동하지 않고 직  지불과 작물 보험에 한 보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옥수수에 지 된 보조 은 2005년 $10billion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에는 

$3.5billion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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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1.  미국의 옥수수 보조, 1995-2010.

자료: http://farm.ewg.org

  에 열거된 여러 농가 보조 로그램은 농가가 직면한 험으로부터 보

호해 으로써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면 농산물의 수요자들은 조  더 좋은 조건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축산농가를 로 들어보면, 생산비  사료비 지출이 많은 비 을 차

지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하락은 축산물 생산에 도움을 다. 미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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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쇠고기 포장육 비육우 비육돈 가축 구매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53

62

79

84

85

83

-

36

50

72

79

82

79

81

34

32

40

46

57

64

63

26

34

53

62

66

67

-

  주: 2007년 이후 쇠고기 포장육과 가축 구매에 해서는 발표하지 않음.

자료: USDA, GIPSA Annual Report 2010.

표 7-4.  미국 축산업의 4개 기업 집 도(1980-2009)

우 축산업에 직 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곡물에 한 보조

를 통한 효과가 축산물 생산에 향을 주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

할을 한다. 

2.3. 축산 계열화 확대에 따른 육류 시장 효과

2.3.1. 수평계열화의 확

  미국의 축산업계, 특히 축산물 도축  유통업자(Packer)들은 1970년  

이후 지속 인 수평  M&A를 통해 기업의 규모를 확 해 왔다. 상  4개 

기업의 집 도는 비육우의 경우 1980년 36%에서 2009년 81%, 비육돈은 

같은 기간 34%에서 63%로 증가하 다. 포장 쇠고기의 경우 1980년에 

53%에서 2005년에 85%로 증가하 고, 가축 구매는 같은 기간 26%에서 

66%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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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소매시장

축우공 시장
비용효율성 총 효과

물시장 계약시장

유통마진 

효과
33.06 19.65 6.18 -198.68 -139.78

자료: In Bae Ji, 2011

표 7-5.  시장 집 도 증가에 따른 유통마진 효과 분석
단 : cent/cwt

2.3.2. 수평계열화 확 에 따른 효과

  이러한 축산업계의 속한 계열화(집 화)는 축산업자들과 정부, 학계는 

형화･집 화된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산지시장에서의 농가 수

취가격 하락과 소비자 가격의 상승이라는 독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여

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학계에서는 시장 집 화에 따른 시장지배력의 가격효과

(농가수취가격 하락 는 소비자가격 상승)와 유통비용 감소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시장 집 화가 사회후생을 증가 는 감소시키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시장 집 도 증가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농가수취가격은 하

락하고,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는 결과를 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결

국 비용 효율성이 높아져 체 인 유통 마진은 감소한다는 것이 여러 연

구에서 밝히고 있는 결과이다.

  아래 표는 시장 집 도 증가에 따른 유통마진 효과를 계측한 결과(In 

Bae Ji, 2011)이다. 시장집 도를 나타내는 HHI가 0.01 증가할 때 100 운

드당 변화 액(cent)을 나타낸 것이다. 시장 집 도가 증가할수록 쇠고기 

소매 시장과 축우 공  시장에서 유통 마진은 증가하지만, 비용이 감소하

여 체 으로 유통마진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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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미국 소 조달시장에서의 4  기업 계약 물량 변화

2.3.3. 수직계열화의 확

  미국에서는 수평계열화 확 와 더불어 수직계열화도 빠른 속도로 확

되고 있다. 수직계열화는 투입재,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수직  

흐름에서 각 단계를 연계하기 한 경제행 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민국 

등, 2010). 미국의 경우 수직계열화의 주요 은 패커가 생축을 확보하기 

한 방법, 즉 농가와의 계약 거래, 경매 시장 구매, 자가 사육 등 생축의 

거래 형태에 맞춰져 있다. 

  수직계열화의 진척은 농가와 패커 간 계약거래 물량을 통해 악이 가능

하다. 미국에서 도축을 한 소의 계약거래 물량은 1990년  약 20% 수

이었으나, 1998년 이후 격히 증가하여 2002년 이후에는 35~45%에 달하

고 있다. 이것은 상 으로 경매시장(Spot Market)에서 취 하는 물량이 

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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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장 효과 비용효율성 총효과

1.11 -10.95 -9.83

자료: In Bae Ji, 2011.

표 7-6.  계약거래 증가에 따른 유통마진 효과 분석
단 : 센트/100 운드

2.3.4. 수직계열화 확 에 따른 효과

  수직  통합과 련한 미국 축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Captive Supply

(계약에 의한 거래나 패커들이 직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 증가에 따라 

물거래의 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거래 

물량이 높을 경우에는 물가격이 계약거래의 기 가격이 될 수 있었으나, 

물거래 물량이 어들면서 기 가격으로서의 역할에 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한 계약거래가 증가하면서 확보된 물량을 이용하여 패커들이 

물시장에서 물가격을 낮게 책정한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해 미국 농무부(USDA)는 패커들이 그들의 

도축 조달 물량과 가격 등을 의무 으로 보고하게 하는 내용을 농업법에 

포함시켰다(축산물 의무가격 보고 제도).

  다음 표는 계약거래 증가에 따른 유통마진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In 

Bae Ji). 분석 결과, 계약거래가 1,000만 운드 증가하면 계약시장에서 100

운드당 마진이 1.11센트 상승하지만, 비용은 10.95센트 하락하여 체 

유통마진이 9.83센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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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사례의 시사

  일본은 축산물의 가격 안정 등에 한 법률 등을 기 로 축산업 발 을 

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0년  들어 축산정책의 방향은 

가격 안정에서 경  안정 심으로 환되고 있다. 그동안 육류의 안정 공

과 생산자의 경  안정을 해 육류의 수매  방출, 수입 세 조 , 그

리고 보조  지  등을 통해 육류  육용 송아지의 가격안정제도가 시행

되어 왔으나 그 효과는 매우 제한 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우 번식기반의 안정을 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그동안 한우산업의 안정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않지만 최근 

들어 과잉 사육두수의 한 원인이라는 비 도 제기되고 있다. 육류가격 안

정을 해 일본에서 시행하는 직 인 시장 개입 제도는 단기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나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시장의 왜곡도 야기할 수 있어 

극 인 도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미국의 경우 축산업에 한 직 인 정책개입은 매우 다. 미국 축산

업은 그동안 계열화가 확 되어 왔고, 상  몇 개의 계열업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한 매우 높다. 계열화로 인해 비용 효율성이 높아져 체 

유통마진은 감소하지만 시장의 과 화에 따른 문제 발생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축산물 의무가격보

고법(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Act), 패커의 과  행 방지 련법

(Packers & Stockyards Act)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축장 구조조정, 거  도축장 육성, 그리고 형 패커 육성 

등을 통해 축산물 유통의 구조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책효과의 제고를 

해서는 축산물 유통 주체의 규모화와 형화에 따른 정 인 면을 높이

고 부정 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에 한 검토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체계 개선 방안  제8장

1. 유통체계 개선을 한 기본 방향 

1.1. 기본 방향 도출

  국민 소득의 증가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축산식품에 한 소

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축산물의 가격 변동이 소비자의 소비심리에 

미치는 향이 차 커지고 있으며, 축산물 가격 안정을 한 효과 인 정

책 안의 수립에 한 요구가 증 하고 있다. 

  축산물의 격한 가격변동 원인으로는 가축질병 발생과 같은 외부 요인

에 의한 갑작스럽고 단기 인 수  변화와 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체계에 

의한 문제가 주된 것으로 지 된다.    

  이 연구는 축산물 가격 변동을 포함한 축산물 유통체계의 문제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축산물시장의 가격인과성  가격

달 체계를 분석하고, 축산물 유통정책을 평가했다. 한 외국의 축산물 유

통 련 사례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재와 같이 참여 주체가 다양한 

축산물의 다단계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하고 가격 불안정

성을 완화하기 해서는 유통단계를 통합하여 유통 주체의 의사결정 단계

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축산물 유통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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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론은 이미 앞에서 언 되었듯이 축산물 생산  유통 주체와 

문가 집단을 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계열화 확   활성화, 산

지조직화(규모화), 직거래 확  등이 물가와 축산물 가격안정  유통 효율

화를 해 우선 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로 선택된 것과 일치한다.  

1.2. 기본방향 제안

  유통단계를 통합하여 유통 주체의 의사결정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축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해서는 재 쇠고기  돼지고기 물량의 

부분이 생산, 도축･가공, 배송, 그리고 매 등 일련의 유통과정이 독립

된 주체에 의해 유통되는 것을 통합하여 유통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

록 계열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재 양돈산업은 체 유통물량의 약 20% 수 만이 계열화되어 있으며, 

한우산업은 산지단계에서 산지조합이나 랜드 경 체 심의 부분계열화

는 진행되고 있으나 도축, 가공 등 유통 반에 한 수직계열화는 추진되

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계열화 추진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우고기의 생산과 매는 돼지고기나 닭고기와 달리 생산기간

이 장기간 소요되어 민간자본의 극 인 진입을 통한 계열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계열화의 추진을 해 한우산업은 농

앙회의 도축･가공･ 매시설과 산지조합의 생산  유통체계를 효율 으로 

연계한 동조합 심의 계열화 체계 구축을 극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축산업 계열화의 확 는 비용 효율성 증가로 유통마진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반면, 축산물시장이 소수의 계열업체가 지배하는 

과 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문제 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미

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 시장의 문제 을 최소화하기 한 ‘의무

가격보고제도’나 ‘Packers & Stockyards Act’ 등의 제도 인 장치 마련에 

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우산업과 양돈산업의 계열화 체계 구축을 해서는 먼 , 개별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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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축산 계열화 체계 구축( 동조합형 계열화  민간 계열화)

목표
생산  출하 단계 도축･가공･배송 단계 소비 단계

산지조직화 일 체계 구축 안정된 매처 확보

책

•종축, 사료, 사양 리 

통일과 생산요소 안정 

•축사시설 화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

•모돈 문농장 육성

•송아지생산안정제

•안정 인 출하 물량 

확보

•가축 염병 방 로

그램(공  안정 도모)

•거 도축장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진

•LPC와 도축장 기능 

강화  물류기능 구

축

•포장육 생산기반 확충 

 부분육 유통활성화

• 랜드 직   가맹

 확

•지산지소 강화

• 형 할인 과의 거래

표 계약서 개발  

장기계약 구축

•인터넷 등 통신 매 

확

•축산물 등 제, 이력

추 제, 원산지표시제 

정착  강화(부정육 

유통 단속 강화)

기

효과

•생산성 향상  교섭

력 제고

•수 조  기능 강화

•규모의 경제  경  

효율화

•소비자의 Needs 충족 

 소비기반 확충

심의 생산  출하방식을 조직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거래 교섭력을 제고시

켜야 한다. 둘째, 유통주체별로 분산되어 운 되고 있는 도축, 가공, 배송 

기능을 통합시켜 규모의 경제  경 효율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일 경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는 안정된 매처를 확보

하고 소비자 Needs의 충족과 더불어 소비기반을 지속 으로 확충해 나가

야 한다.  

표 8-1.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체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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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단계별 주요 과제  개선 방안

2.1. 생산단계

2.1.1. 산지조직화  규모화

  재 추진 인 산지조직화는 시･군 단  생산자단체나 자생 인 농가

조직이 공동사업 추진을 목 으로 업체( , 한우사업단)를 구성하고 자

체 운  규정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미 한우의 경우 

지역별 랜드사업, 양돈부문에서는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어 산지조직화의 

활성화를 해서는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극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산지조직의 규모화를 한 시･군 단  업체들의 연계 모델 

개발과 운  방식에 한 기  마련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산지조직화를 보다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기존 생산자단체와의 

명확한 계 설정이 요하며, 조직화된 업체에 한 종합 인 지원과 

산지 생산자조직에 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지자체는 산지

조직화의 활성화를 한 자체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국립축산과

학원 등 련 문기 과 연계하여 업체에 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해

야한다. 그리고 정부지원사업도 개별농가 심에서 업체 상 심으로 

환될 필요가 있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개량사업, 축사시설 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축산업허가제 등 련된 축산정책들과 연계하

여 추진되어야 한다.  

  양돈산업의 경우 한우산업에 비해 상 으로 계열화 정도가 높은 편이

지만 산지조직화  동조합 간 력체계가 미흡하여 출하의 계속성･안

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통업체는 지속 으로 형화･집 화

되고 있어 시장 응력이 매우 부족하다. 를 들어 국 규모 양돈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 출하의 20% 미만 물량만 조합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실

정이기 때문에 개별조합 주의 매 확 는 한계가 있다. 한 안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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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 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인 출하집  상이 자주 

발생하여 가격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돈 선진국인 덴마크의 경우 1970년  50곳의 동조합을 통합하여 규

모화하면서 2002년 이후 2곳만 운 되고 있으며 이  데니쉬 크라운이 

90% 이상의 물량을 취 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 양돈조합의 경우 계약에 

의해 조합원은 출하 돼지  80%는 의무 으로 조합에 출하하고 나머지 

20%만 임의 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결과 돼지 생산량은 조합원 

개인이 자율 으로 결정하지만 가격 결정 권한은 동조합에 일임하며, 조

합은 조합원이 출하한 돼지를 량 매하여 농가의 안정 인 로를 확보

한다. 

2.1.2. 축산물 생산요소가격의 안정화

  한우  양돈산업은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외부의 충격에 극

히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우의 경우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

지하는 비 이 39%, 돼지는 55%로 매우 높아 국제곡물가격 변화에 따른 

사료 가격의 변동은 산지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사료구입량과 가격의 안정화를 한 사료곡물 수입선의 다변화

와 국제 곡물 선물거래 문가 육성, 국내 사료작물 생산량 확 를 통한 

자 률 제고 등이 요하며,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

여 사 인 리스크 완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축산농가, 농업단

체, 그리고 사료업체 주도로 사료가격안정기 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료가격 안정제 도입에 한 극 인 검토도 필요하다(그림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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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일본의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

자료: 허덕(2008) 재인용.

  사료비 이외에 생산단계 경쟁력에 큰 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가축

입식비용이다. 한우산업의 경우 소 사육두수와 가격에 의해 변하는 송아

지가격에 따른 한우 번식농가의 손실 경감과 생산기반 유지를 해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운용하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외한 기가 발생했던 

1998년에 도입  작동한 후 미국 융 기가 발생하 던 2008～2009년에 

다시 작동하여 송아지 가격을 일정 수 으로 지지하면서 한우산업의 안정

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매시 에 따라 보상  정도에 

배합사료업체

민간 차원에서의 적립을 통해 보전하는 사료안정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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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한 한우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기 해서는 평균 거

래가격의 산정기간을 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환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된 암소를 매･이 하는 경우에는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

을 지 받지 않은 계약암소에 해서는 차년도 계약으로 자동 갱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한 송아지생산안정제 기 가격은 최소한 1년 

에 시되어야 장기 으로 송아지생산비 제 감 목표와 연계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송아지생산안정제 보 액도 가임암소두수의 크기와 

시장 상황에 따라 차등지 하는 탄력 인 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에는 4-5개월령에서 송아지를 거래하 으나 고 화 추세에 따

라 최근에는 6-7개월령 송아지 거래가 일반 이다. 이에 따라 안정 기 가

격 산정의 기 이 되는 송아지 월령을 행 4-5개월령에서 6-7개월령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송아지생산안정제와 쇠고기 이력제도를 통

해 획득되는 D/B를 연계하여 어미암소와 송아지의 생산 실태를 악하고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양돈산업에서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 감을 해서는 비육

과 번식의 분리에 의한 번식 문농장과 비육 탁 문농장을 육성해야 하

지만 재의 실정은 사육규모에 계 없이 체 양돈농가  92%가 일

사육 형태의 경 을 하고 있다. 세한 양돈농가의 경우 일 사육체계로는 

질병 리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기에 소규모 양돈농장을 심으로 비

육 탁 문농장으로의 환을 극 유도해야 한다. 한 모돈 문농장의 

경우에는 사육규모의 정성이 보장되도록 설계하고 철 한 차단방역시설

을 설치하여 운 해야 한다. 

2.1.3. 계 성 완화

  양돈산업에 있어 모돈의 수태율은 계 별로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며 이

로 인해 출하물량과 가격이 뚜렷한 계 성을 가진다. 돼지는 여름철 더

에 스트 스를 크게 받아 수태율이 연  가장 낮으며, 겨울에는 수태율이 

향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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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실내 온도차를 최소화하고 환기 시설을 개선하여 수태율의 편차를 

일 수 있는 축사시설의 화가 필요하다. 한 생산성 향상을 한 방

역  기술개발을 통하여 모돈 두당 시장출하두수도 지속 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2.1.4. 생산성 제고를 한 시설  기술 지원

  생산성 향상을 한 축사시설  기술개발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할 뿐

만 아니라 이미 국립축산과학원을 비롯한 학 등 연구기 에서 개발된 기

술이 장에 제때 보 될 수 있도록 보 체계 구축도 시 한 과제이다. 그

리고 개발된 기술  시설을 효과 으로 운 하고 목할 수 있도록 농가 

경 자 능력 향상을 한 교육  컨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정책도 개별 사업별로 지원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한 

농가 맞춤형 종합 지원방식으로의 환이 필요하다. 

2.2. 도매 단계(도축･가공 포함)

2.2.1. 도축장 구조조정  거  도축장 육성

  국내 도축장 숫자는 가축 사육두수에 비해 과잉 상태에 있으나 시장자율

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  부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성으로 생시설에 한 재투자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도축장 내에

서 도축과 가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도축장 외부로의 

지육 반출이 일반화되어 있고 운송 과정에서의 지육의 생 상태 하 가

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 정부는 도축장 경쟁력 강화 책을 마련하여 2009년 99개소의 도

축장을 2015년까지 36개소로 조정하고 지역별로 거  도축장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축장 구조조정의 진행 속도가 느려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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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재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축장의 생 수 , 

가동률, 재무 건 성 등을 종합 으로 엄격히 평가하여 상황이 열악한 도

축장을 선별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해 상 도축장 부지에 해서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극 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

고 부분포장육 유통을 활성화하여 물류 과정에서의 단 당 유통비용을 

감하고 운송과정에서의 생 수 을 향상시키기 해 신규 건설 도축장에

의 가공시설 유치를 한 정부의 극 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 도축을 한 운송  계류 과정에서의 근출 과 PSE육 발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가축수송 용차량 보 에 한 극 인 지원과 수송기사에 

한 생체 운송교육 실시, 도축장 계류 과정에서 스트 스 감과 같은 동물

복지 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 도축 부산물과 폐기물의 부가가치 

제고  자원화 등을 이루고 소비자의 식품안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도

록 도축장 내에 부산물을 문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이 필요하

다. 도축 부산물  생 으로 포장하여 식용으로 매할 수 있는 부  

외에도 액은 식용, 의약품 원료, 사료화가 가능하며, 다른 비식용 도출 

부산물은 바이오 연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장기 으로 지역별 거  도축장은 도축뿐만 아니라 가공  물류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부분포장육 유통을 주도하고 각 지역에서의 축산물 유통

을 선도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되어야 한다. 

2.2.2. 축산물 선물시장 확   활성화 

  선물시장은 가격 측 기능뿐만 아니라 물시장의 가격 변동폭을 감소

시키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생산의 가격변동 험 감소로 인

한 최  생산과 기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8년 7월 21일 돈육선

물이 국내 농산물 가운데 최 로 선물시장에 상장되었으나, 돈육 유통액 

비 돈육선물 거래액 비 은 2010년 기  1.5% 수 으로 매우 미미한 실

정이어서 재까지는 물시장의 가격안정 효과를 기 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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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돈육선물시장의 활성화를 해서는 련업계의 극 인 참여를 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기본 탁   증거 의 인하가 필요하다. 기본 탁

은 2010년 9월 13일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차례 인하한 바 있으나, 

행 개시증거 률 21%와 유지증거 률 14%는 KOSPI200 선물의 개시증

거 률 13.5%, 유지증거 률 9% 등 다른 융상품과 비교할 때 아직도 높

은 수 이다. 

  쇠고기의 경우 생산액 규모가 양돈사업과 비슷하고 도매시장가격이 존

재하여 표가격 설정에 어려움이 없으며, 물가격의 변동성(volatility)은 

22.2%로 나타나 가격변동성 측면에서도 합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특히 물가격의 변동성이 20% 이상일 경우 해당 상품이 선물

시장에 상장될 때 성공 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돈육과 함께 우육선물시장의 개설도 검토해야 한다. 

2.2.3. 도매시장 가격정산방식 개선 

  출하돼지에 해 지 률 주로 가격정산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출

하  사료 여로 생체 량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이 식하지 않은 돼지

가 도축장 운송 과정에서 스트 스를 받으면서 PSE육 발생이 지속 으로 

나타나고 이에 한 부담을 으로 육가공업체가 지고 있어 이해주체 간 

갈등 증폭과 돼지고기 육질 하 문제가 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 

해결을 해 지 률과 생체  주의 가격 정산체계를 도체 과 품질 심

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돼지의 도체 에 등 별 경락가

격을 용하여 정산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통해 불필요한 사료 

여 감소와 육질 하 방, 도축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재 육가공업체의 직   양돈농가와의 계약생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

어 상 으로 도매시장의 상장두수는 2003년 20.2%에서 2009년 12.7%로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축산물 도매시장과 공 장의 상장 물량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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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돼지 가격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며, 지육가격의 가격변동 

 부분육의 지역별･업체별 유통가격 편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국 도매시장  공 장의 평균가격을 가격지

표로 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한 재 체 지육의 2～3% 수

에 불과한 박피로 설정된 돼지고기 기 가격을 탕박으로 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2.3. 소매 단계

2.3.1. 지방부  소비 진

  축산단체의 자조 을 극 활용하여 음식 에서 선호부 와 지방부

를 조합한 모둠 주문  매방식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음식  등에서 이

를 추진토록 하여 지방부 의 재고 비용이 선호부  가격에 가되는 

행 가격 구조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한 지방부  소비 진을 해 

다양한 메뉴의 개발이 필요하며, 근내지방 심인 축산물 등 정기 을 

양성분  맛 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에 한 검토를 통해 미

래 소비 트 드인 웰빙, 로하스로의 극 인 응이 필요하다. 

  지방부  소비 진의 한 방안으로 해당 부 를 활용한 고품질의 다양

한 햄과 소시지 등을 즉석에서 제조  매할 수 있도록 (가칭)축산물 가

공 매업을 신설하고 식육가공품의 분할 매가 가능하도록 련 부처와

의 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 식육 매업소  경쟁력과 문기술을 가지

고 있는 곳을 상으로 식육가공 매장으로의 환을 유도함으로써 지방

부 의 상품화와 소비 진  지방부  수  조 을 추진해야 한다.  

2.3.2. 고  축산물 문 유통  활성화

  국내 고품질 축산물에 한 차별  선호 소비계층의 Needs를 충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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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 에서 인증한 문 매 을 통한 고 육 

유통채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축

산물 구매처를 선택할 때 소비자가 랜드 직 을 선택하는 이유는 품질

이 우수하기 때문(응답률:77.8%)이었다. 한 가정에서 유기농산물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에 한 주요 매처  하나가 생활

동조합이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고품질 축산물에 한 소비자의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산지와 생활 동조합의 장기 계약생산 

체계 구축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2.3.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의 직거래는 농가 수취가격 제고와 서민 생활 안

정을 해 정부에서 1998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

분의 경우 축산물 직거래는 지속 으로 추진되지 않고 축제와 명  등의 기

간, 특정 요일에만 한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 트단지 내에서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직거래는 해당 지역 인근 정육 매업자와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한 축산물 자 상거래의 실 은 

정육의 표 화와 규격화 미흡, 소비자의 불신 등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해서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거

래 유형 개발이 필요하다. 를 들어 지역의 사업과 연계한 산지형 

랜드 직 이나 소비자들의 근이 유리한 도시 근교형 랜드 직 의 

조성  확  추진을 고려할 수 있고, 기존 온라인 매를 보완  활성화 

시키고, IPTV, 사이버 거래소 등 신유통채  확보를 통한 온라인시장의 개

척이 필요하다. 기존 부정기 인 직거래 장터 운 을 지자체  농축 이 

주 하면서 정기 인 직거래 장터의 개설을 확 해야 한다. 

  축산물의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는 차원에서 기업 간 자상거래(B2B)

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2009년 1월부터 aTC(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사이

버거래소 조직을 갖추고 28개 품목을 거래하고 있는데 이의 활성화를 

해서는 물류, 정산, 품질 리 등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계속 확 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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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와 같이 신유통채 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해서

는 생과 안 성을 담보하고 산지에서 가정까지 육류의 신선도를 유지하

면서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달하는 배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육

제품 품질 향상을 한 포장소재  고품질 유통기술 개발, 축산물 종류에 

따른 유통 과정  최  품질유지 방안 등에 한 지속 인 연구가 병행되

어야 한다.   

2.2.4. 축산물 등  표시 정착  모니터링 강화

  쇠고기 품질등 정제도는 한우고기의 품질 고 화와 시장 차별화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지만 여 히 쇠고기 품질등  표기는 형 할인  등 

소매 을 심으로 이행되고 있다. 일반음식 에서는 쇠고기에 한 등

을 제 로 알리고 있지 않아 등 제 시행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며, 돼지고

기의 품질등 제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도매 단계에서만 실

시되고 소매 단계까지 연계되지 않아 돼지고기 품질등 제의 취지가 크게 

퇴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의 소비자 신뢰 확보  

내수기반 확 를 해서는 음식 의 쇠고기 품질등  표기를 의무화하여 

추진토록 하고 돼지고기의 품질등  표기를 소매 단계까지 조속히 확  시

행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축산물 생 리법에 행 축산물등 제에 한 

업자의 수사항을 명시하고, 축산물등 제표기 반 시 처벌 규정을 명

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음식 의 축산물등 표기가 의무화될 경우 제도

의 조속한 정착을 해 음식 의 지도 검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 등 표기 방법에 한 개선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쇠고기 품질

등 은 1
++

, 1
+
, 1, 2, 3등 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소비자의 상당 부분이 1

등 을 최상등 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

자가 축산물 등  정보에 해 정확한 단이 가능하도록 표시 방법을 개

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가 부족하여 소비자

의 인지도는 낮은 상태이다. 





요약  결론  제9장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비자물가 안정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확 되면서 축산물의 가격안정

을 한 효과 인 정책 안 마련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물가격 

불안정의 원인으로 축산물 수  변화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수   유통구

조에 한 정보 부족으로 축산물 가격 안정 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 이다.

  이 연구는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   가격 구조를 분석하

고 유통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유통 련 정책 평가

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쇠고기  돼지고기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 연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우유, 축산식품(햄, 

소시지, 낙농가공품) 시장을 분석 상으로 하며 총 4년에 걸쳐 수행된다. 

이번 1년차 연구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시장을 분석 상으로 한다.

□ 수급구조 분석

가.  쇠고기

  한우두수는 산지가격과 1~2년 시차를 두고 상호 향을 미치며,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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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를 반복하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0년  들어 한우두수는 연 

8.4%씩 증가한 반면, 도축두수는 연 3.7% 증가해 한우두수 증가율과 비교

해 낮았다. 이는 한우 사육일수가 2000년 495일에서 2009년 635일로 증가

하 으며, 출하체  한 동 기간 584㎏에서 668㎏으로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0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8.9㎏으로 2000년  최 을 기

록하 던 2005년 6.7㎏ 비 32.8% 증가하 다. 쇠고기 공 량은 국내 생

산량과 수입량 증가로 2010년 43만4,000톤으로 2005년보다 20.5% 증가하

으나, 국내 생산량 증가보다 수입량이 더 크게 증가하여 쇠고기 자 률

은 2000년 52.8%에서 2010년 43.5%로 하락하 다.

나.  돼지고기

  돼지 사육두수와 도축두수는 돼지고기의 수요증가와 1990년  일 수

출 정책으로 산지가격이 지속 으로 상승하여 크게 증가하 으나, 2000년

 들어 가축 질병, 분뇨 처리 문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그리고 시설투자비 과다 등으로 사육두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돼지 사육

두수는 1981년 183만두에서 2010년 981만두로 연평균 5.9%씩 지속 으로 

증가하 으며, 도축두수는 1981년 183만두에서 2010년에는 1,462만두로 

연평균 7.4%씩 증가하 다. 사육두수 비 출하두수 증가율이 높은 것은 

모돈 생산성 향성과 무 하지 않다.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는 1981년 

7.5두에서 2010년 15두로 증가하 지만, 유럽의 성 (24～25두)에 비해 아

직 크게 낮은 수 이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0년 16.5㎏에서 2010

년 19.3㎏으로 16.9% 증가하 고, 돼지고기 공 량도 국내 생산량과 수입

량 증가로 2010년 99만2,000톤으로 2000년 83만5,000톤 비 18.8% 증가

하 으나 수입량이 생산량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자 률은 2000년 91.6%

에서 2010년 76.5%로 하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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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구조 분석

가.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가격과 유통마진

  지난 20년 동안 쇠고기 소비자가격의 상승률(연평균 6.7%)이 산지가격 

상승률(4.4%)보다 커 쇠고기 유통마진은 연평균 54.3% 확 되어 왔으며, 

돼지고기 한 소비자가격의 상승률(9.3%)이 산지가격 상승률(5.9%)보다 

커 돼지고기 유통마진은 연 평균 12.7% 확 되어 왔다. 유통마진의 크기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1990년 보다 2000년 에 더 커졌으나 유통마진 

상승률은 쇠고기는 낮아진 반면 돼지고기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2010년 월별 쇠고기･돼지고기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도매시장가격

과 유통마진(도매-소매) 계를 분석한 결과 도매가격과 유통마진의 변동방

향이 일치하는 비율은 쇠고기시장이 24.2%, 돼지고기시장이 29.1%로 나타

났으며, 쇠고기시장과 돼지고기시장 모두 도매가격과 유통마진의 변동 방

향이 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매가격 변동에 따른 유통마진의 

변동을 악하기 한 회귀분석 결과 쇠고기 도매가격이 1%하락할 때는 

유통마진이 0.56% 증가하고,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1% 하락할 때는 유통마

진이 0.3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의 계 성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은 수 상의 요인으로 인해 계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쇠고기 가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에 한 수요 증가로 설날과 추

석 1개월 부터 도축량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한다. 돼지고기 가격

은 주로 공  측면의 요인으로 인해 계 성을 가진다. 돼지는 여름철(7∼8

월) 더  스트 스로 수태율이 크게 하락하고 이는 10개월 후인 5∼6월 출

하물량 감소의 결과로 이어져 산지  도매가격을 상승시키며, 겨울철 수

태율 상승은 다음해 10∼11월 출하물량 증가로 이어져 연  산지가격의 

최 치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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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산물 가격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향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 은 2.1%이며. 국내산 쇠고

기가 차지하는 비 은 0.68%, 돼지고기는 0.75%이다. 최근 3년 소비자물가 

지수는 연평균 3.5%씩 증가하 으며, 소비자물가 상승에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의 기여도는 각각 0.05%p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  돼지 가격

변동으로 소비자물가에서 가장 크게 향을 받는 부문은 음식료품과 음식

･숙박업으로 나타났다. 소 가격이 10% 변동할 때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향은 0.09%이고, 부문별로는 음식료품이 0.05% 변동하며, 음식 ･숙박

업은 0.03%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돼지가격은 10% 변동할 때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향은 0.14%이고, 부문별로는 음식료품이 0.08%, 

음식 ･숙박업이 0.05%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가계 지출  육류 비 은 1990년 3.8%에서 2010년 2.4%로 낮아져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육류가 차지하는 비 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정도는 돼지고기가  

쇠고기보다 3.2배 크고, 도시가스는 쇠고기보다 4.1배, 도로여객운송은 쇠

고기보다 4.7배 큰 것으로 분석되어, 축산물가격의 물가체감지수는 공공요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쇠고기･돼지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 인과성 및 비대칭성 분석

가.  가격 인과성

  1980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월별 소  돼지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유

통단계별 가격의 인과성을 분석하 다. 그랜 의 동태  인과성 분석결과, 

소 산지가격은 쇠고기 도매가격과 쇠고기 소비자가격에 의해 향을 크게 

받으며, 쇠고기 소매가격은 돼지고기 도매가격을 제외한 모든 변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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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산지가격은 돼지 도매가격과 돼지 소

매가격에 많은 향을 받으며, 돼지 소매가격은 쇠고기 소매가격과 돼지 

산지가격에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VECM 추정을 통해 구해진 분산･공분산 상 계수 행렬을 기반으

로 GE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시  인과 계를 분석한 결과, 돼지 도매

가격과 돼지 소매가격이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시장의 가격 형성에 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도매가격은 돼지산지가격  

돼지소매가격에 직 인 향을 미치며, 돼지 소매가격은 돼지산지가격

뿐만 아니라 소･도매가격과 쇠고기소매가격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리고 쇠고기소매가격은 소 산지가격에 직 인 향을 미치

고 있으나 소 도매가격에는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나.  가격 달의 비 칭성

  여러 단계의 유통 경로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달되는 시장의 경우 유

통단계 간 가격 달의 비 칭성 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격 달의 비

칭성 상이란 유통단계 간 가격 변화의 폭과 조정 속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쇠고기시장은 ‘도매→소매’ 단계에서 가격 달의 비 칭성이 가장 크고 

지속 인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의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의 하락보다 상

승에 훨씬 더 큰 폭으로 조정되며, 그와 같은 반응의 차이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쇠고기  돼지고기 시장 모두에서 단기 으로는 ‘산지→도매’ 단계에서

의 가격 달이 ‘도매→소매’ 단계에서의 가격 달보다 빠르게 이루어지

며, 장기 으로는 두 시장 모두 ‘도매→소매’ 단계에서의 가격 달이 ‘산

지→도매’ 단계에서의 가격 달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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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분 계의 구조변화에 한 검정결과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산지→

도매’ 단계에서, 쇠고기의 경우에는 ‘산지→도매,’ ‘도매→소매’ 단계 모두

에서 유통가격 간 공 분 계가 구조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변화의 시 은 부분 1990년  반 는 후반으로 추정되었고, 쇠고기시

장의 ‘산지가격→도매가격’ 경로는 2000년  반에 구조변화를 겪은 것으

로 추정되었다. 

  가격 달의 비 칭성이 쇠고기시장과 돼지고기시장에서 존재한다는 사

실은 우리나라의 축산물 유통구조가 시장지배력과 가격조정비용 면에서 

상당히 이질 인 시장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쇠고기시장의 

소매가격이 도매가격이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 더욱 큰 폭으로 조정된다

는 것은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이 반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비교정태모형을 통한 축산 유통 정책의 효과 분석

  쇠고기산업과 양돈산업의 비교정태 분석을 한 이론  수 모형을 개

발하 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시장의 분석을 해 유통 단계를 크게 산지 

단계, 도매 단계, 그리고 최종 소매단계로 구별하여 모형에 반 하 다.

  축산물 가격 안정에 한 정책효과는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을 한 계열화 확 로 인해 도･소매 간 유통비용이 1% 감소할 경우 쇠고

기 소매가격은 0.11%, 돼지고기는 0.38% 하락하는 효과가 있으며, 사회

체 후생은 쇠고기 333억원, 돼지고기 62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직거래 활성화로 산지･소매 간 유통비용이 1% 감소할 경우 쇠고기 소

매가격은 0.12%, 돼지고기는 0.39% 하락하는 효과가 있으며, 사회 체 후

생은 쇠고기 426억원, 돼지고기 37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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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돼지고기 유통 실태 조사결과

  유통 경로별 참여 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한우의 경우 산지조합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 육가공업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산농가의 출하 경로 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으

로 안정 인 매처 확보  가격 보장 등을 지 하 다. 산지조합의 축산

물 반입 경로는 한우의 경우 경매용 수탁사업 비 이 가장 크며, 돼지의 경

우 개용 수탁사업의 비 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돼지 개용 수

탁사업은 부분은 부분육 가공업체로 반출되고 있었다.  

  육가공업체는 크게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와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로 구

분 가능하며,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의 소  돼지를 반입 경로는 간상

인을 통한 탁  직매가 부분이고,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돼지)의 경우 

농가로부터 구입 비 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산지조합의 매 탁  

직매로 나타났다. 육가공업체의 반출 경로는 소의 경우 일반정육 으로의 

매 비 이 가장 크고, 돼지의 경우 형 할인 으로 매비 이 가장 크

게 나타났다. 

  정육 의 부분육 구매 비 은 한우 22.5%, 돼지 43.2% 으며, 부분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하고 있었다. 지육은 한우의 경우 부분 간상인

과 농가로부터 구입되고 있었으며, 돼지는 간상인을 통한 구매비 이 컸

다. 고기 매경로는 부분 일반소비자 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 이었다.  

형 할인 의 부분육  지육 구매비 은 업체의 매 략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분육의 경우 부분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

한 후 자체물류센터를 통해 매장 공 하고 있었으며, 지육은 산지조합, 육

가공업체, 그리고 경매를 통해 구입하고 있었다.  

  소비자 조사결과,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형 할인 에서 구매하는 비

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랜드 직 을 확 해주기를 희망하 다. 소

비자가 형 할인 을 선택한 이유는 축산물 외에 다른 상품 구입이 용이

하기 때문이었으며, 랜드 직  확  희망 이유는 품질이 우수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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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각 유통 주체를 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을 한 과

제별 우선순  조사결과, 한우  양돈농가, 산지조합, 도축장 등은 동조

합형 계열화 활성화에 우선순 를 높게 부여하 으며, 정육 은 부정육 

매 단속강화, 양돈농가는 축사시설 화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

상에 우선순 를 높게 부여하 다. 그리고 유통 주체 부분이 직거래  

부분육 유통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 다.   

□ 외국의 쇠고기･돼지고기 유통 관련 제도 

가.  일본

  일본은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한 법률 등을 기 로 축산업 발 을 

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0년  들어 축산정책의 방향은 

가격안정에서 경 안정 심으로 환되고 있다. 그동안 육류의 안정 인 

공 과 생산자의 경 안정을 해 육류의 수매  방출, 수입 세 조 , 그

리고 보조  지  등을 통해 육류  육용 송아지의 가격안정제도가 시행

되어 왔으나 그 효과는 매우 제한 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축산물 가격안정제도는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육용 송아지, 낙

농을 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축산물 경 안정 책으로는 육용우번식경

지원사업, 육용우비육경 안정특별 책사업, 양돈경 안정 책사업, 가

공원료유 등 생산자경 안정 책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육류유통합리화 

 개선종합 책사업과 차액 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  미국

  미국에서 축산업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고, 농가 수취

율이 높아 정부의 정책 개입이 매우 다. 미국의 축산정책은 주로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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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축산물의 생·안 성 제고, 그리고 생산농가의 

험 리 등에 이 맞춰져 있다. 련 제도로는 축산물 의무가격보고 

제도, 축산물이력추 제, 원산지표시제, 생  안  리 로그램, 그리

고 패커의 과  행  방지법(Packer & Stockyards Act) 등이 있다. 

  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사료 곡물에 한 정부 지원도 축산보조정책에 포

함할 수 있다. 미국의 사료 곡물 련 농가 보조는 유통 융자 로그램, 직

지불, Counter-Cyclical Payments(가격보 지불),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Program(수입보 직불제), Disaster Payment(재해지불), 

Crop Insurance(작물보험)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료곡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축산 

농가는 낮은 가격으로 사료를 구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축산업에 직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곡물에 한 보조를 통한 효과가 축산물 생

산에 향을 주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  유럽

  EU의 축산물 유통 련 정책은 통합된 유럽시장하에서 다양한 식품 문

화 유지와 함께 이 시장에서의 식품 안 과 소비자 보호를 그 목 으로 

하고 있다(Alemanno, 2006). EU의 부분 국가들이 1990년  이후 주요 

식품 안  련 입법 개 을 해왔다. 이들 국가들은 2002년 시행된 EU의 

｢일반식품법｣(GFL, General Food Law)과 국에서 발생한 우병에 응

하기 해 국가별로 강화시켜야 할 정책  요소를 다듬어 식품 안 에 

련된 정책 는 제도를 시행하 다. 이들 국가들은 주로 험 리와 푸드

체인 리 시스템 정비에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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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안정을 위한 쇠고기･돼지고기의 유통체계 개선 방안

가.  쇠고기･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한 유통 련 정책 평가

  축산물 유통정책의 물가안정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동의율을 조사한 결

과, ‘축사시설 화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 ’ ‘산지조직화(규모화)’ 

‘부분육 유통활성화’ ‘모돈 문농장 육성’ 그리고 ‘계열화 확 ’ 등의 가격 

안정 혹은 가격 인하에 한 메커니즘의 동의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도매

시장 가격 상하한제’ ‘수입축산물 세 인하’ ‘선물시장 활성화’ ‘송아지 생

산안정제’의 물가 안정 메커니즘 동의율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물가 안정의 가격 변동성 완화와 반 인 가격 수 의 인하 측면에서 

각각의 정책 요도를 조사한 결과, ‘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가 가격 변

동성 완화 측면과 가격 인하 측면에서 가장 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산

지조직화(규모화)가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두 번째 순 를 차지하 다. 두 

정책 이외에 가격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민간 계열화’ ‘축사시설 

화’ ‘부분육 유통활성화’ 순으로 높은 수를 부여하 고, 가격 인하 측면

에서는 ‘직거래 확 ’ ‘민간 계열화 활성화’ ‘부분육 유통 활성화’ 순으로 

높은 수를 부여하 다. 

  축산물 물가안정  유통체계 개선을 한 축산 련 정책들을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계자의 수용성 등 4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로는 

‘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가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의 시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축산물 이력제’, 수용

성 측면에서는 ‘축사시설 화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 ’에 각 항목

에서 가장 높은 수를 부여하 다.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의 경우, 시

행가능성과 수용성 측면에서도 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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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통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  개선 방안

  참여주체가 다양한 행 다단계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

하고 가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해서는 유통단계를 통합하여 유통 주체

의 의사결정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축산물 유통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첫째, 개별농가 심의 생산  출하방식을 산지

를 심으로 조직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거래 교섭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 주체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도축, 가공, 배송 기능을 통합

시켜 규모의 경제  경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경 체계를 구

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정된 매처를 확보하고 소비자 Needs 충족과 더

불어 소비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체계 개선을 한 방안으로 생산단계에서는 ①  

산지조직화의 활성화를 해 지역별 랜드  계열화사업을 연계하여 추

진하는 방식을 극 고려하고, 조직화된 업체에 한 종합지원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축산물 생산요소 가격의 안정화를 해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료의 가격 불안정성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국제선물거래 문가 육성, 국내 사료작물 생산량 확 , 그

리고 축산농가와 사료회사의 극 인 참여를 통한 사료안정기  조성도 

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탄력 인 운 도 

필요하다. 한우두수를 고려한 보장 액의 탄력  운 이 필요하며, 장기

으로 송아지 생산비 감 목표와 연계한 안정기 가격 설정도 검토되어

야 한다. ③ 가격의 계 성 완화  생산성 제고를 한 축사시설 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도매단계에서는  ① 구조 조정 상 도축장의 부지에 해서는 용도변경

이 가능토록 하여 도축장 구조조정을 진하고 지역별 거  도축장을 육성

하여 부분육 유통을 주도하고 지역별로 축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기능을 가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돼지고기 선물시장을 활성화하고 쇠고기시장으

로 확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축산업계의 극 인 참여를 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선물상장 기본 탁   증거 의 인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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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단계에서는 ① 비선호부 의 재고 비용이 선호부  가격에 가되

는 행 가격 구조를 개선하기 해서는 모둠 매방식 개발 등 비선호부  

소비 진을 통한 선호부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② 국내 고

품질 축산물에 한 차별  선호 소비계층의 Needs를 충족하기 해서는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 에서 인증한 문 매 을 통한 고 육 유통채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③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랜드 직  종

합센터 등 다양한 축산물 직거래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사이버 직거래 

활성화를 한 정육의 표 화와 규격화가 필요하며, 직거래에 필요한 물

류, 정산, 품질 리 등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④ 형 할인  등 소

매 을 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축산물 등 표시제를 일반 음식  등으

로 확  추진하고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부록 1

소비자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향 분석 모형

□ Bradley-Terry 모형

  Bradley-Terry 모형은 일반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의 특별한 

경우로서 짝을 이루는 범주형자료의 분석에 이용된다. 이 모형은 짝 비교

를 통해 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분석하며, 주로 심리 인 의사결정의 분

석에 이용된다(Springall, 1973; Usami, 2010).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독

일월드컵의 결과를 측하기 해서 이 모형이 이용된 바 있다(김도 ·이

상인·김용 , 2007). 본 연구에서는 특정 품목에 한 선호도 는 물가

의 향의 순 를 짝 비교를 통해 조사하고 Bradley-Terry 모형을 이용

하여 분석하 다. Bradley-Terry 모형의 분석에는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 다(Bradley and Terry, 1952). 

  k개의 품목별 순 에 한 모수를 ( )라 할 때, 번째 품목이 

 번째 품목과 비교하여 선택(선호)될 확률  는 다음과 같다. 

        expexp
exp

exp 
exp 

(1)

  만약 두 개의 품목  하나가 선택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면, 번째 품목

이 번째 품목에 해 선택(선호)될 확률은    가 된다. 번째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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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번째 품목과 비교하여 선택될 승산 과 승산의 로짓은 다음과 같다.

       


exp

exp
 exp 

log  

(2)

  품목 간 비교에 있어서 하나의 모수가 복되기 때문에 마지막 모수 

를 참고 품목으로 취 하여 0으로 설정하 다. 식(2)에서 번째 품목이 

번째 품목과 비교하여 선택될 확률은   일 때 1/2가 되고,    일 

때 1/2보다 크다. 

  로짓모형을 분석하기 해서는 개의 품목에 해당하는 인 인 독립변

수(artificial variable)가 필요하다. 를 들어, r번째 짝 비교에서 번째 품

목이 번째 품목과 비교하여 선택된다면 번째 원소의 디자인벡터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즉, 의 로짓에서 번째 품목의 인 변수 값은 1, 번째 품목의 인 변

수 값은 -1, 그리고 나머지 품목의 인 변수 값은 0이다. 이때 분석품목이 

k개일 경우 짝 자료는 ×개가 된다. Bradley-Terry모형은 디자인 

자료행렬 , 종속변수 1, 그리고 편이 생략된 로지스틱모형과 같은 형태

를 갖는다(성웅 , 2009). 

  모수 의 최우추정값을 라 할 때, 두 품목 간 향도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     은 두 추정값의 근  표 오차 
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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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Wald 카이제곱 검정통계량 으로 검정한다.  

      

































(4)

  검정통계량 은 귀무가설이 참일 때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분포를 따

른다. 

□ 로지스틱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

  종속변수가 0과 1의 값을 갖는 이변수모형(binary variable model)은 오

차항의 이분산성, 오차항의 비정규성, 비 실  측, 함수 형태의 부

성 등으로 인해 통 인 선형계량모형의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특히, 선

형의 함수 형태를 가정할 경우 종속변수가 0과 1의 범 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변수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의 값을 0과 1로 수렴시킬 수 있는 비

선형의 함수 형태를 가정할 필요가 있다.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확률    비 발생될 확률   

의 비를 나타내는 내는 승산(odds)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5)

  이 승산의 값은 0에서 ∞의 값을 가지며, 자연 수를 취할 경우 ∞에

서 ∞의 범 를 갖는다. 이와 같은 변환을 로짓 변환(logit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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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하며, 다음과 같이 선형의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log

  
   


    

 
′

(6)

   식을 확률   에 해 정리하면 로지스틱반응함수(logistic 

response function)를 얻게 된다. 

         exp  
exp  

exp′
exp′

 ′

(7)

   식에서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3.29≈인 로지스틱분포

함수이다.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는 최 우도법을 이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이때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개별 측치의 결합확률함수(joint 

probability function)로 표시된다. 모형 개의 편의를 해    

라 하자. 종속변수 가 두 가지의 값을 가질 때, 독립변수 의 수 에서 

확률함수 와 결합확률함수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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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최 우도법에서는 식(8)의 결합확률함수를 극 화하는 모수를 추정하게 

된다. 그러나 추정의 편의를 해서 식(8)에 자연 수를 취하여 모수를 추

정하는 방법이 자주 이용된다. 식(8)과 식(9)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자연

수우도함수를 얻게 된다.

    log
 

 


 log

  
 log 


 



′
 



′

  (9)

  최 우도법에서는 식(9)을 최 로 하는 회귀계수 의 최 우도 추정값

을 구하게 된다.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특정 독립변수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모

든 독립변수들의 수 에 향을 받기 때문에, 독립변수들의 수 을 표본평

균()에 고정시킨 후 한계효과를 계산한다. 독립변수들의 수 을 표본평균

()에 고정시킨 후 식(7)의 로지스틱 분포함수를  로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효과를 얻게 된다.

     




′
′

exp′
ex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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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8)에서 ′는 독립변수의 값 에서의 로지스틱 도함수이다. 한

계효과의 부호는 ′값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에 의해 결정되고, 

그 크기는 ′값과 의 곱으로 계산된다. 한편, 로지스틱회귀모형은 

비선형이기 때문에 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한계효과가 독립변수의 이

산변화에 따른 효과(discrete change)와 크기가 다르다. 독립변수의 이산변

화를 단 변화와 표 편차변화 s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

   


 

   
    (12)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한계효과뿐만 아니라 단 변화와 표

편차단 를 포함하는 이산효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 -0.1516 0.6304 0.0578 0.8099 

지
출
액

쇠고기 1 0.0045 0.0115 0.1529 0.6957 

돼지고기 1 0.0200 0.0133 2.2824 0.1309 

닭고기 1 0.0036 0.0210 0.0296 0.8633 

도시가스 1 -0.1641 0.0476 11.9146 0.0006 

도로여객운송 1 -0.0042 0.0135 0.0973 0.7551 

화 1 -0.0364 0.0206 3.1046 0.0781 

인
구
통
계

취업 1 0.2766 0.1941 2.0312 0.1541 

연령 1 -0.0160 0.0117 1.8839 0.1699 

가족 수 1 0.2440 0.1062 5.2837 0.0215 

학력 1 -0.4383 0.2226 3.8765 0.0490 

소득 1 0.0619 0.0713 0.7531 0.3855 

지역 1 0.0125 0.0324 0.1482 0.7003 

LR

Chi-Sq

12

27.2811

pr>ChiSq  0.0070

부록 2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 결과

부표 2-1.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 결과(돼지고기 vs.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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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 -0.4427 0.6493  0.4650  0.4953  

지
출
액

쇠고기 1 0.0107  0.0114 0.8848 0.3469 

돼지고기 1 0.0268  0.0141 3.6046 0.0576 

닭고기 1 -0.0317  0.0236 1.7974 0.1800 

도시가스 1 -0.0531  0.0464 1.3102 0.2524 

도로여객운송 1 -0.0378  0.0150 6.3937 0.0115 

화 1 -0.0436  0.0212 4.2368 0.0396 

인
구
통
계

취업 1 0.4375  0.1992 4.8229 0.0281 

연령 1 -0.0090  0.0118 0.5861 0.4439 

가족 수 1 0.2661  0.1079 6.0758 0.0137 

학력 1 -0.2903  0.2208 1.7282 0.1886 

소득 1 -0.0318  0.0739 0.1846 0.6674 

지역 1 0.0449  0.0329 1.8705 0.1714 

LR

Chi-Sq

12

　37.6898

pr>ChiSq    0.0002

부표 2-2.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 결과(돼지고기 vs. 도로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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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 0.9229 0.6366  2.1019  0.1471  

지
출
액

쇠고기 1 0.0057  0.0111 0.2642 0.6072 

돼지고기 1 0.0498  0.0138 13.0913 0.0003 

닭고기 1 -0.0101  0.0216 0.2172 0.6412 

도시가스 1 0.0239  0.0454 0.2772 0.5985 

도로여객운송 1 -0.0116  0.0135 0.7343 0.3915 

화 1 -0.0973  0.0215 20.4806 <.0001

인
구
통
계

취업 1 -0.0577  0.1959 0.0868 0.7683 

연령 1 -0.0220  0.0116 3.5795 0.0585 

가족 수 1 0.1423  0.1071 1.7637 0.1842 

학력 1 -0.3884  0.2226 3.0457 0.0810 

소득 1 0.0429  0.0709 0.3660 0.5452 

지역 1 0.0083  0.0327 0.0644 0.7996 

LR

Chi-Sq

12　

46.2417

pr>ChiSq <.0001

부표 2-3.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 결과(돼지고기 vs.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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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 1.8822 0.7966  5.5830  0.0181  

지
출
액

쇠고기 1 -0.0515  0.0129 15.8924 <.0001

돼지고기 1 0.0298  0.0175 2.8996 0.0886 

닭고기 1 0.0003  0.0275 0.0001 0.9914 

도시가스 1 -0.0201  0.0572 0.1234 0.7254 

도로여객운송 1 -0.0046  0.0165 0.0762 0.7825 

화 1 -0.0162  0.0256 0.3999 0.5271 

인
구
통
계

취업 1 -0.0976  0.2473 0.1557 0.6932 

연령 1 -0.0289  0.0143 4.0988 0.0429 

가족 수 1 0.2980  0.1430 4.3408 0.0372 

학력 1 0.0408  0.2871 0.0202 0.8871 

소득 1 -0.0203  0.0878 0.0538 0.8166 

지역 1 0.0907  0.0435 4.3458 0.0371 

LR

Chi-Sq

12　

32.0868

pr>ChiSq 0.0013

부표 2-4.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 결과(돼지고기 vs.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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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 1.8955 0.8319  5.1922  0.0227  

지
출
액

쇠고기 1 -0.0054  0.0147 0.1356 0.7127 

돼지고기 1 0.0471  0.0194 5.8720 0.0154 

닭고기 1 -0.0676  0.0248 7.4609 0.0063 

도시가스 1 -0.0363  0.0581 0.3898 0.5324 

도로여객운송 1 -0.0179  0.0171 1.0876 0.2970 

화 1 -0.0412  0.0244 2.8485 0.0915 

인
구
통
계

취업 1 0.3602  0.2675 1.8130 0.1781 

연령 1 0.0032  0.0155 0.0419 0.8377 

가족 수 1 0.1275  0.1520 0.7040 0.4014 

학력 1 -0.2445  0.3136 0.6081 0.4355 

소득 1 -0.0658  0.0927 0.5033 0.4780 

지역 1 0.0439  0.0448 0.9621 0.3267 

LR

Chi-Sq

12

22.7223

pr>ChiSq 0.0302

부표 2-5.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 결과(돼지고기 vs.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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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 -0.1757 0.3915  0.2014  0.6536  

빈
도
수

쇠고기 1 0.0012  0.0405 0.0009 0.9763 

돼지고기 1 0.0229  0.0443 0.2660 0.6060 

닭고기 1 0.0354  0.0402 0.7717 0.3797 

지
출
액

도시가스 1 -0.0988  0.0284 12.0766 0.0005 

도로여객운송 1 -0.0022  0.0082 0.0740 0.7857 

화 1 -0.0205  0.0125 2.7144 0.0994 

인
구
통
계

취업 1 0.1689  0.1189 2.0190 0.1553 

연령 1 -0.0108  0.0071 2.3260 0.1272 

가족 수 1 0.1486  0.0649 5.2405 0.0221 

학력 1 -0.2832  0.1360 4.3370 0.0373 

소득 1 0.0451  0.0431 1.0959 0.2952 

지역 1 0.0073  0.0200 0.1315 0.7168 

LR

Chi-Sq

12

28.7 

pr>ChiSq 0.0043

부표 2-6.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 결과(돼지고기 vs.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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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 -0.6456 0.4022  2.5767  0.1084  

빈
도
수

쇠고기 1 0.0331  0.0403 0.6752 0.4112 

돼지고기 1 -0.0012  0.0447 0.0007 0.9794 

닭고기 1 0.0787  0.0409 3.7034 0.0543 

지
출
액

도시가스 1 -0.0408  0.0281 2.0974 0.1475 

도로여객운송 1 -0.0237  0.0089 7.0679 0.0078 

화 1 -0.0212  0.0127 2.8022 0.0941 

인
구
통
계

취업 1 0.2734  0.1218 5.0428 0.0247 

연령 1 -0.0043  0.0071 0.3610 0.5479 

가족 수 1 0.1615  0.0659 6.0092 0.0142 

학력 1 -0.1601  0.1354 1.3984 0.2370 

소득 1 -0.0173  0.0440 0.1546 0.6942 

지역 1 0.0262  0.0202 1.6913 0.1934 

LR

Chi-Sq

12

43.6 

pr>ChiSq <.0001

부표 2-7.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 결과(돼지고기 vs. 도로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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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 0.3215 0.3937  0.6668  0.4142  

빈
도
수

쇠고기 1 -0.0239  0.0401 0.3556 0.5510 

돼지고기 1 0.0496  0.0449 1.2182 0.2697 

닭고기 1 0.0802  0.0415 3.7343 0.0533 

지
출
액

도시가스 1 0.0160  0.0278 0.3304 0.5654 

도로여객운송 1 -0.0074  0.0083 0.7859 0.3753 

화 1 -0.0551  0.0128 18.4358 <.0001

인
구
통
계

취업 1 -0.0441  0.1205 0.1340 0.7143 

연령 1 -0.0142  0.0071 3.9952 0.0456 

가족 수 1 0.0920  0.0658 1.9570 0.1618 

학력 1 -0.2429  0.1368 3.1519 0.0758 

소득 1 0.0481  0.0430 1.2500 0.2636 

지역 1 0.0020  0.0202 0.0097 0.9217 

LR

Chi-Sq

12　

  49.5 

pr>ChiSq   <.0001

부표 2-8.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 결과(돼지고기 vs.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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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 1.0777 0.4576  5.5468  0.0185  

빈
도
수

쇠고기 1 -0.2218  0.0479 21.4657 <.0001

돼지고기 1 0.1302  0.0528 6.0764 0.0137 

닭고기 1 0.0179  0.0482 0.1384 0.7099 

지
출
액

도시가스 1 -0.0213  0.0325 0.4285 0.5127 

도로여객운송 1 -0.0039  0.0096 0.1656 0.6841 

화 1 -0.0056  0.0145 0.1470 0.7014 

인
구
통
계

취업 1 -0.0534  0.1408 0.1441 0.7042 

연령 1 -0.0171  0.0082 4.3888 0.0362 

가족 수 1 0.1696  0.0808 4.4027 0.0359 

학력 1 0.0280  0.1613 0.0301 0.8623 

소득 1 -0.0220  0.0494 0.1974 0.6568 

지역 1 0.0467  0.0244 3.6665 0.0555 

LR

Chi-Sq

12　

  40.1 

pr>ChiSq   <.0001

부표 2-9.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 결과(돼지고기 vs.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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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 0.7872 0.4690  2.8175  0.0932  

빈
도
수

쇠고기 1 -0.0741  0.0487 2.3212 0.1276 

돼지고기 1 0.0714  0.0566 1.5953 0.2066 

닭고기 1 0.0526  0.0538 0.9572 0.3279 

지
출
액

도시가스 1 -0.0249  0.0324 0.5927 0.4414 

도로여객운송 1 -0.0127  0.0095 1.7917 0.1807 

화 1 -0.0196  0.0138 1.9989 0.1574 

인
구
통
계

취업 1 0.1770  0.1470 1.4493 0.2286 

연령 1 0.0030  0.0085 0.1259 0.7227 

가족 수 1 0.0772  0.0830 0.8659 0.3521 

학력 1 -0.1144  0.1696 0.4547 0.5001 

소득 1 -0.0357  0.0511 0.4898 0.4840 

지역 1 0.0202  0.0247 0.6689 0.4134 

LR

Chi-Sq

12

  20.9 

pr>ChiSq   0.0515

부표 2-10.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 결과(돼지고기 vs. 닭고기)



SQ. 응답자 특성

부록 3 

소비자 설문 조사표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 → 설문종료 2) 여

S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1) 만 19세 이하 → 설문 종료

2) 만 20~29세 3) 만 30~39세 4) 만 40~49세

5) 만 50~59세 6) 만 60세 이상 → 설문 종료

SQ3. 귀하의 재 거주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서울       2) 부산       3) 구       4) 인천       5) 주

6)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라북도  13) 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 경기 외 조사 종료]

SQ4.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1) 미혼 → 설문종료 2) 기혼

SQ4-1. 결혼을 하셨다면 업주부이십니까, 취업주부이십니까?

1) 업주부 2) 취업주부



 부록242

품목
구입횟수(회) 1회 평균 구입 액(원)

국산 수입 국산 수입

쇠고기 ________(회) _________(회) _________(원) _________(원)

돼지고기 ________(회) ________(회) _________(원) _________(원)

닭고기 ________(회) ________(회) _________(원) _________(원)

품    목
외식횟수(회) 1회 평균 외식 액(원)

국산 수입 국산 수입

쇠 고 기 ______(회) ______(회) ______(원) _________(원)

돼지고기 ______(회) ______(회) ______(원) _________(원)

닭 고 기 ______(회) ______(회) ______(원) _________(원)

축산물 관련 설문 

※ 다음의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시거나 입력해 

주세요.

1. 다음 품목의 가구당 월 평균 구입 횟수(외식은 제외)와 1회 평균 구입

액을 어주세요.

2. 다음 품목의 가구당 월 평균 외식횟수(구입은 제외)와 1회 평균 외식

액을 어주세요.

쇠고기(안심, 등심 등), 돼지고기(삼겹살, 목살, 돼지갈비 등), 닭고기(삼

계탕, 치킨 등)를 가족끼리 외식한 회수  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화요리는 제외

2-1. [SQ4-1의 2. 취업주부만] 다음 품목에 해 회사의 회식 횟수  액

에 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월 평균 회식 횟수(구입은 제

외)와 1회 평균 회식 액을 어주세요.

쇠고기(안심, 등심 등), 돼지고기(삼겹살, 목살, 돼지갈비 등), 닭고기

(삼계탕, 치킨 등)를 회사에서 회식한 회수  액을 작성하시면 됩

니다. 단, 화요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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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회식 횟수(회) 1회 평균 회식 액(원)

국산 수입 국산 수입

쇠고기 _______(회) _______(회) _______(원) _______(원)

돼지고기 _______(회) _______(회) _______(원) _______(원)

닭고기 _______(회) _______(회) _______(원) _______(원)

품목 지출 액(원)

도시가스 월평균 액 (최근 3개월 평균) _________________원

도로여객운송(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등) _________________원

화(유선  이동통신) _________________원

3. 귀하의 가구는 도시가스 요 에 난방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1)  (도시가스 = 취사 + 난방)

   2) 아니오 (도시가스 = 취사)  < 앙난방 등으로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

에 포함되지 않음>

3-1. 다음 품목의 가구당 월 평균 지출 액을 어주세요.

  (가구원 체 합계 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축산물 가격과 공공요 이 각각 10%씩 상승할 경우 어느 품목이 소비

자물가의 상승에 미치는 향이 더 클지 척도로 선택해 주십시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향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차이 없음, 축산

물(ex. 돼지고기)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왼쪽, 공공요 (ex. 도시가스)

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돼지고기                                                          도시가스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우 큼     큼       약간 큼      차이 없음     약간 큼        큼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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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돼지고기                                                         도로여객운송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우 큼     큼       약간 큼      차이 없음     약간 큼        큼     매우 큼

3)

돼지고기                                                          화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우 큼     큼       약간 큼      차이 없음     약간 큼        큼     매우 큼

4)

돼지고기                                                          쇠고기(한우)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우 큼     큼       약간 큼      차이 없음     약간 큼        큼     매우 큼

5)

돼지고기                                                          닭고기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우 큼     큼       약간 큼      차이 없음     약간 큼        큼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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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쇠고기(한우)                                                       닭고기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우 큼     큼       약간 큼      차이 없음     약간 큼        큼     매우 큼

DQ. 응답자 정보

※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한 응답자 기  정보에 한 질문입니다.

D1. 본인을 포함하여 귀 의 재 거주 가족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이상 

D1-1. 그 다면, 함께 거주하는 귀하의 자녀(고교생까지 포함)는 모두 몇 

명입니까?

① 0명(자녀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⑥ 5명 ⑦ 6명 이상 

D2. 귀 가정의 한 달 평균 총 소득은(모든 가족 구성원의 수입과 이자소

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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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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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 학력 재학자는 

해당 학력으로 인정)

① 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학교 졸업

④ 학원 졸업 이상



농 장 명

성    명 연 락 처
 화:

e-mail:
주    소
(    치)

 

조사일시            2011년      월      일

2010년 
상시 사육두수

두
사육경력 년

축사면 평

2010년 한우
매 액

만원
2010년 출하두수 두

부록 4 

유통단계별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표

□ 한우농가 조사표

문 1. 귀하의 개별 경 에 한 사항입니다.

문 2. 다음의 경로에 해당하는 출하두수 비 은 얼마나 됩니까? (2010년 

기 ) 한 유통비용 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 안정을 해

서 가장 확 해야 할 유통 경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로 1의 직 출하는 농가가 산지조합 는 수집반출상을 경유하지 않

고 도매시장 는 공 장에 직  출하하는 경우임.

※ 경로 2의 탁 매는 산지조합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 하고 공 장

으로의 상장 는 육가공업체로의 매를 의뢰하는 경우임.

※ 경로 3, 4의 계약, 매는 민간계열업체, 도축장 는 산지조합과의 생

산  유통 계약을 통해 가축을 인도 는 매하는 경우임.



 부록248

출하
비

가장 확 해야
할 경로(√ 표시)

경로 1 %

경로 2 %

경로 3 %

경로 4 %

경로 5 %

경로 6 %

경로 7 %

경로 8 %

합계 100%

※ 경로 6의 거래처는 부분육 가공업체, 간유통업체, 형 할인   백

화 , 슈퍼마켓  소형마트 등을 포함함. 를 들어 선생님께서 이마

트(E-Mart)에 직  납품하는 경우 경로 6에 해당됨.

문 3. 문 2의 경로 6을 통해 출하하신 분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6의 

거래처  다음 항목들의 비 은 얼마입니까? 한 유통비용 감 

등 유통 효율화, 축산물 물가 안정을 해서 가장 확 해야 할 거래

처는 무엇입니까?

※ 부분육 가공업체는 지육을 구매하여 부분육으로 가공하여 유통시키는 

업체를 의미함.

※ 간유통업체는 매매차익 는 거래수수료 획득을 목 으로 지육 상태

로 부분육 가공업체, 식당, 정육  등 수요처에 공 하는 업체를 의미함. 

※ 형 할인   백화 은 3,000m
2 

이상의 매장에서 식료품, 가구, 가

제품, 의류 등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 으로 매하는 곳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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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비
가장 확 해야 할

거래처(√ 표시)

부분육 가공업체 %

간유통업체 %

형 할인   백화 %

일반정육 (정육식당) %

슈퍼마켓, 소형 마트 %

기타1 (             ) %

기타2 (             ) %

합    계 100%

※ 슈퍼마켓  소형 마트는 3,000m
2
 미만의 매장에서 음식료품을 주

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매하는 곳을 의미함.

문 4. 문 2에서 답하신 ‘가장 확 해야 할 경로‘의 비 이 확 되기 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응답 가능)(   ), (   )

① 종축, 사료 등 사양 리 통일

② 안정 인 소비지 매처 확보

③ 소비자의 랜드 인지도 제고

④ 안정 인 가격 보장

⑤ 다른 유통 경로보다 높은 가격 보장

⑥ 계약 계에 한 농가와 거래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 구축

⑦ 유통비용 감

⑧ 기타 (                        ) 

문 5. 문 2에서 응답하신 ‘비 이 가장 큰 유통경로’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응답 가능) (        ), (        )

① 량으로 가축을 매할 수 있기 때문에

② 가격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③ 오랜 기간 동안 거래 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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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농가 

부담 여부
1마리당 농가
부담 비용

가축(생체) 운송비: 농가 → 도착지역(   ) ( , 아니오) 원

도축비(도살처리수수료, 도축세,

검사수수료, 등 정수수료)
( , 아니오)

도매시장  공 장 탁(상장)수수료 ( , 아니오)

자조 ( , 아니오)

도매시장  공 장 도매인 개수수료 ( , 아니오)

산지반출상 개수수료 ( , 아니오) 원

산지조합 수수료 ( , 아니오) 원

기타1 (                   ) ( , 아니오) 원

기타2 (                   ) ( , 아니오) 원

합계 원

④ 가격을 안정 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⑤ 거래처 선정   정산 등을 편리하게 행해 주기 때문에

⑥ 거래  출하 련 비용이 가장 렴하기 때문에

⑦ 기타(                                         ) 

문 6. 문 2에서 응답하신 ‘비 이 가장 큰 유통 경로’에서 선생님께 지불하

는 출하  유통 련 비용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1마리당 비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 7. 향후 산지조합과의 계약 매가 확 되기 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

엇입니까? (2개 응답 가능) (        ), (        )

① 종축, 사료, 사양 리 등 통일

② 조합의 안정 인 소비지 매처 확보

③ 소비자의 랜드 인지도 제고

④ 안정 인 가격 보장

⑤ 다른 유통 경로보다 높은 가격 보장

⑥ 계약 계에 한 농가와 조합 간 상호 신뢰 구축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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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 표시

1 계열화 확  (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2 계열화 확  (민간계열화 활성화)

3 직거래 확

4 축산물 이력제 

5 산지조직화 

6 선물시장 활성화

7 거  도매시장  도축장 육성(도축장 구조조정)  

8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9 소매 단계 축산물 등 표시

10 시설 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

11 송아지생산안정제

12 부분육 유통 활성화

13 부정육 매 단속 강화

14 수입 축산물 세 인하

15 기타(                             )

문 8. 물가 안정  유통 효율화 등 축산물 유통 개선을 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 √ 표시해 주십시오)

문 9. 축산물 유통 개선을 해 한우농가와 련하여 필요한 정책, 제도, 

법률 상의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십시오.

 < 지 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부록252

농 장 명

성    명 연 락 처
 화:

e-mail:
주    소
(    치)

 

조사일시            2011년      월      일

출하
비

가장 확 해야
할 경로(√ 표시)

경로 1 %

경로 2 %

경로 3 %

경로 4 %

경로 5 %

경로 6 %

경로 7 %

합계 100%

2010년 
상시 사육두수

두 사육경력 년

축사면 평
2010년 돼지
매 액

만원2010년 출하두수 두

□ 양돈농가 조사표

문 1. 귀하의 개별 경 에 한 사항입니다.

문 2. 다음의 경로에 해당하는 출하두수 비 은 얼마나 됩니까? (2010년 

기 ) 한 유통비용 감 등 유통 효율화, 축산물 물가 안정을 해

서 가장 확 해야 할 유통 경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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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1의 직 출하는 농가가 산지조합 는 수집반출상을 경유하지 않

고 도매시장 는 공 장에 직  출하하는 경우임.

※ 경로 2의 탁 매는 산지조합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 하고 공 장

으로의 상장 는 육가공업체로의 매를 의뢰하는 경우임.

※ 경로 3, 4의 계약, 매는 민간계열업체, 도축장 는 산지조합과의 생

산  유통 계약을 통해 가축을 인도 는 매하는 경우임.

문 3. 문 2에서 답하신 ‘가장 확 해야 할 경로’ 비 이 확 되기 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응답 가능) (   ), (   )

① 종축, 사료 등 사양 리 통일

② 안정 인 소비지 매처 확보

③ 소비자의 랜드 인지도 제고

④ 안정 인 가격 보장

⑤ 다른 유통 경로보다 높은 가격 보장

⑥ 계약 계에 한 농가와 거래 당사자 간 상호 신뢰 구축

⑦ 유통비용 감

⑧ 기타(                                                ) 

문 4. 문 2에서 응답하신 ‘비 이 가장 큰 유통경로’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응답 가능) (        ), (        )

① 량으로 가축을 매할 수 있기 때문에

② 가격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③ 오랜 기간 동안 거래 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④ 가격을 안정 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⑤ 거래처 선정   정산 등을 편리하게 행해 주기 때문에

⑥ 거래  출하 련 비용이 가장 렴하기 때문에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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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비
가장 확 해야 할
거래처(√ 표시)

부분육 가공업체 %

간유통업체 %

형 할인   백화 %

일반정육 (정육식당) %

슈퍼마켓, 소형 마트 %

기타1 (             ) %

기타2 (             ) %

합    계 100%

항  목
농가 

부담 여부
1마리당 농가
부담 비용

가축(생체) 운송비 ( , 아니오) 원

도축비(도살처리수수료, 도축세, 검사수수료, 
등 정수수료)

( , 아니오)

도매시장  공 장 탁(상장)수수료 ( , 아니오)

자조 ( , 아니오)

도매시장  공 장 매인 개수수료 ( , 아니오)

산지반출상 개수수료 ( , 아니오) 원

산지조합 수수료 ( , 아니오) 원

기타1 (               ) ( , 아니오) 원

기타2 (               ) ( , 아니오) 원

합계 원

문 5. 문 2에서 응답하신 ‘비 이 가장 큰 유통 경로’에서 선생님께서 지불

하는 출하  유통 련 비용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1마리당 비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 6. 문 2의 경로 6(거래처에 직  매)을 통해 출하하신 분만 답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거래처들의 비 은 얼마나 됩니까? 한 유통비

용 감 등 유통 효율화, 축산물 물가 안정을 해서 가장 확 해야 

할 거래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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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 표시

1 계열화 확  (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2 계열화 확  (민간계열화 활성화)

3 직거래 확

4 축산물 이력제 

5 산지조직화 

6 선물시장 활성화

7 거  도매시장  도축장 육성(도축장 구조조정)  

8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9 소매 단계 축산물 등 표시

10 시설 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

11 모돈 문 농장 육성

12 부분육 유통 활성화

13 부정육 매 단속 강화

14 수입 축산물 세 인하

15 기타(                             )

문 7. 향후 산지조합과의 계약, 매가 확 되기 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

엇입니까? (2개 응답 가능) (        ), (        )

① 종축, 사료, 사양 리 통일 ② 조합의 안정 인 소비지 매처 확보

③ 소비자 랜드 인지도 제고 ④ 안정 인 가격 보장

⑤ 다른 유통 경로보다 높은 가격 보장

⑥ 계약 계에 한 농가와 조합간의 상호 신뢰 구축

⑦ 기타(                                         )

문 8. 물가 안정  유통 효율화 등 축산물 유통 개선을 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 √ 표시해 주십시오)

문 9. 축산물 유통 개선을 해 한우농가와 련하여 필요한 정책, 제도, 

법률상의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십시오.

 < 지 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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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담 당 자 연 락 처
 화:

e-mail:

주    소

(    치)
 

조사일시            2011년      월      일

2010년 한  우 국내산 돼지

매량 톤 톤

매두수 두 두

□ 부분육 가공업체 조사표

 

문 1. 귀 업체의 2010년 한우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 매량     

문 1-1. 의 매량 에서 지육으로 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 아니오)

      있다면 체 매량 에 지육 매 비 은 얼마나 됩니까?

한우 (          )%, 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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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국내산 돼지

생체 는 지육 구매 경로
비율
(%)

생체 는 지육 구매 경로
비율
(%)

탁
구매

산지조합  생산자단체
에게 탁 탁

구매

산지조합  생산자단체
에게 탁

도매인에게 탁 도매인에게 탁

수집반출상에게 탁 수집반출상에게 탁

직
구매

산지조합  생산자단체 구매

직
구매

산지조합  생산자단체 구매

농가로부터 구매 농가로부터 구매

도매인으로부터 구매 도매인으로부터 구매

직  경매 참여 직  경매 참여

축산농가와 생산 혹은 유통 계약 축산농가와 생산 혹은 유통 계약

기타 (                       ) 기타 (                       )

합 계 100 합 계 100

부 분 육 

가공시설

월 처리 능력

(2010년 기 )

한  우: (         두/월 )

돼  지: (         두/월 )

가동률
한  우: (      %)(월 평균처리실 /월 처리능력)

돼  지: (      %)(월 평균처리실 /월 처리능력)

문 2. 생체 는 지육 상태에서 확보하는 경로별 비  (2010년 기 )

문 2-1. 에서 “가장 많은 비 의 경로”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우 (      ), 국산돼지 (       )

①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② 구매단가가 가장 낮기 때문에

③ 그동안 계속 거래해왔기 때문에

④ 내가 매하는 거래처나 소비자의 수요 때문에( 랜드나 특정 지

역의 고기)

⑤ 기타(                                                   )

문 2-2. 부분육으로 구입하여 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 아니오)

        있다면 체 매량에서 차지하는 비 은 얼마나 됩니까? 

          한우 (            )%,  국내산 돼지 (              )%

문 3. 귀 업체의 처리능력과 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부록258

유통경로
확 해야 할 경로

한우 국산 돼지

탁
구매

산지조합  생산자 단체에게 탁

(수수료를 지불하고 탁 구매하는 것을 말함)

도매인에게 탁

(수수료를 주고 지육을 탁 구매하는 것을 말함)

수집반출상에게 탁

(수수료를 주고 생체를 탁 구매하는 것을 말함)

직
구매

산지조합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

(산지조합 등 소유의 원료육을 구입하는 것을 말

함)

농가로부터 구매

(직  양돈농가로부터 생체를 구입함)

도매인으로부터 구매

( 도매인이 소유한 지육을 구입하는 것을 말함)

직  경매 참여

(직  매참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축산농가와 생산 혹은 유통 계약

기타 (                                            )

한우
국내산 돼지

1등 1+등

가격 원/마리 원/마리 원/마리

량 ㎏ ㎏ ㎏

문 4. 유통비용 감 등 유통 효율화, 축산물 물가 안정을 해서 가장 확

해야 할 유통 경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시)

문 4-1. 가장 확 해야 할 유통경로를 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5. 지육 한 마리 구입 시, 가격과 량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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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1두(1
+
등 ) 돼지 1두(A등 )

지육 1마리 구매가격 1,000만원 100만원

매 가격(한우/돼지 한 마리로 환산)    만원 만원

임가공한 물량 임가공료

한   우 두 원/마리

돼   지 두 원/마리

한 우 고 기 국 내 산 돼 지 고 기

매처
비율

(%)
매처

비율

(%)

① 형 할인

, 백화

매장 입 매 ① 형 할인

, 백화

매장 입 매

부분육 납품 부분육 납품

② 슈퍼마켓, 

   소형마트

매장 입 매 ② 슈퍼마켓, 

   소형마트

매장 입 매

부분육 납품 부분육 납품

③ 일반정육 (정육식당) ③ 일반정육 (정육식당)

④ 음식 ④ 음식

⑤ 단체 식처 ⑤ 단체 식처

⑥ 2차 육가공업체

   (햄, 소시지 가공업체)

⑥ 2차 육가공업체

   (햄, 소시지 가공업체)

⑦ 직 매 (직 식당) ⑦ 직 매 (직 식당)

⑧ 기타 (                 ) ⑧ 기타 (                 )

합 계 100 합 계 100

문 6. 귀 업체에서 지육을 임가공한 물량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되

며 마리당 임가공료는 얼마입니까? (2010년 기 )

문 7. 지육 마리당 구매 가격이 한우 1,000만원과 돼지 100만원이라면, 부

별로 모두 팔았을 때 매 가격은 얼마입니까? (2010년 기 ) 

문 8. 한우육과 국내산 돈육을 어디에, 얼마나 매하십니까? (2010년 기 )

문 9. 귀사는 고기 매가격을 주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          )

① 구매 가격에 일정 비율(        %) 는 일정 액을 붙여 매함 

②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함

 ③ 매처와 가격  공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가격을 받음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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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
확 해야 할 경로

한우 국내산 돼지

① 형 할인   백화
매장 입  매

부분육 납품

② 슈퍼마켓, 소형 마트
매장 입  매

부분육 납품

③ 일반정육 (정육식당)

④ 음식

⑤ 단체 식처

⑥ 2차 육가공업체

⑦ 직 매 (직 식당)

⑧ 기타 (                   )

문 9-1. 매가격을 결정하실 때 주로 무엇을 참고하십니까? (      )

    ① 식육 련 정보지 ② 다른 업체 가격 ③ 가격이 고시된 홈페이지 

    ④ 경락가격 ⑤ 기타 (                                         )

문 10. 유통비용 감 등 유통 효율화, 축산물 물가 안정을 해서 가장 확

해야 할 유통 경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

시)

문 10-1. 가장 확 해야 할 유통경로를 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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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가 격(원/100g) 국 산 돼 지

부 1등 1+등 부 가격(원/100g)

등심 삼겹살

안심 목심
채끝 갈비( 포함)
목심 앞다리
앞다리 뒷다리
양지 항정살
설도 갈매기살
사태 안심
우둔 등심
치마 앞사태
토시

뒷사태
갈비(  포함)

정  책

필요한 정책

(해당란에 √ 표시)

한우 돼지

1 계열화 확  (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2 계열화 확  (민간계열화 활성화)

3 직거래 확

4 축산물 이력제 

5 산지조직화(규모화)

6 선물시장 활성화

7 도축장 구조조정(시설 확충  화)  

8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9 소매 단계 축산물 등 표시

10 축사시설 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

11 모돈 문농장 육성

12 송아지 생산 안정제

13 부분육 유통 활성화

14 부정육 매 단속 강화

15 수입 축산물 세 인하

16 기타(                   )

문 11. 부 별 매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달 평균 으로 략)

※ 답변이 가능한 곳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2. 물가 안정과 축산물 유통 개선을 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종별로 3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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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3. 귀사의 축산물 구매  매와 련하여 어려운 은 무엇이며, 축

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 지 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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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

담 당 자 연 락 처
 화:

e-mail:
주    소
(    치)

 

조사일시            2011년      월      일

유통경로 비
확 해야할 
경로(√ 표시)

경로 한우 돼지 한우 돼지

경로1

경로2

경로3

경로4

경로5

합 계 100% 100%

경로1
(경매)

경로2
( 개)

경로3(매취)
도축장 소유

경로4(매취)
임도축

경로5
(기타)

합계

한우 두 두 두 두 두 두

돼지 두 두 두 두 두 두

□ 산지조합 조사표

문 1. 다음의 유통 경로 , 귀 조합이 취 한 한우와 돼지의 경로별 비 은 얼

마나 됩니까? (2010년 기 )  유통비용 감 등 유통 효율화, 축산물 물

가안정을 해서 가장 확 해야 할 유통 경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1-1. 경로별 취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2010년 기 )

문 1-2. 가장 확 해야 할 유통경로를 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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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1(수탁사업: 경매) 경로 2(수탁사업: 개)

한우

1마리

돼지 

1마리

부담

주체

한우 

1마리당

돼지 

1마리당

부담

주체

운송비

(농가→도축장)
원 원 원 원

조합수수료
경락가격의

(    )%

경락가격의

(    )%

경락가격의

(    )%

경락가격의

(    )%

탁(상장)

수수료

경락가격의

(    )%

경락가격의

(    )%

자조 원 원 원 원

도

축

비

도살처리

수수료
원 원 원 원

도축세 원 원 원 원

검사수수료 원 원 원 원

등 정

수수료
원 원 원 원

개수수료
경락가격의

(    )%

경락가격의

(    )%

기타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원 원

경로 3(매취사업: 도축장 소유) 경로 4(매취사업: 도축장 미소유)

한우 

1마리당

돼지 

1마리당

부담

주체

한우 

1마리당

돼지 

1마리당

부담

주체

운송비

(농가→도축장)
원 원 원 원

자조 원 원 원 원

도

축

비

도살처리

수수료
원 원 원 원

도축세 원 원 원 원

검사수수료 원 원 원 원

등 정

수수료
원 원 원 원

지육운송비 원 원 원 원

기타

(             )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원 원

문 2. 경로 1, 2(수탁사업)의 경우, 다음 항목별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2010년 기 ) 

※ 부담 주체는 농가, 조합, 거래처 등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3. 경로 3, 4(매취사업)의 경우, 다음 항목별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2010년 기 ) 

※ 부담 주체는 농가, 조합, 거래처 등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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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지 ② ③ ④ 

수탁사업
( 개)

매취사업 
(자체 도축)

매취사업 
(임도축)

1경로 % % %

2경로 % % %

3경로 % % %

4경로 % % %

5경로 % % %

6경로 % % %

7경로 % % %

8경로 % % %

9경로 % % %

합계 100% 100% 100%

한     우 ② ③ ④ 

수탁사업
( 개)

매취사업 
(자체 도축)

매취사업 
(임도축)

1경로 % % %

2경로 % % %

3경로 % % %

4경로 % % %

5경로 % % %

6경로 % % %

7경로 % % %

8경로 % % %

9경로 % % %

합계 100% 100% 100%

문 4. 문 1의 경로 2, 3, 4에 해당하는 물량 , 지육으로 유통되는 다음의 

경로 비 은 얼마나 됩니까? (2010년 기 ) 

※ 경로1의 부분육 가공업체는 지육을 구매하여 부분육으로 가공하고 유

통하는 업체를 의미함.

※ 경로2의 자체 부분육 가공은 자체 보유 시설에서 부분육으로 가공하는 

경우와 다른 가공업체에게 가공 수수료를 지불하고 부분육으로 가공하

는 경우를 포함함.

※ 경로3의 간유통업체는 매매 차익 는 거래수수료 획득을 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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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육 상태로 부분육 가공업체, 식당, 정육  등 수요처에 공 하는 업체

를 의미함. 

※ 경로4의 형 할인   백화 은 3,000m2 이상의 매장에서 식료품, 가

구, 가 제품, 의류 등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 으로 매하는 곳을 

의미함.

※ 경로5의 슈퍼마켓, 소형 마트는 3,000m2 미만의 매장에서 음식료품을 

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매하는 곳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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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연 락 처  화:

주    소

(    치)
 

운 경력                              년

조사일시            2011년      월      일

2010년
쇠고기 돼지고기

한우 육우 수입 체 국내산 수입 체

매량 톤 톤 톤 톤 톤 톤 톤

매두수 두 두 두 두 두

입 매장 매 비
( 체 매량에서 차지하는 비 )

한 우 육 우 국내산 돼지

% % %

입   수수료 매출액의 (                  )%

□ 형할인   백화  조사표

문 1. 귀사의 축산물 매장에서 매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얼마나 매

하셨습니까? 한우, 육우, 국내산 돼지고기는 두수로도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1. 에서 응답하신 물량에는 입  매장(수수료 매장)의 매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 아니오)

문 1-2. 귀사에 입  매장(수수료 매장)의 매량은 얼마나 되고 입  수

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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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국내산 돼지

생체 는 지육 구매 경로
비율

(%)
생체 는 지육 구매 경로

비율

(%)

탁

구매

력

업체

산지조합 

생산자단체 탁
탁

구매

력

업체

산지조합 

생산자단체 탁

육가공업체 탁 육가공업체 탁

수집반출상 탁 수집반출상 탁

경매( 도매인에게 탁) 경매( 도매인에게 탁)

직

구매

산지조합  생산자단체
직

구매

산지조합  생산자단체

육가공업체 육가공업체

매참인으로 직  경매 참여 매참인으로 직  경매 참여

축산농가와 생산 혹은 유통 계약 축산농가와 생산 혹은 유통 계약

기타 (                       ) 기타 (                       )

합 계 100 합 계 100

한우 국내산 돼지

생체 는 지육으로 구매하는 물량 비 % %

부분육으로 구매하는 물량 비 % %

계 100% 100%

문 2. 귀 사에서 연간 매되는 한우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의 원료육 조

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10년 기 )

  문 2-1. 원료육 조달 시 생체 는 지육으로 구매하는 물량과 부분육으

로 구매하는 물량 비 은 얼마나 됩니까? 

  문 2-2. 원료육을 생체 는 지육 상태에서 구매하는 경로별 비

문 2-3. 에서 “가장 많은 생체 는 지육 확보 경로”를 이용하시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한우 (      ), 국산돼지 (       )

①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② 구매단가가 가장 낮기 때문에

 ③ 그동안 계속 거래해왔기 때문에

 ④ 내가 매하는 거래처나 소비자의 수요 때문에( 랜드나 특정 지

역의 고기)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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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국 산 돼 지

부분육 구매처 비율(%) 부분육 구매처 비율(%)

① 산지조합  생산자 단체 ① 산지조합  생산자 단체

② 육가공업체 ② 육가공업체

③ 기타 (              ) ③ 기타 (               )

합 계 100 합 계 100

유통경로

확 해야 할 경로

(해당란에 √ 표시)

한우 국내산 돼지

탁

구매

력

업체

산지조합  생산자단체 탁

육가공업체 탁

수집반출상에게 탁

경매( 도매인에게 탁)

직

구매

산지조합  생산자단체 소유

육가공업체 소유

매참인으로 직  경매 참여

축산농가와 생산 혹은 유통 계약

기타 (                       )

문 2-4. 원료육을 부분육 상태로 구매하는 경로별 비

 

문 2-5. 에서 “가장 많은 부분육 구입처”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한우 (       ), 돼지 (       )

①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② 구매단가가 가장 낮기 때문에

③ 그동안 계속 거래해왔기 때문에

④ 내가 매하는 거래처나 소비자의 수요 때문에( 랜드나 특정 지

역의 고기)

⑤ 기타(                                              )

문 3. 유통비용 감 등 유통 효율화, 축산물 물가 안정을 해서 가장 확

해야 할 유통 경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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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고 기 국 내 산  돼 지 고 기

매처 비율(%) 매처 비율(%)

① 일반소비자
매장 매

① 일반소비자
매장 매

인터넷 매 인터넷 매

② 매장 내 음식 (식자재 매) ② 매장 내 음식 (식자재 매)

③ 기타 (               ) ③ 기타 (              )

합 계 100 합 계 100

한우
국내산 돼지

1등 1+등

가격 원/마리 원/마리 원/마리

량 ㎏ ㎏ ㎏

문 3-1. 가장 확 해야 할 유통경로를 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4. 지육 한마리 구입하실 때, 가격과 량은 얼마입니까? (이번달 평균)

 

문 5. 귀사는 한우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어디에, 얼마나 매하십니

까? (2010년 기 )

문 6. 귀사는 고기 매가격을 주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        )

① 구매 가격에 일정 비율(        %) 는 일정 액을 붙여 매함 

②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함

③ 매처와 가격  공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가격을 받음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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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가 격(원/100g) 국 산 돼 지

부 1등 1+등 부 가격(원/100g)

등심 삼겹살

안심 목심

채끝
갈비( 포함)

목심
앞다리

앞다리
뒷다리

양지
항정살

설도
갈매기살

사태

안심
우둔

등심
치마

앞사태토시

뒷사태갈비(  포함)

부분육 

가공시설

일일 처리 능력

(2010년 기 )

한  우: (         두/일 )

돼  지: (         두/일 )

가동률
한  우: (    %)(일평균처리실 /일처리능력)

돼  지: (    %)(일평균처리실 /일처리능력)

문 6-1. 매가격을 결정하실 때 주로 무엇을 참고하십니까? (      )

① 식육 련 정보지 ② 다른 업체 가격 ③ 가격이 고시된 홈페이지 

④ 경락가격 ⑤ 기타 (                                       )

문 7. 부 별 매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 달 평균 으로 략)

※ 답변이 가능한 곳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8. 귀사에 부분육 가공시설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사항에 해 기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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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돼지

한우

돼지

문 9. 한우와 돼지가 농가에서부터 매장에서 팔릴 때까지의 표 경로에 

해 서술 부탁드립니다.

※ 1) 산지조합으로부터 생축 구매 의뢰 => 지정 도축장  가공장 => 

물류센터 => 매장

   2) 육가공업체로 지육 구매 => 도축장 => 지육상태로 매장 유입 => 

부 별 해체 후 매

   3) 부분육 상태로 고기 구매 => 물류센터 => 매장에서 단순 세  후 

매 등으로 기재

 

문 10. 생축 사육에서 매까지 유통 효율화, 축산물 물가 안정을 해서 가

장 이상 이라고 생각하는 유통 경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10-1. 이를 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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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한우 돼지

1 계열화 확  (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2 계열화 확  (민간계열화 활성화)

3 직거래 확

4 축산물 이력제 

5 산지조직화(규모화)

6 선물시장 활성화

7 도축장 구조조정(시설 확충  화)  

8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9 소매 단계 축산물 등 표시

10 축사시설 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

11 모돈 문농장 육성

12 송아지생산안정제

13 부분육 유통 활성화

14 부정육 매 단속 강화

15 수입 축산물 세 인하

16 기타(                   )

문 11. 물가 안정과 축산물 유통 개선을 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종별로 3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문 12. 귀사의 축산물 구매  매와 련하여 어려운 은 무엇이며, 축산

물 유통체계 개선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 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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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돼 지(국산)

지육 구입처
비율

(%)
지육 구입처

비율

(%)

① 도매인으로부터 구매 ① 도매인으로부터 구매

② 수집반출상에게 구매 의뢰 ② 수집반출상에게 구매 의뢰

③ 간유통업체로부터 구매 ③ 간유통업체로부터 구매

④ 육가공업체로부터 구매 ④ 육가공업체로부터 구매

⑤ 농가로부터 생축 구매 후 임도축 ⑤ 농가로부터 생축 구매 후 임도축

⑥ 산지조합으로부터 직  구매 ⑥ 산지조합으로부터 직  구매

⑦ 기타 (                   ) ⑦ 기타 (                   )

합 계 100 합 계 100

이    름 연 락 처  화:

주    소
(    치)

 

운 경력                              년

조사일시            2011년      월      일

□ 정육  조사표

문 1. 선생님께서는 사업체 경 을 어떻게 하십니까? 

 - 총 근무 인원 :      명(고용 인원 :       명)  사업체 규모 :      평

 - 포의 소유 형태 : ① 자기소유 ② 포 임

 - 작년 월 평균 총 고기 취  물량 :              톤(정육 기 )

     한우와 돼지(국산) 취  비  :               %

문 2. 체 지육 구입량을 100이라고 할 때, 지육을 어디서, 얼마나 구입하

십니까? (2010년 기 )

) 수집반출상으로부터 50마리, 도매인으로부터 30마리, 육가공업체로

부터 20마리를 구입하셨으면 해당되는 칸에 50, 30, 20(합쳐서 100이 

되도록)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간유통업체는 매매차익 는 거래수수료 획득을 목 으로 지육 상태

로 부분육 가공업체, 식당, 정육  등 수요처에 공 하는 업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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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국 산 돼 지

부분육 구입처
비율

(%)
부분육 구입처

비율

(%)

① 육가공업체로부터 구매 ① 육가공업체로부터 구매

② 주변 정육 으로부터 구매 ② 주변 정육 으로부터 구매

③ 간유통업체로부터 구매 ③ 간유통업체로부터 구매

④ 기타 (               ) ④ 기타 (              )

합 계 100 합 계 100

문 2-1. 에서 “가장 많은 지육 구입처”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한우 (      ), 국산 돼지 (       )

①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② 구매단가가 가장 낮기 때문에

③ 그동안 계속 거래해왔기 때문에

④ 내가 매하는 거래처나 소비자의 수요 때문에( 랜드나 특정 지역의 

고기)

⑤ 일정한 수 의 품질을 맞추기 해서

⑥ 기타(                                                   )

문 3. 체 부분육 구입량이 100이라고 할 때, 부분육은 주로 어디서, 얼마

나 구입하십니까? (2010년 기 )

문 3-1. 에서 “가장 많은 부분육 구입처”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한우 (       ), 돼지 (       )

①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② 구매단가가 가장 낮기 때문에

③ 그동안 계속 거래해왔기 때문에

④ 내가 매하는 거래처나 소비자의 수요 때문에( 랜드나 특정 지역의 

고기)

⑤ 일정한 수 의 품질을 맞추기 해서

⑥ 기타(                                                   )



 부록276

한 우 (2010년 기 ) 국 산 돼 지 (2010년 기 )

매처 비율(%) 매처 비율(%)

① 일반소비자 ① 일반소비자

② 음식 ② 음식

③ 다른 정육 ③ 다른 정육

④ 내가 운 하는 식당 ④ 내가 운 하는 식당

⑤ 기타 (           ) ⑤ 기타 (           )

합 계 100 합 계 100

월 매두수 한우:                 마리/월 돼지:             마리/월

월 매액 한우:                  원/월 돼지:               원/월

한우
국내산 돼지

1등 1
+
등

가격 원/마리 원/마리 원/마리

량 ㎏ ㎏ ㎏

문 4. 지육 한마리를 구입하실 때, 가격과 량은 얼마입니까? (이번달 평균)

 
문 5. 선생님께서는 한 달에 한우와 돼지(국산)를 몇 마리 정도 매하셨습

니까? (2010년 기 ) 부분육으로 구입하여 매한 물량도 포함해서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5-1. 작년에 한우와 국내산 돼지 매량에서 부분육으로 구입하여 

매한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작년 한우 매량이 100㎏

이었고 부분육으로 구매하여 매한 물량이 20㎏이면 한우 칸에 

20%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     국산 돼지                 %

문 6. 한달에 사업체를 운 하시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원/1개월)

※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인건비, 임 료, 공과 , 운송비, 재료비, 부채 이

자 등이 포함됩니다. 

문 7. 한우고기와 국산 돼지고기를 어디에, 얼마나 매하십니까?



부록 277

한 우 가 격(원/100g) 국 산 돼 지

부 1등 1+등 부 가격(원/100g)

등심 삼겹살

안심 목심

채끝
갈비( 포함)

목심
앞다리

앞다리
뒷다리

양지
항정살

설도
갈매기살

사태
안심

우둔

등심
치마

앞사태토시

뒷사태갈비(  포함)

문 8. 선생님께서는 고기 매가격을 주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      )

① 구매 가격에 일정 비율 는 일정 액을 붙여 매함

②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함

③ 매처와 가격  공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가격을 받음

④ 기타(                                                        )

문 8-1. 매가격을 결정하실 때 주로 무엇을 참고하십니까? (      )

① 식육 련 정보지 ② 주변 정육  ③ 가격이 고시된 홈페이지 

④ 기타 (                                              )

문 9. 부분육으로 매하실 때,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 달 평균)

※ 답변이 가능한 곳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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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한우 돼지

1 계열화 확  (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2 계열화 확  (민간계열화 활성화)

3 직거래 확

4 축산물 이력제 

5 산지조직화(규모화)

6 선물시장 활성화

7 도축장 구조조정(시설 확충  화)  

8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9 소매단계 축산물 등 표시

10 축사시설 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

11 모돈 문농장 육성

12 송아지생산안정제

13 부분육 유통 활성화

14 부정육 매 단속 강화

15 수입 축산물 세 인하

16 기타(                   )

문 10. 물가 안정과 축산물 유통 개선을 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종별로 3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문 12. 선생님께서는 사업체를 운 하시면서 어려운 은 무엇이며,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 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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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조사표

문 1. 쇠고기 구입 시 포장  진열 에서 우선 으로 확인하는 표시는 무

엇인가요? 우선순 에 따라 두 가지만 말 해 주세요. 

1순  (    ), 2순  (     )

① 가격 ② 원산지(국내산, 외국산)

③ 한우, 육우, 젖소 구분 표시④ 등  표시

⑤ 부  구분 표시 ⑥ 용도(국거리, 불고기용 등) 표시 

⑦ 랜드(회사명) ⑧ 안 성(유기 축산물, HACCP 인증   등) 

⑨ 기타(                                            )

문 2. 돼지고기 구입 시 포장  진열 에서 우선 으로 확인하는 표시는 

무엇인가요? 우선순 에 따라 두 가지만 말 해 주세요. 

1순  (    ), 2순  (    )

① 가격 ② 원산지(국내산, 외국산)

③ 부  구분 표시 ④ 용도(국거리, 불고기용 등) 표시

⑤ 랜드(회사명) ⑥ 안 성(유기 축산물, HACCP 인증   등) 

⑦ 기타(                                   )

※ 가정 소비를 한 한우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구매에 국한한 질문입

니다. 외식 소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3. 가정 소비를 한 한우고기 구입 시 자주 이용하는 세 곳을 순서 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  (    ), 2순  (    ), 3순  (     )

① 일반 정육 (정육식당) ② 백화

③ 슈퍼마켓, 소형 마트 ④ 형 할인 (농 하나로클럽 포함)

⑤ 인터넷 는 통신 매 ⑥ 랜드 직 매 (직 식당)

⑦ 구입한  없음 ⑧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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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 문 3에서 1순 로 선택하신 한우고기 구입 장소를 이용하시는 이유

는 무엇인가요? 우선순 에 따라 두 가지만 말 해 주세요.

1순  (    ), 2순  (    )

① 품질이 좋아서

② 가격이 렴해서

③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④ 원하는 랜드의 한우고기를 살 수 있어서

⑤ 쇠고기 이외의 다른 상품도 같이 구입할 수 있어서

⑥ 가격이나 근량을 속이지 않고 신뢰할 수 있어서

⑦ 기타 (                                        )

문 5. 가정 소비를 한 국내산 돼지고기 구입 시 자주 이용하는 세 곳을 

순서 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  (    ), 2순  (    ), 3순  (     )

① 일반 정육 (정육식당) ② 백화

③ 슈퍼마켓, 소형 마트 ④ 형 할인 (농 하나로클럽 포함)

⑤ 인터넷 는 통신 매 ⑥ 랜드 직 매 (직 식당)

⑦ 구입한  없음 ⑧ 기타(                         )

문 6. 문 5에서 1순 로 선택하신 국내산 돼지고기 구입 장소를 이용하시

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순 에 따라 두 가지만 말 해 주세요.

1순  (    ), 2순  (    )

① 품질이 좋아서

② 가격이 렴해서

③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④ 원하는 랜드의 돼지고기를 살 수 있어서

⑤ 돼지고기 이외의 다른 상품도 같이 구입할 수 있어서

⑥ 가격이나 근량을 속이지 않고 신뢰할 수 있어서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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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 한우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구입 시 이용하는 매  에서 유통

비용 감 등 유통 효율화, 축산물 물가 안정을 해서는 어느 매

처가 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형 할인    ② 백화    

③ 슈퍼마켓, 소형 마트 ④ 일반정육 (정육식당)   

⑤ 랜드 직 매 (직 식당) ⑥ 인터넷 는 통신 매 

< 지 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성  명 화번호     

E-mail

소  속                

정    책 물가안정 매커니즘 동의 여부
물가안정 매커니즘 

한 의견 제시
1. 계열화 확

  ( 동조합형 는

  민간계열화 활성화)

･규모의 경제→유통 비용 감소→

  가격 인하

･계약 거래→가격 안정

( , 아니오)

2. 직거래 확 ･유통비용 감소→가격 인하 ( , 아니오)

3. 축산물 이력제  

･유통과정 투명→수요확 , 리

  비용 증가→가격상승(단기)→생산

  확 →가격인하, 소비자 후생

  증가(장기)

( , 아니오)

4. 산지조직화(규모화) ･공 안정→가격 안정 ( , 아니오)

5. 선물시장 활성화
･ 험 리→ 매자 수입 안정, 

  구매자 비용 안정→가격 안정
( , 아니오)

6. 도축장 구조조정

 (시설 확충  화)

･물량확 →가격안정

･규모의 경제→비용 감소→가격인하
( , 아니오)

부록 5 

축산 정책 평가를 한 문가 조사표

※ 응답자 정보

문 1. 다음에 나열한 물가 안정을 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련 정책수단

들입니다. 제시된 물가 안정 메커니즘에 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동

의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수단별 물가안정 메커

니즘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물가 안정은 1) 

축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가격 안정)하거나 2) 가격 수 을 낮추

는 것(가격 인하)을 의미합니다.



부록 283

정    책 물가안정 메카니즘 동의 여부
물가안정 메커니즘 

한 의견 제시

7.가격 결정 체계(도매

 시장 가격 상하한제)
･일일 등락폭 제한→가격 안정 ( , 아니오)

8. 소매단계 축산물

  등  표시

･정보 확 → 리 비용 증가, 소비

  확 →가격 상승(단기)→고품질

  축산물 생산 증가→가격 인하,

  소비자후생 증가(장기)

( , 아니오)

9. 축산시설 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 *

･생산성 증 →공  증 , 생산

  비용 감소→가격 인하
( , 아니오)

10. 모돈 문농장 육성*

･생산의 계 별 진폭 감소→가격

  안정

･생산성 증 →공  증 →가격 하락

( , 아니오)

11.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육 기반 안정→공  안정→

  가격 안정
( , 아니오)

12. 부분육 유통 활성화 ･물류 비용 감→가격 인하 ( , 아니오)

13. 부정육 매 단속 강화

･부정육 유통 감소→소비자 신뢰

 회복  수요 증가→가격 상승(단기)

  →공  증 →가격 하락( 장기)  

( , 아니오)

14. 수입 축산물 세 인하

･수입육 가격 인하→국내산 축산물

  시장 조정(생산성 향상/국내산 

  공  감소)→가격 인하/증가 

( , 아니오)

※ 본 연구에서의 물가 안정은 1) 축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거나 2) 

가격 수 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 2와 3은 축산 련 정책이 축

산물 물가 안정(1. 가격 변동성 완화, 2. 가격 인하) 측면에서의 상  

요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2. 다음은 축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한 축산 련 정책방안들

의 상  요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 2-1. 다음의 15가지 정책  8번째로 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선

택(2개 이상 가능)하시고 0부터 20까지 제시된 수 란의 ‘10’에 

√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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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수

1

계열화 확

(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계열화 확  

( 민간계열화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직거래 확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축산물 이력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
산지조직화

(규모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6 선물시장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7

도축장 구조

조정(시설 확

충  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

가격 결정 체

계 ( 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
소매단계 축산

물 등 표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축사시설 

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
모돈 문농장 

육성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2
송아지생산

안정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3
부분육 유통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4
부정육 매

단속 강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5
수입 축산물

세 인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문 2-2. 나머지 14개 정책에 해서 정책 간 상호 요도를 고려하시어 

각 정책의 수란  하나를 선택한 후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과 같은 기입 방법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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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정책이 8번째로 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보다 요하다고 생각

하시면 10 보다 큰 수  하나를 선택하시어 √표시해 주십시오. 

를 들어, 1번 정책이 8번째로 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보다 2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시면 12 에 √표시해 주십시오.

  ○ 1번 정책이 8번째로 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보다 덜 요하다고 

생각하시면 10 보다 작은 수  하나를 선택하시어 √표시해 

주십시오. ) 1번 정책이 8번째로 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보다 

2  정도 덜 요하다고 생각하시면 8 에 √표시해 주십시오.

  ○ 만약 1번 정책이 8번째로 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과 요도가 같

다고 생각하시면 10 에 √표시해 주십시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정책들 간 상호 요도의 정도를 비교하시

여 √표시해 주십시오.

  ○ 정책 간 요도가 다를 경우 다른 수를 부여하시고, 정책 간 

요도가 같을 경우 같은 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1) 10 보다 큰 수에 √표시한 정책의 수가 7개 이하이

고 2) 10 보다 작은 수에 √표시한 정책의 수가 7개 이하인지 반

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만약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2-1에서 8번째로 요

하다고 답하신 정책이 조사표 작성결과에서 8번째로 요한 정책

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다시 조사표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해야 될 정책 물가 안정 메커니즘 수

①

②
③

④

문 2-3. 에 제시된 15개 정책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며 기존 

정책과의 상  요도를 고려할 때 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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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수

1

계열화 확

(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계열화 확  

( 민간계열화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직거래 확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축산물 이력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
산지조직화

(규모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6 선물시장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7

도축장 구조

조정(시설 확

충  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

가격 결정 체

계 ( 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
소매단계 축산

물 등 표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축사시설 

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
모돈 문농장 

육성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2
송아지생산

안정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3
부분육 유통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4
부정육 매

단속 강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5
수입 축산물

세 인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문 3. 다음은 2) 가격 수 을 낮추기(가격 인하) 한 축산 련 정책방안

들의 상  요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 3-1. 다음의 15가지 정책  8번째로 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선

택하시고(2개 이상 가능) 0부터 20까지 제시된 수 란의 ‘10’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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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의 효율성은 정책 집행의 비용 비 편익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2. 정책의 효과성은 축산물 물가안정  유통체계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

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3. 정책의 시행 가능성은 정책당국이 축산물 물가 안정  유통체계 개

선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4. 계자의 수용성은 축산물 물가 안정  유통체계 개선을 한 정책

을 정책의 계자(정책의 상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추가해야 될 정책 물가안정 메커니즘 수

①

②

③

④

문 3-2. 나머지 14개 정책에 해서 정책간 상호 요도를 고려하시어 

각 정책의 수란  하나를 선택한 후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과 같은 기입 방법은 앞(문2-2)과 동일합니다.

문 3-3. 에 제시된 15개 정책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며 

기존 정책과의 상  요도를 고려할 때 몇 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문 4. 축산물 물가 안정  유통체계 개선을 한 축산 련 정책들을 효율

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계자의 수용성 등 4가지 측면에서 평가하

는 문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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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음 =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 낮음 =1

정  책 효율성 효과성
시행
가능성

계자( 상
자의 수용성

1
계열화 확

(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2
계열화 확

(민간계열화 활성화)

3 직거래 확

4 축산물 이력제 

5 산지조직화(규모화)

6 선물시장 활성화

7
도축장 구조조정

(시설 확충  화)  

8
가격 결정 체계

(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9 소매단계 축산물 등 표시

10
축사시설 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

11 모돈 문농장 육성

12 송아지생산안정제

13 부분육 유통 활성화

14 부정육 매 단속 강화

15 수입 축산물 세 인하

16 기타1 (                  )

17 기타2 (                  )

18 기타3 (                  )

  각 정책에 해서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계자의 수용가능성을 

평가하시어 다음에 해당하는 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지 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구분 액 비율 산출근거

양
축
가

농가수취가격 7,199.1 59.1 생체  650㎏ 기

매 가 격 7,199.1 59.1

∘ 매가격=지육경락가격+1차부산물가격
 - 7,199,100원 = 6,899,100원+300,000원
  ･지육경락가격: 6,889,100원=18,300원×377kg
 - 1차부산물가격: 300,000원
   (우두, 우피, 내장, 우족)

수
집
반
출
상

매매  도축
행인용역비

400.0 3.3
(290,000원)+ 물(우두 70,000원+우

피 40,000원)= 400,000원

 - 생체운송비 (45.0) (0.4) 농가 → 도축장

 - 자  조  (20.0) (0.2) 구매자 부담

 - 도  축  비 (128.5) (1.0)
도살처리수수료 85,500원, 도축세 40,000원,
검사수수료 1,500원, 등 정수수료 2,000원

 - 지육운송비 (47.5) (0.4) 도축장→서울(2.5t: 380,000원÷8두=47,500원)

 - 하  차  비 (20.0) (0.2) 주차비→정육 (두당: 20,000원)

 - 간    비 (100.0) (0.8) 통신비, 교통비 등

 - 이      윤 (39.0) (0.3)

정
육

골 발 비 50.0 0.4 지육→정육(377㎏ →237㎏)

간 비 1,000.0 8.2 포유지 리비, 인건비, 제세공과 , 감가상각비 등

이 윤 3,539.2 29.2

매 가 격 12,188.3 100.0

∘ 매가격: 정육 매가격 + 1･2차부산물가격
    (12,188,252원=11,335,252원+853,000원)
 - 정육 매가격: 11,335,252원=237kg×50,345.3원×95%
 ･정육 매 시 5% 감량 용
 - 1･2차 부산물가격: 853,000원

부록 6 

한우와 돼지의 유통경로별 유통마진

부표 6-1.  쇠고기 유통비용(횡성 → 서울 수집반출상)

단 : 천원/두, %, 한우거세, 1+등

주: 1) 유통경로: 양축가 → 수집반출상 → 정육

    2) 지육가격은 서울 가락동 농 축산물공 장 경락가격(’10.8.9～8.13) 용

     - 경락가격 18,300원, 지육 량 377㎏(지육률 58% 용)

    3) 1차 부산물가격(산지가격  소비지가격 300,000원)

     - 우두 70,000원, 우피 40,000원, 내장 70,000원, 우족 120,000원

    4) 2차 부산물가격(553,000원) : 사골 308,000원, 꼬리 180,000원, 잡  65,000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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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액 비율 산출근거

양
축
가

농가수취가격 7,376.7 57.3 생체  650㎏ 기

운 송 비 56.3 0.4 횡성→서울: 450,000원÷8두=56,250원

조합수수료 38.8 0.3 경락가격의 0.5%(7,765,300원×0.5%)

서
울
축
산
물
공

장

자 조 20.0 0.2 양축가 부담

도 축 비 157.0 1.2

도살처리수수료: 100,000원

도축세: 53,500원

검사수수료: 1,500원

등 정수수료: 2,000원

상장수수료 116.5 0.9 경락가격의 1.5%(7,765,300원×1.5%)

( 경락가격) (7,765.3) (60.3)

∘경락가격: 지육경락가격+1차부산물가격

   (7,765,300원=7,502,300원+263,000원)

 - 지육경락가격: 7,502,300원=19,900원×377㎏

  ･지육 량: 377㎏(지육률 58% 용)

 - 1차부산물: 263,000원(우두, 우피, 우족, 내장)

개수수료 111.0 0.8 경락가격의 1.43%(7,765,300원×1.43%)

정
육

지육운송비 35.0 0.3 공 장→정육 (운송 문업체 운송비)

골 발 비 50.0 0.4 지육→정육(377㎏ →237㎏)

간 비 1,000.0 7.8 포유지 리비, 인건비, 제세공과 , 감가상각비 등

이 윤 3,917.8 30.4

매 가 격 12,879.2 100.0

∘ 매가격: 정육 매가격 + 1･2차부산물가격

    (12,879,168원=11,997,968원+881,200원)

 - 정육 매가격: 11,997,968원=237kg×53,288.8원×95%

 ･정육 매 시 5% 감량 용

 - 1･2차 부산물가격:881,200원

부표 6-2.  쇠고기 유통비용(횡성 → 서울가락동공 장)

단 : 천원/두, %, 한우거세, 1+등

주: 1) 유통경로: 양축가 → 축산물공 장 → 정육

    2) 지육가격은 서울 가락동 농 축산물공 장 경락가격(’10.8.9～8.13) 용

     - 경락가격 19,900원, 지육 량 377㎏(지육률 58% 용)

    3) 1차 부산물가격(경락가격 기  263,000원, 소매가격 기  279,200원)

     - 우두 49,500원, 우피 63,800원, 내장 70,700원, 우족(경락가격 79,000원, 소매가격 

95,200원)

    4) 2차 부산물가격(602,000원) : 사골 357,000원, 꼬리 180,000원, 잡  65,000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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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축
가

농가수취가격 7,220.6 55.1 생체  650㎏ 기

장 려 △21.5 0.1

∘도축비=도축비-장려 (128,500원-150,000원)

 - 도축비 128,500원(도살처리수쇼 85,000원, 

   도축세 40,000원, 검사수수료 1,500원, 

   등 정수수료 2,000원)

 - 장려 : 150,000원(지역농 →양축농가에 지 )

매 가 격 7,199.1 55.0

∘ 매가격=지육경락가격+1차부산물가격

 - 7,199,100원 = 6,899,100원+300,000원

  ･지육경락가격: 6,889,100원=18,300원×377㎏

 - 1차부산물가격: 300,000원(우두, 우피, 내장, 우족)

생
산
자
단
체

생체운송비 40.0 0.3 농가→도축장

부분육가공비 110.8 0.8
골발비 69,000원, 소포장재비 21,750원, 

탕박비 20,000원

자 조 20.0 0.1 생산자 단체 부담

지육운송비 62.0 0.5 도축장→직 매장(248,000원÷4두=62,000원)

간 비 1,797.7 13.7 사업장운 비, 인건비, 제세공과 , 감가상각 등

이 윤 770.4 5.9

매 가 격 10,000.0 76.3

물류
센터

수 수 료 300.0 2.3 물류센터, 조작비･운송비 등

달 가 격 10,300.0 78.6

형
마
트

간 비
이 윤

1,958.9

839.5

15.0

6.4

포유지 리비, 인건비, 제세공과 , 감가상각비 등

매 가 격 13,098.4

∘ 매가격: 정육 매가격 + 1･2차부산물가격

    (12,879,168원=11,997,968원+881,200원)

 - 정육 매가격: 11,997,968원=237kg×53,288.8원×95%

 ･정육 매 시 5% 감량 용

 - 1･2차 부산물가격:881,200원

부표 6-3.  쇠고기 유통비용(횡성 → 서울 형마트)

단 : 천원/두, %, 한우거세, 1+등

주: 1) 유통경로: 양축가 → 생산자단체 → 형마트

    2) 지육가격은 서울 가락동 농 축산물공 장 경락가격(’10.8.9～8.13) 용

     - 경락가격 18,300원, 지육 량 377㎏(지육률 58% 용)

    3) 1차 부산물가격 산지가격  소비자가격 : 300,000원

     - 우두 70,000원, 우피 40,000원, 내장 70,000원, 우족 120,000원

    4) 2차 부산물가격(702,995원) : 사골 424,995원, 꼬리 218,000원, 잡  60,000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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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축
가

농가수취가격 286,1 48.1

운 송 비 6.8 1.1 홍성→서울(5t: 300,000원÷44두=6,818.2원)

계 근 비 0.1 0.0 6,000원÷44두=136.4원

조합수수료 1.6 0.3 경락가격의 0.5%(319,655원×0.5%=1,598.3원)

도
매
시
장

도축 련비용 20.2 3.5 도살처리수수료  15,500원

도축세           3,080원

검사수수료         600원

등 정수수료     400원

자조              600원

상장수수료 4.8 0.8 경락가격의 1.5%(319,655원×1.5%=4,794.8원)

경 락 가 격 319.7 53.8 ∘경락가격: 지육경락가격 + 1차부산물가격

 - 지육경락가격: 303,825원=4,051원×75㎏

  ･지육 량: 75㎏(지육율 68%)

 - 1차부산물: 15,830원(두･내장, 돈피, 족)

개수수료 5.0 0.8 지육경락가격의 1.65%(303,825원×1.65%=5,013.1원)

정
육

지육운송비 9.2 1.6 운송업체 지육운송 경매장→정육

골 발 비 7.5 1.3 단순발골비

간 비 131.6 22.1 포유지 리비, 인건비, 제세공과 , 감가상각 등

이 윤 121.5 20.4

매 가 격 594.6 100.0 ∘ 매가격: 정육 매가격+1･2차부산물가격

 - 정육 매가격: 566,500원

 - 1차부산물가격: 15,830원

 - 2차부산물가격: 12,220원

부표 6-4.  돼지고기 유통비용 (횡성 → 서울 가락동 축산물공 장)

단 : 천원/두, %, 한우거세, 1+등

주: 1) 유통경로: 양축가 → 축산물공 장 → 정육

    2) 지육경락가격 : 서울 가락동 농 축산물공 장 체평균 경락가격(’10.8.30～9.3) 용

     - 경락가격 4,051원, 지육 량 75㎏(지육률 68%)

    3) 1차 부산물가격(15,830원) : 두･내장 10,220원, 족 2,000원, 돈피 3,610원

    4) 2차 부산물가격(12,220원) : 등 ･잡  3,000원, 지방 9,220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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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취가격 316.8 64.9

∘농가수취가격: 지육경락가격+1차부산물가격

 - 지육경락가격: 299,775원=3,997원×75㎏

  ･지육 량: 75㎏(지육율 68%)

 - 1차부산물가격: 17,000원(두･내장, 돈피, 족)

산
지
유
통
인

운송비 6,8 1.4 홍성→청원(300,000원÷44두=6,818.2)

계근비 0.1 0.0 6,000원÷44두=136.3원

간 비 1.0 0.2 교통비･통신비 등

이윤 1.5 0.3

매 액 326.2 66.8

육
가
공
업
체

도축 련비용 20.2 4.1

도살처리수수료  16,400원

도축세           2,200원

검사수수료        600원

등 정수수료    400원

양돈자조         600원

가공비 16.3 3.4 골발비 9,300원 + 포장재비 7,000원

운송비 2.6 0.5 지육운송: 청원→서울(130,000원÷50두=2,600원)

간 비 16.0 3.3 업체운 유지비, 인건비, 제세공과 , 감가상각 등

이윤 2.8 0.6

매 액 384.1 78.7

∘ 매가격: 정육 매가격+1･2차부산물가격

 - 정육 매가격 356,500원(정육 량 55㎏, 정육

율 50%)

 - 1차부산물가격: 17,000원

 - 2차부산물가격: 10,620원

리

간 비 72.7 14.9 포운 리비, 인건비, 제세공과 , 감가상각 등

이 윤 31.1 6.4

매 액 487.9 100.0

∘ 매가격: 정육 매가격+1･2차부산물가격

 - 정육 매가격 460,325원(정육 량 55㎏, 정육

율 50%)

 - 1차부산물가격: 17,000원

 - 2차부산물가격: 10,620원

부표 6-5.  돼지고기 유통비용 (횡성 → 서울 육가공업체)

단 : 천원/두, %, 한우거세, 1+등

주: 1) 유통경로: 양축가 → 산지유통인 → 육가공업체(도축장) → 리

    2) 지육경락가격 : 지난 주 국 평균 경락가격(’10.8.23～8.27) 용

     - 경락가격 3,997원, 지육 량 75㎏(지육률 68%)

    3) 1차 부산물가격(17,000원) : 두･T내장 12,000원, 족 2,800원, 돈피 2,200원

    4) 2차 부산물가격(10,620원) : 등 ･T잡  1,400원, 지방 9,220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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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취가격 321.3 48.2

∘농가수취가격: 지육경락가격+1차부산물가격

 - 지육경락가격: 303,825원=4,051원×75㎏

  ･지육 량: 75㎏(지육율) 68%

 - 1차부산물가격: 17,440원(두･내장, 돈피, 족)

매 가 격 321.3 48.2

생
산
자
단
체

운 송 비 3.0 0.5 농가→도축장(130,000원÷44두=2,954.5원)

계 근 비 0.1 0.0 6,000원÷44두=136.4원

도축 련비용 18.2 2.7

도살처리수수료 13,750원

도축세          2,700원

검사수수료        700원

등 정수수료    400원

양돈자조         600원

가 공 비 18.0 2.7 골발비(10,000원)+포장재비(8,000원)

운 송 비 2.9 0.5 지육운송: 도축장→유통업체(145,000원÷50두=2,900원)

간 비 36.1 5.4 공장유치 리비, 인건비, 제세공과 , 감가상각 등

이 윤 18.0 2.7

매 액 417.5 62.7

∘ 매가격: 정육 매가격+1･2차부산물 매가격

 - 정육 매가격: 389,100원(정육 량 55㎏, 정육율 

55%)

 - 1차부산물: 17,440원

 - 2차부산물: 10,920원

형
마
트

간 비
이 윤

174.2

74.7

26.1

11.2

매 가 격 666.4 100.0

∘ 매가격: 정육 매가격+1･2차부산물 매가격

 - 정육 매가격: 638,000원(정육 량 55kg, 정육율 

55%)

 - 1차부산물: 17,440원

 - 2차부산물: 10,920원

부표 6- 6.  돼지고기 유통비용 (횡성 → 서울 형유통업체)

단 : 천원/두, %, 한우거세, 1+등

주: 1) 유통경로: 양축가 → 생산자단체 → 형마트

    2) 지육가격은 서울 가락동 농 축산물공 장 경락가격(’10.8.9～8.13) 용

     - 경락가격 18,300원, 지육 량 377㎏(지육률 58% 용)

    3) 1차 부산물가격 산지가격  소비자가격 : 300,000원

     - 우두 70,000원, 우피 40,000원, 내장 70,000원, 우족 120,000원

    4) 2차 부산물가격(702,995원) : 사골 424,995원, 꼬리 218,000원, 잡  60,000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  가 식품안  정책 요소

덴 마 크

생산에서 소비까지 험 리 시스템정비

식품 험 요소 분류를 한 검사 강화

농식품부에서 험 리 수행

아일랜드

식품안 청의 리 책임 수행.

식품안 부(FSA, Food Safety Agency) 문 원의 험 리, 

로 일, 과학  제안

농식품부에 의한 동물  육류 수출입에 련된 식품 안 성 규

스 웨 덴

국가 식품 행정부(National Food Administration)의 식품 육류 

packer와 식품 가공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수입 규제와 규정

농식품부에 의한 험 평가  리

국

식품기 부(Food Standards Agency)가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 안

 지휘권을 가짐. 

FAS이 EU의 일반식품법에 의한 식품  사료법 시행.

식품 기 부의 험 평가  리

자료 : HM Treasury 2003; Slorach 2008; Hoffmann 2010.

부표 7-1.  유럽 주요 국가들의 식품 안  정책 요소

부록 7 

유럽의 축산물 유통 련 제도37

  EU의 축산물 유통 련 정책은 통합된 유럽시장하에서 다양한 식품 문

화 유지와 함께 이 시장에서의 식품 안 과 소비자 보호를 그 목 으로 하

고 있다(Alemanno, 2006). EU의 부분 국가들이 1990년  이후 주요 식

품 안  련 입법 개 을 해왔다. 이들 국가들은 2002년 시행된 EU의 ｢

일반식품법｣(GFL, General Food Law)과 국에서 발생한 우병에 응

하기 해 국가별로 강화해야 할 정책  요소를 다듬어 식품 안 에 련

된 정책 는 제도를 시행하 다. 이들 국가들은 주로 험 리와 푸드체

인 리 시스템 정비에 을 두고 있다. 

37 이 부분은 건국 학교 김민경 교수의 탁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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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안  정책 변화

  우병과 FMD 동을 심각하게 경험한 EU는 ｢식품안 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 2000)｣을 통해 역내 식품안 정책의 변화  개

을 추구하 다. 그 내용은 크게 험분석 원칙, 푸드체인 일 리원칙

(Farm to Table), 사 방주의 원칙, 업체의 자율  안  리원칙 수 

등을 다루고 있다. 

  먼  험 분석 원칙에 근거한 식품안 성 정책은 험분석을 토 로 

응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가축 생 분야에서도 험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험분석이란 식품오염  유해물

질에 노출되어 실제 인체에 부정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확률을 과학  지

식을 활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험분석은 험 리(risk manage 

-ment), 험평가(risk assessment), 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의 3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푸드체인 일 리원칙 (Farm to Table)은 식품안 성 확보를 

해 식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푸드 체인

의 식품 해요소가 체계 이고 일 되게 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식품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해요인이 존재하고, 유통 단계를 거치

면서 새로운 해요인이 추가되므로 단계별 험을 명확히 분석하고 확실

한 정보 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안 을 통합하여 리되어야 한다.38

  험분석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개별  과학기술 방법과 수 에 따라 수

행하고 있는데 특정 식품  물질이 잠재  험은 있으나 재로서 과학

으로 험 존재 여부의 단에 필요한 과학  확신이 없거나, 과학  조

사 결과가 서로 엇갈릴 때는 방주의 원칙을 용한다. 이러한 사 방

주의 원칙을 식품안 성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 목 은 과학이 밝힐 수 없

38 최지  외 3명, ｢선진국의 식품안  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 연구보고 

R470,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4.1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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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험 한계에 응하고, 안 이 과학 으로 입증되기 까지는 안 하지 

않다는 개념을 원칙으로 하자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공규제와 감시만으로는 식품안 성을 완벽하게 확

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는 제조  생산자) 부문에게 업체의 자율  

안  리 원칙 수를 부과하 다. 이는 식품안  기  ･법규 등을 엄격

히 수하도록 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업이 보다 엄격하

게 식품 련 부과의무를 수하기 해서는 통제수단보다는 자율 리 수

단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 이라는 인식하에 만들어진 원칙이다. 자율  안

 리 원칙은 정부가 품질개선제도, 국제표  안 기 , 안 인증제 등

과 같은 국제 으로 공인된 과학  승인제도를 개발하고 보 함으로써 정

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푸드체인에서 식품 안 을 이루고자 함이다. 

2. 동물복지

2.1. 동물복지법 강화

  동물복지는 1997년 EU 성립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암스테르담 조약의 

‘가축복지에 한 특별 의정서 선언’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의정서

에서 ‘가축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감수성과 지각력이 있는 생명존재

(Sentient being)’로 정의하고 있다.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으로는 1993년에 

국의 ‘농업용 동물복지심의회(UKFAWC)’가 제창한 ‘다섯 가지의 자유’

를 포함하고 있는데,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불쾌감으로부터의 

자유, 통증･상처･질병으로부터의 자유, 통상 인 행동에 한 자유, 공포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로부터 시작된 창기 동물복지법은 사료

여 제한, 성장 진 호르몬제 사용 지, 지된 단, 개처치, 가축이동, 

도축 시 동물복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 유럽의 축산 식품은 동물 복지  식품 안 성, 첨가제 등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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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률에 의해 생산  가공 유통된다. 특히 식품가공은 동물복지법 가

운데 운송  도축에 련된 법에 의해 심각하게 향을 받는다. 특히 규

정 원회(Council Regulation, 2005)에 규정한 동물복지 법에는 운반 인 

동물은 상해나 고통을 입지 않아야 하며, 운송시간( 는 경로)  휴식 시

간동안 건강에 한 규정, 운송수단 뿐 아니라 동물을 싣고 내리는 행 까

지 포함하고 있다. 이 원회는 2009년에 ‘도축 시 동물 보호’까지 동물복

지 법에 포함하여 이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할 정이다. 이는 EU 회원국

이 아닌 나라들이 EU에 축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같은 법률을 용받기 때

문에 EU의 축산물에 한 비 세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돈산업은 2013년 1월부터 암모니아 배출 규제  돼지 축사, 모

돈 리 축사, 자돈용 축사 등 동물 복지에 련하여 엄격한 축사 리가 

시행될 정이다. EU의 많은 양돈 농가들이 이러한 규정을 엄수할 수 있

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2013년까지 많은 농가들이 폐업할 것으로 측된

다(Gain Report, 2011).

  2010년 12월 EU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외과  거세를 지하는 것을 발

표하 다. EU의 농가 회, Copa-Cogeca 그리고 EU 육류, 수의, 번식 회

는 이에 찬성하며 거세에 한 안을 찾는 것에 조하며 2012년 1월까

지 마취 없이 돼지의 거세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2018년까지 이러한 행

를 모두 지할 것을 결의하 다. 

2.2. 동물복지 제도가 유통체계에 미친 영향

  재까지 동물복지(animal welfare)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

물복지 제도가 육류산업 는 시장에 미친 는 미칠 향에 해 연구한 

결과는 매우 제한 이다. 맥도날드나 패 리 스토랑 등이 고유 랜드 

이미지  동물복지를 옹호하는 소비자들에 응하기 해 동물복지 육류

를 사용하기 시작하 다(Hudson and Lusk, 2004). 많은 연구들이 동물복지 

육류에 한 소비자의 지불 의사를 추정하 다. 를 들어  동물복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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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처리된 돈육에 해 Lagerkvist 외(2006)는  스웨덴 소비자들이, 

Lusk 외(2006)와 Tensor 외(2009)는 미국 소비자들이 이에 한 추가 비용

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동물복지가 

인간에게 미치는 그 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건강 는 식품 안 성과 연 되어 동물복지라는 속성은 육류 수

요를 변화하게 하는 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동물복지는 소비자가 지각

하는 육류 품질의 주요한 신용 속성으로 이에 한 정보는 충분히 육류 수

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Nocella 외, 2010). 그러나 최근 Tonsor 외(2011)

의 결과를 보면 동물복지가 육류 수요에 미친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동물복지에 한 부정 인 미디어 정보가 육류 수

요에 미친 향을 추정하 는데, 장기에 걸쳐서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

요는 미미하게 감소되었으며 쇠고기의 수요는 크게 향을 받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동물 복지에 한 

정보를 육류 소비 지출에 연 시키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은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요는 주로 비육류 식품으로 그 수

요가 옮겨간 것으로 나타나 동물복지에 한 부정 인 정보는 식품 안 성

에 련된 정보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3. 유기 식품가공(Organic Food Processing)

  EU는 축산물을 포함한 유기농 식품  그 식품의 표지에 한 단일 기

을 세우고 이를 2009년부터 생산농가에서 유통업체에 이르는 모든 유기

농 식품 생산 가공 과정에 용했다. 식품에 ‘유기(organic)’라는 표시를 하

기 해서는 반드시 EU 법률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은 

상품은 2010년부터 새롭게 제작된 EU 유기 로고(EU organic logo)를 부착

하 다. 로고 에 설명된 UK-BIO-000에서 ‘UK’는 유기농을 생산한 국가

의 ISO 코드를 의미하며 BIO는 유기생산을 의미한다. 마지막 세 자리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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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7-1.  EU의 유기농 식품 인증 로고

자는 조회번호이다. 

  유기식품 로고를 부착하는 경우 ①최소한 95%의 재료는 반드시 유기

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②그 식품은 반드시 EU 생산 규정을 지켜야 하며, 

③ 생산과정에서 푸드 체인별  표지(label)에 표시된 코드 숫자에 따라 

잘 처리  리가 되어야 하며, ④마지막으로 농산품 재료가 어디에서 재

배( 는 생산)되었는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유기식품 가공업체는 최소한 일 년에 한 번씩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에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즉 재료들의 유기 생산, 유기재료가 아닌 경우 

그 재료의 EU 규정 배 여부, 규정 이상의 첨가제 사용, 유기  비유기 

재료들의 장, 처리  가공 등이 항상 독립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검사가 실시된다. 

UK-BIO-000

EU/Non-EU Agriculture

4. 원산지 농산품 품질 보증서

  이 밖에 원산지 보호를 해 PDO(Protected Disignation of Origin),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그리고 TSG(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와 같은 원산지 품질보증서가 발행되고 있다. 이들 보증서의 

내용을 보면, 먼  PDO는 한 지역 내에서 그 지역만의 고유 기술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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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7-2.  원산지 농산품 품질 보증서

되고 가공되며 조리된 농산품과 식품에 해 보증한다. PCI는 지역과 련

된 농식품과 식품을 보증하는 것으로 생산, 가공  조리  최소한 한 단

계라도 그 지역과 연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TSG는 식품의 구성  생

산 기술에서의 통  특징을 강조하는 보증서이다. 

자료 : food: from farm to fork statistics, 2011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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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산업연 모형

  산업연 분석은 온티에 가 처음 시도하 고, 1947년 미국에서 국가

공식통계로 산업연 표를 최 로 작성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 한

국은행이 산업연 표를 작성, 발표한 후 5년 단 로 산업연 표를 발표하

고 있다. 물가 향 분석은 부가가치  완성된 최종 상품의 투입에 사

용되는 상품을 내생부문에서 외생부문으로 이동시켜 이들의 가격변화가 

산업부문의 생산물가격에 미치는 향을 계측하는 것이다. 산업연 표를 

열 기 으로 볼 때 생산물 단 당 간 투입액은 그 산업부문의 물량계수

에 상품의 가격을 곱하여 표시하고 부가가치액은 부가가치계수율에 부가

가치 단 당 가격을 곱하여 표시하여 물가  산업연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간재의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의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을 분리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

  여기서, 
는 j번째 최종재화에 투입되는 국산품 i의 투입계수, 

는 국

산품 i의 가격, 


는 j번째 최종재화에 투입되는 수입상품 의 투입계수, 


는 수입상품 의 가격, 

는 j번째 최종재화의 부가가치계수, 
는 j번

째 최종재화의 단 당 부가가치 가격이다.  식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식(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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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  ′ 

(3) 

이 모형을 가격 변동률 모형으로 변형하면 식(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4)

   축산물 가격이 변동할 경우 축산물을 간재로 사용하는 다른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향을 계산하기 해서는 축산물 부문을 내생부문에

서 외생부문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 ′ ′

 ′ ′ ′ ′

  ′  ′ ′ ′

(5)

 식을 가격변동률 모형으로 변경하면 아래와 같다.

  ′  ′  ′  ′            (6)

  여기서,  ′은 외생화된 부문(K부문)이 제거된 국산투입계수행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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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행렬,  ′은 외생화된 부문(K부문)이 제거된 수입투입계수행렬의 치

행렬, 
 ′는 국산투입계수행렬의 치행렬에서 외생화 부문의 계수가 제

외된 외생화 부문(K부문)의 열 벡터, 
 ′는 수입투입계수행렬의 치행렬

에서 외생화 부문의 계수가 제외된 외생화 부문(K부문)의 열 벡터, K는 외

생화된 부문의 기호를 나타낸다. 만약,  식에서 수입상품부문의 가격에 

변동이 없고(
 

 ), 부가가치도 변동이 없다면( )  식(6)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7)

  식(7)은 축산물 가격이 

% 변화했을 때 내생부문의 가격이 

% 변

동함을 의미한다. 이는 축산물 가격 변화가 체 물가에 미치는  향

을 나타낸다. 한 투입계수 행렬에 포함되는 기본부문과 소비자 물가지수

에 포함되는 각 품목별 가 치를 연계하면 축산물 가격 변화가 소비자 물

가지수에 미치는  향을 계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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