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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서민경제의 안정과 부담완화를 위한 소비자물가 안정의 필요성에 따라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물은 전체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생필품으로 구

입 빈도가 높고 수급상 단기변동이 많아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체감도는

작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수급변화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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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

나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다양한 정부대책에도 불

구하고 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축산물 수급 및

유통실태에 대한 정보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축산물 중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주체들의 유통실태 및 향

후 유통변화 방향을 조사․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해 축산 관련협회 및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유통단계별로 유

통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가 국내 축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쇠고기 및 돼지고기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대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수행 과정

에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 소비자, 유통업자, 교수, 관련협

회 담당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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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축산물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 곡물가격 및 유가의 변동

성 확대,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급불안 등으로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규모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영세농이

다수를 차지하는 생산구조,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복잡한 유통구

조 등이 가격 불안정의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사육농가 입장에서는 최종산물의 가격변동성이 커질 경우 개별농가의

소득불안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격수준의 안정은 소득 및 경영안정화를 위

해 중요하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축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작으나 생활필수품으로 구입 빈도가 높고, 가격변동성이 심하

여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체감물가는 일반 공산품에 비해 높은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따라서 축산물 가격 안정화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생활 안

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급안정이 중요하나, 생산부

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유통구조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통주체별, 유통단계별로 현재의 유통실태와 유통변화 방향을 조

사함으로써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서론에서는 연구

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선행연구 검토 등을 다루었다. 둘째, 본 연

구에서 수행한 조사의 필요성 및 조사 개요를 제시하였다. 셋째, 산지 유통

단계에서는 한우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축시

장, 수탁 및 매취사업 등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산지조합 등을 중심으로

유통실태, 비용, 개선과제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넷째, 도축․가공단계에

서는 생산된 가축의 도축이 이루어지는 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종합처리

장, 일반 도축장, 그리고 1차 가공이 이루어지는 육가공업체의 실태와 유

통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 등을 언급하였다. 다섯째, 소비지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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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의 유통실태와 개선과제, 소비자들의 구매처 및 선

택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통단계 및 주체별 분석내용을 바탕

으로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우농가는 유통경로 중에서 산지조합 위탁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의 직접출하 비중이 다음으로 높았다. 축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해 향후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이하 ‘향후 확

대 경로’)로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직접출하를 제시하였다. 거래처와의 직

접 거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한우농가가 현재의 거래처 직접 거래

비중보다 높아 직거래 확대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돼지농가는 유통경로 중에서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로의 판매 비중

이 높았다. 그러나 향후 확대 경로로는 산지조합 계약판매를 제시하고 있

어 산지조합 매취사업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우 및 돼지

사육농가는 출하경로 선택 시 높은 가격보다는 안정적인 가격 보장을 중요

한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산지조합의 유통사업 중 한우는 수탁사업(경매)의 비중이 가장 높

으며 돼지의 경우는 수탁사업(중개)의 비중이 가장 높아 축종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향후 확대 경로로는 한우와 돼지 모두 매취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산지조합 매취사업의 판매 유통경로 중 직영판매점 또는 직영

식당으로 판매비중은 매우 낮으나 향후 확대 경로로는 직영판매점 및 직영

식당을 많이 제시하였다.

넷째, 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종합처리장, 일반 도축장 등의 도축작업

장은 한우의 경우 임도축과 경매의 비중이 높고 구매사업 비중은 매우 낮

다. 반면, 돼지의 경우 임도축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일반 및 계열구매 사

업 비중이 한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 향후 확대 경로로는 일반 및 계

열구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한우는 57.2%, 돼지는 71.5%로

실제 사업 비중보다 매우 높다.

다섯째, 한우와 돼지의 소비지 육가공업체의 구입경로는 중도매인 또는 산

지수집상을 통한 위탁구매 및 직접구매가 대부분이다. 향후 확대 경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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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조합, 생산단체 위탁 및 직매를 실제 비중에 비해서 많이 제시하였다. 육

가공업체의 경우 현재 일반정육점 및 음식점에 집중되어 있는 판매경로를 대

형할인점 및 백화점, 직영판매점 및 직영식당 등으로 확대되길 원하고 있다.

여섯째,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 체인은 한우의 경우 기업별로

구매경로 비중이 매우 상이한 반면, 돼지는 육가공업체로부터의 구매가 대

부분이다. 향후 확대 유통경로 역시 업체별로 육가공업체, 산지조합, 농가,

경매 등 다양하다. 정육점은 지육의 경우 중간유통업체, 중도매인 등을 통

한 구매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분육은 육가공업체 비중이 높았다.

일곱째, 소비자는 축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가장 중요시하며, 다음으로

가격수준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산물 주요 구매처로는 축산물

이외 다양한 상품구매가 쉬운 대형할인점과 접근성이 양호한 정육점에서

의 구매 비중이 높다. 소비자는 접근성과 품질이 우수한 브랜드 직영판매

점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덟째,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15개 정책과제의 중요

도 조사결과, 한우의 경우 직거래 확대는 모든 유통주체들에게 있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부분육 유통 활성화, 가격 결정 체계 개선, 협동 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도축장 구조조정,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는 세 그룹 이상의

유통주체로부터 5순위 내에 포함되었다. 한우농가와 도축장은 직거래 확대

가 물가안정과 유통효율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산지조

합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부분육 육가공업체는 부분육 유통 활성화,

정육점은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아홉째, 돼지의 경우 직거래 확대가 모든 유통주체들에게 있어 높은 순

위를 차지하였다. 세 그룹 이상의 유통주체로부터 5순위 내에 포함되는 정

책과제는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도축장 구조

조정, 가격 결정 체계 개선,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대,

부분육 유통 활성화 등이었다. 직거래 확대는 도축장과 부분육 육가공업체

로부터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평가받았으며, 양돈농가는 축사시설 현대

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산지조합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정

육점은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vi

ABSTRACT

An Analysis of Beef and Pork Distribution and
Improvement Tasks

The instability of meat price is worsening due to many factors: increase in 
feed price which takes up a large share of production cost; increase in the 
price of raw materials such as oil which is essential for processing and dis-
tributing meat; instability of demand and supply of meat caused by live-
stock diseases such as foot-and-mouth disease and avian influenza (AI); 
production structure consisted mostly of small farms despite on-going ex-
pansion of farm size; and complicated distribution structure with many enti-
ties handling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perations. 

As the instability of meat price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instability of 
livestock farmers' earnings, stabilization of meat price is very important to 
livestock farmers' earnings and stable management of livestock farming. 
Furthermore, even though the proportion of livestock products in the total 
consumer expenditure is small, consumers feel that the price of livestock 
products is higher than that of daily household items as they purchase the 
product more frequently and the price is more fluctuating. Accordingly, sta-
bilizing meat price is very important for both the producers and consumers.

For the stabilization of meat price, stabilization of demand and supply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but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is also very important. Therefore, this re-
search aims to derive tasks for stabilizing meat price and improving the dis-
tribution structure and present a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different 
stages of the distribution cycle based on a survey of distributors on the cur-
rent state of the market.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are largely comprised of five parts. The first 



vii

part covers the necessity of research,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earch, 
and a review of preceding researches. The second part covers the dis-
tribution stage at production sites. In the second part, the actual state of dis-
tribution, distribution costs and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were surveyed and analyzed. The third part covers slaughtering and proc-
essing stages. The fourth part covers the consumption stage. In the fourth 
part, improvement tasks are presented concerning large discount stores and 
butcher shop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consumers' purchase of meat are 
analyzed. The last part derived tasks for meat price stabilization and dis-
tribution improveme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n each distributor type 
and distribution stag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consignment of Korean cattle to cooperatives by cattle 
farmers is the highest among distribution routes, and the proportion of di-
rect shipping to wholesale markets and joint markets is the second highest. 
Direct shipping to wholesale markets and joint markets is suggested as the 
route which should be expanded the most in the future for stabilization of 
meat price and improvement of distribution. The survey result reveals that 
the proportion of Korean native cattle farmers who said that the expansion 
of direct trade with buyers is necessary is higher than the actual proportion 
of direct trade with buyers.
 
Second, in the case of hog farmers, the share of sales to affiliated meat 
processing companies is on the high side among distribution routes. 
However, the farmers cited contract-based sales to cooperatives at pro-
duction sites as their future distribution route, and this means that they want 
the cooperatives at production sites to expand their purchasing business and 
buy from them. Meanwhile, both Korean native cattle and hog farmers put 
emphasis on stable price guarantee rather than high price when selecting a 
shipping route.

Third, among the distribution business of cooperatives at production sites, 
consignment for auction has the highest proportion in the case of Korean 
native cattle while consignment for brokerage has the highest propor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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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of pig, which indicates that there a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kind of livestock. However, batch purchase is suggested as the future ship-
ping method, preferred by both Korean native cattle and pig farmers. 
Currently, the proportion of sales to stores or restaurants that are directly 
run by cooperatives is very low, but the stores and restaurants under their 
direct management are suggested by many of them as the future shipping 
route for business expansion.

Fourth, as for wholesale markets, joint markets, livestock processing cen-
ters, and general slaughter houses, the proportions of toll slaughter and auc-
tion are high and the proportion of purchasing business is very low in the 
case of Korean native cattle whereas, in the case of pig, the proportion of 
toll slaughter is the highest but the proportion of affiliated purchasing busi-
nes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Korean native cattle. The proportion 
of responses which said that general and affiliated purchase should be ex-
panded as future expansion route was 57.2% in the case of Korean native 
cattle and 71.5% in the case of pig, which is much higher than actual 
proportions. 

Fifth, in the case of purchase route, the purchase of Korean native cattle 
and pigs by meat processing companies is mostly done in the form of con-
signment purchase and direct purchase through wholesalers or collecting 
agents at production sites. On the other hand, consignment and direct trade 
with cooperatives at production sites are suggested more as future purchase 
routes compared to actual proportions of purchase routes. Even though the 
current sales routes of meat-processing companies are concentrated on regu-
lar butcher shops and restaurants, meat-processing companies want to di-
versify their sales routes to large discount stores, department stores, and 
their branch shops and restaurants. 

Sixth, in the case of large discount stores and super-supermarket chains, the 
purchase routes of Korean native cattle are different from company to com-
pany, whereas most purchases of pork are made from meat-processing 
companies. The future supply routes for business expansion are also differ-
ent from company to company, and the supply routes include meat process-
ing companies, cooperatives at production sites, farming househol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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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ion. In the case of butcher shops, the proportion of purchase through 
intermediary distribution companies and wholesalers is the highest when 
buying dressed carcass, while the proportion of meat processing companies 
is high when buying cut meat. 

Seventh, consumers regard country of origin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purchasing meat, and price is the second most important factor. As 
to the place of purchase, large discount stores, where buying goods other 
than meat is easy, and butcher shops that are easily accessible take up high 
shares. However, consumers want to see expansion of branch stores of 
high-quality brand meat.  

Eighth, a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about the degree of importance 
of 15 policy tasks for stabilizing meat price and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In the case of Korean native cattle, expansion of direct trade was 
ranked high among all the key players of the distribution market. The poli-
cy tasks of 'expansion of cut meat distribution,' 'improvement of the pricing 
system,' 'activation of cooperative-type affiliation,' 'restructuring of slaughter 
houses,' and 'stringent crackdown on ill-treated meat' are ranked in the top 
five of the policy tasks by at least 3 key players of the distribution market. 
Korean native cattle farmers and slaughter houses responded that expansion 
of direct trade is the most needed policy to stabilize price and improve dis-
tribution efficiency, while producer cooperatives said stimulation of cooper-
ative-type affiliation is the most needed policy. Cut meat processing compa-
nies chose revitalization of the cut meat distribution market as the most 
needed policy, whereas butcher shops picked 'stringent crackdown on 
ill-treated meat' as the most needed policy. 

Ninth, in the case of pig, expansion of direct trade was ranked high by all 
the distribution players. The policy tasks that are ranked in the top 5 by 
more than 3 key players of the distribution market are 'stringent crackdown 
on ill-treated meat', 'stimulation of cooperative-type affiliation,' 'restructur-
ing of slaughter houses,'  'improvement of the pricing system,' 'productivity 
enhancement through modernization of livestock shed facilities and technol-
ogy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cut meat distribution.' 'Expansion of 
direct trade' is evaluated as the most needed policy by slaughter hous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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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 meat processing companies, whereas hog farmers favored productivity 
enhancement through modernization of livestock shed facilities and technol-
ogy development. Producer cooperatives picked 'stimulation of coopera-
tive-type affiliation' as the top policy task, and butcher shops chose 'strin-
gent crackdown on ill-treated meat' as the most need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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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축산물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곡물가격 및 유가의 변동

성 확대,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급불안 등으로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규모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영세농이

다수를 차지하는 생산구조,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복잡한 유통구

조 등도 가격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육농가 입장에서는 최종산물의 가격변동성이 커질 경우 개별농가의

소득 불안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수준의 유지는 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요하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축산물 가격이 전체 물

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생활필수품으로 구입 빈도가 높고, 가격

변동성이 심하여 직접적으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일반 공산품에 비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축산물 가격 안정화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다.

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급안정이 중요하며, 생산부

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유통구조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

부는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

선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

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로 축산물 수급 및 유통구조에 대한 정보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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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적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축산물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정지

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유통경로와 유통마진을 발표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통경로의 유통주체별 축산물 반입 및 반출 현황, 유통전략과 유

통과제 등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축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선행연구 및 조사도 대부분 정부발표 통계자

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거나 사례연구 및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축산물 가격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축산물 유통구조 분석과 유통변화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통주체별, 유통단계별로 현재의 유통실태와 더불어

향후 유통변화 방향을 조사하고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김병률 등(1999)은 농축산물 유통구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유통구조

상의 문제점과 유통경로별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쇠고기 경우

축협직매장을 통한 유통경로가 공판장 및 수집반출상 경유 경로보다 유통

효율이 높고, 돼지고기의 경우 육가공업체를 통한 유통경로가 도매상 및

수집반출상 경유 경로보다 유통효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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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의향 수준을 파악하여 한우고기의 시장 차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여기서 한우 1등급 등심과 갈비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향은 수입쇠

고기보다 1.8배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불의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우고기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의 증가와 생산

비 절감, 안전성 제고와 정보 제공의 강화, 부정 유통의 차단, 쇠고기 유통

및 소비 관련 데이터의 정비·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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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호(2004)는 축산물의 수급 유통 수입 유통정책을 종합하여 정리하

고 축산물 유통과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향후 변화되는 축산물 유통

환경에 대비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품질경쟁력 제고, 위생 및 안전

성 제고, 투명한 유통여건 조성, 가격 안정화, 그리고 생산자단체 역할 증

대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2006)는 국내축산물과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축경로별 유통

주체 및 점유율, 농가의 출하형태별 경제성, 축산물의 유통경로별 유통주

체와 점유비 등을 분석하고 축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최승철(2009)은 돼지 및 돼지고기 유통경로상 11개 유통주체를 대상으

로 구입 및 판매경로, 가격, 유통마진 등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유통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입 및 판매 경로, 가격, 유통마진,

유통참가자 태도, 경영계획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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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소비자는 한우고기에 대한 판별능력

이 부족하고 수입쇠고기에 대한 불신감이 존재함을 밝히고, 한우고기의 유

통신뢰성 확보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적인 지불의사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우고기의 품질향상과 식품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비자 신뢰 유지가 매우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박진도 등(2010)은 직거래 유형을 생산자조직의 직영정육식당을 통한

직거래와 생산자조직 소비자조직 간 직거래로 나누고, 실태 조사를 통해

운영 원리와 사업구조,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과제 등을 분석하였으며, 한우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과정별 과제와 주체별 역할을 제시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유통주체들의 유통실태 조사

를 바탕으로 축산물 유통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연구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유통주체들의 현재 유통실태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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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해 향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유통경로와 그러한 유통경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함께 조사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품목을 기준으로는 축산물 중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대

상으로 한다. 축산물 유통주체로는 한우 및 돼지 사육농가, 가축시장, 산지

조합, 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종합처리장, 일반 도축장 등 소․돼지의 도

축이 이루어지는 도축작업장, 육가공업체, 정육점, 대형할인점, 일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축

산물로 국한하며 쇠고기의 경우 한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선행연구를 검

토하였으며,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들을 분

석하였다.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경로별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

우협회, 대한양돈협회와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한우농가와 양돈농가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축산물 위생처리협회와 축산기업중앙회 등 관련협회

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축작업장과 정육점의 유통실태를 파

악하였다. 농협중앙회의 협조를 얻어 산지축협의 유통실태를 파악하였으

며, 본 연구원 축산관측 자문위원과 공동으로 소비지 육가공업체 유통실태

를 조사하였다. 또한 축산물 유통업체 및 시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서론에서는 연구

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선행연구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의 필요성 및 조사 개요를 제시하였다. 셋째, 산지 유

통단계에서는 한우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축

시장, 수탁 및 매취사업 등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산지조합 등을 중심으

로 유통실태, 비용, 개선과제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넷째, 도축 가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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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생산된 가축의 도축이 이루어지는 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종합처

리장, 일반 도축장, 그리고 1차 가공이 이루어지는 육가공업체의 실태와

유통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 등을 언급하였다. 다섯째, 소비지단계에서

는 대형할인점, 정육점 등의 유통실태와 개선과제, 소비자들의 구매처 및

선택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통단계 및 주체별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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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유통경로 및 참여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산지단계

유통참여자는 축산농가, 산지조합, 수집반출상, 그리고 가축시장 등이 있으

며, 도축 및 가공단계에서는 도매시장, 공판장, 일반 도축장, 축산물종합처

리장, 육가공업체, 그리고 중간유통업체 등이 있다. 소비지단계에서는 대형

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일반정육점, 정육식당,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그리고 소비자 등이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 농산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축

산물 산지 유통과정에서 쇠고기의 경우 생산자단체와 수집반출상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육가공업체가 주요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소매단계에서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모두 대형유통업체의 역할

의 크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2006)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산지중간

상인(수집반출상) 거래비중이 매우 높고, 돼지고기의 경우 육가공업체를

통한 거래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매단계에서는 쇠고기 및 돼

지고기 모두 정육점의 비중이 매우 크다.

축종별 유통경로 및 유통경로별 비중은 조사시점과 조사기관의 조사방

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생축 출하단계에서는 한우의 경우 산

지조합의 역할이 매우 크며, 돼지의 경우 육가공업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리고 소매단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축산물 유통 관련 기존 문헌을 토대로 쇠고기 및 돼지고기 주요 유통경

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쇠고기의 주요 유통경로는 ① 한우농가 →

(우시장) → 수집반출상 → 도축장(임도축 경매) → (육가공업체) →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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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② 한우농가 → 산지조합 → 도축장(임도축․경매) → (육가공업체) →

소매점, ③ 한우농가 → 도축장(임도축․경매) → (육가공업체) → 소매점

이다. 돼지고기의 주요 유통경로는 ① 돼지농가 → 육가공업체(도축․가

공) → 소매점, ② 돼지농가 → 산지조합 → 도축장(임도축․경매) → 육가

공업체 → 소매점, ③ 돼지농가 → 수집반출상 → 도축장(임도축․경매) →

육가공업체 → 소매점이다.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경로상에서 참여하는 유통주체별 현황을 종합

하여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쇠고기ㆍ돼지고기 유통경로 및 유통주체



조사개요 9

축산물 유통주체 설문조사자 수(명) 조사협조기관

한우농가 551 전국한우협회

돼지농가 451 대한양돈협회

산지조합 45 농협중앙회

도축작업장 58 축산물품질평가원

육가공업체 45 자체조사 및 위탁조사

정육점 331 축산기업중앙회

대형할인점 및 SSM 3 자체 조사

소비자 590 자체 조사

기존 축산물 유통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는 대부분 유통경로 파악과 유통

주체별 시장점유율 파악에 비중을 크게 두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유통참여

자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도출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한우와 돼지고기의 유통실태를 분석하고 축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의 축산

물 유통주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7～9월에 이루어졌으며, 면접조사는 연구협의회와 출장조사를 통하

여 연중 실시되었다. 유통주체별 설문조사 샘플 수는 <표 2-1>과 같다.

표 2-1. 축산물 유통주체별 설문조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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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우농가

1.1. 한우농가 현황 및 유통실태

한육우 총 사육두수는 1983년 194만 두에서 2011년 6월 현재 305만 두

로 연평균 1.9%씩 증가하여 왔다. 수입 자유화, 사료비 상승, 산지가격 하

락 등 사육 환경 악화에 따른 번식우 두당 소득 감소로 198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두 차례에 걸쳐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한 적이 있었다. 사육

가구수는 1985년 104만 8천 가구를 정점으로 2011년 6월 현재 17만 1천

가구로 연평균 7.0%씩 감소하였다.

사육두수는 증가한 반면, 사육가구수 감소로 가구당 사육두수는 증가하

고 있다. 1983년 가구당 한육우 사육두수는 2.0두에서 1990년 2.6두, 2000

년 5.5두, 2011년 17.8두로 증가하여 왔다. 가구당 사육두수 추이를 보면,

200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규모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나, 부업 위주 사

육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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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육우 사육두수 및 사육호수 현황

주: 2011년은 6월 1일자 한육우 사육두수 자료임.

자료: 통계청.「가축동향조사」.

2011년 7∼8월 한우 551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유통실태에 대해 조사

하였다. 한우 농가의 평균 사육규모는 99두였으며, 출하두수는 32두, 사육

경력은 평균 18년이었다.

한우 농가의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가 있다. 경로 1인 도매

시장 및 공판장 직접출하는 농가가 산지조합 또는 수집반출상을 경유하지

않고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직접 출하하는 경우이다. 경로 2인 산지조합

위탁판매는 산지조합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판장으로의 상장

또는 육가공업체로의 판매를 의뢰하는 경우이다. 경로 3, 4는 각각 산지조

합 또는 민간계열업체 및 도축장과의 생산 및 유통계약을 통해 가축을 인

도 또는 판매하는 경우이다. 경로 5는 수집반출상을 통해 위탁판매하는 경

우이다. 경로 6은 농가가 직접 소비지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이며, 경로 7

은 농가가 산지 가축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이다.

조사결과 ‘산지조합 위탁판매’가 3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그 다음으로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직접 출하’ 31.6%, ‘산지조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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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구분
유통경로
비중(%)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응답률, %)

경로 1: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직접 출하 31.6 51.4

경로 2: 산지조합 위탁판매 35.1 21.2

경로 3: 산지조합 계약판매 11.4 15.1

경로 4: 민간계열업체, 도축장 판매 4.7 5.8

경로 5: 수집반출상(위탁) 판매 3.3 1.8

경로 6: 거래처 직접 판매 7.9 16.2

경로 7: 우시장(가축시장) 판매 4.9 9.4

경로 8: 기타 1.0 0.7

합 계 100.0

약판매’ 11.4% 순이었다.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직접 출하’가 응답률 51.4%로 가장 많

았다. 그 다음으로 ‘산지조합 위탁판매’가 21.2%로 많았으며, 부분육가공업

체, 중간유통업체,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슈퍼마켓 및 중소형 마트 등 거래

처로의 직접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16.2%로 세 번째로 많았다.

표 3-1. 한우농가의 유통경로 비중 및 확대 필요 경로

주: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전체 응답자수×100.

‘거래처 직접 판매’의 경우 거래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정육점(정육식

당 포함)의 비중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의 비중이 35.4%였으며, 중간유통업체, 부분육가공업체, 슈퍼마

켓 및 중소형 마트 등의 순이었다. 향후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

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거래처는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39.8%), 부분육가공업체(13.9%)로 응답한 반면, 일반정육점은 오히

려 비중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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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유통경로 비중(%)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응답률, %)

부분육가공업체 5.8 13.9

중간유통업체 6.4 9.3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35.4 39.8

일반정육점(정육식당) 47.6 25.9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4.8 11.1

합계 100.0 100.0

표 3-2. 거래처 직접 판매의 경우 유통경로 비중

주 1. 부분육가공업체는 지육을 구매하여 부분육으로 가공하여 유통시키는 업체를 의미함.

2. 중간유통업체는 매매차익 또는 거래수수료 획득을 목적으로, 지육 상태로 부분육가

공업체, 식당, 정육점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업체임.

3.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은 3,000m2 이상의 매장에서 식료품, 가구, 가전제품, 의류 등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곳임.

4. 슈퍼마켓 및 중소형 마트는 3,000m
2
미만의 매장에서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판매하는 곳임.

5.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전체 응답자수×100.

한우 출하 시 비중이 가장 큰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격

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41.5%)’, ‘가격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39.1%)’, ‘거래처선정 및 대금정산 등의 편리성 때문에

(37.7%)’ 등의 응답률이 높았다. 즉, 한우농가는 가격안정성 및 가격수준,

대금 정산의 편리성 등을 유통경로 선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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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비중이 가장 큰 유통경로 이용 이유

비중이 가장 큰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이유 응답자수 응답률(%)

대량으로 가축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150 29.9

가격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96 39.1

오랜 기간 동안 거래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109 21.8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8 41.5

거래처 선정 및 대금 정산 등의 편리성 때문에 189 37.7

거래 및 출하 관련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89 17.8

기타 6 1.2

주: 1. 2011년 7∼8월에 전국한우협회에 의뢰하여 551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비중이 가장 큰 유통경로 이용 이유에 대해서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로 실제 출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소비지 판매처 확보(55.1%)’, ‘안정적인 가격보장

(43.9%)’ 등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및

가격보장이 농가의 출하 경로 비중 확대에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축, 사료 등 사양관리 통일(30.8%)’, ‘계약관계상

농가와 거래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 구축(20.4%)’ 등에 대한 응답 비율 또

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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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1마리당 농가

부담 비용(평균)

가축(생체) 운송비: 농가 → 도착지역 108,556원

산지반출상 중개수수료 32,060원

산지조합 수수료 26,199원

표 3-4. 비중 확대 시 필요 사항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 확대 시 필요 사항 응답자수 응답률(%)

종축, 사료 등 사양관리 통일 156 30.8

안정적인 소비지 판매처 확보 279 55.1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98 19.4

안정적인 가격 보장 222 43.9

다른 유통경로보다 높은 가격 보장 63 12.5

계약관계상 농가와 거래 당사자간의 상호 신뢰 구축 103 20.4

유통비용 절감 64 12.6

주: 비중 확대 시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

전체 응답자수×100.

산지 출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운송비, 산지반출상 중개수수

료, 산지조합 수수료 등이 있다. 운송비는 운송거리 및 1회 출하두수에 따

라 최소 40,000원에서 최대 225,000원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운송 거

리가 길수록 두당 운송비가 증가하며, 농가의 1회 출하두수가 작을수록 운

송업자가 상차를 위해 방문해야 할 농가 수가 증가하므로 두당 운송비가

증가한다. 산지반출상 중개수수료는 평균 32,060원, 산지조합 수수료는 평

균 26,199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한우 1마리당 농가 부담 비용(평균)

주: 비용 관련 응답자 수는 261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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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와 산지조합과의 계약판매 확대 시 필요사항으로는 ‘안정적인

가격보장(51.7%)’, ‘조합의 안정적인 소비지 판매처 확보(50.1%)’ 등에 대

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앞서 설명한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확대 시 필요

사항과 동일한 결과로, 어떤 유통경로이던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가격

과 물량판매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표 3-6. 산지조합과의 계약판매 확대 시 필요 사항

산지조합과의 계약판매 확대 시 필요 사항 응답자수 응답률(%) 순위

종축, 사료 등 사양관리 통일 198 38.6 3

조합의 안정적인 소비지 판매처 확보 257 50.1 2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97 18.9 4

안정적인 가격 보장 265 51.7 1

다른 유통경로보다 높은 가격 보장 99 19.3 5

계약관계상 농가와 거래 당사자간의 상호 신뢰 구축 91 17.7 6

기타 1 0.2 7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1.2. 한우농가의 유통개선과제

물가안정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직거

래를 확대해야 한다(63.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계열화 확대에 대한 필

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농가는 민간 계열화(19.0%)보다는 협동

조합형 계열화 활성화(30.8%)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력제

(28.0%), 산지조직화(26.5%) 등에 대한 응답비율 또한 높았으며, 도축장

구조조정(23.9%),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23.5%) 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

하였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13.5%)에 대한 응답비율은 낮았다. 도매시장 가격



산지단계18

정 책 응답자수 비중 순위

계열화 확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157 30.8 2

계열화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97 19.0 7

직거래 확대 322 63.1 1

축산물 이력제 143 28.0 3

산지조직화 135 26.5 4

선물시장 활성화 60 11.8 12

거점 도매시장 및 도축장 육성(도축장 구조조정) 122 23.9 5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66 12.9 10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34 6.7 13

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80 15.7 8

송아지 생산 안정제 69 13.5 9

부분육 유통 활성화 63 12.4 11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120 23.5 6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1 0.2 14

상하한제 등과 같은 가격 결정 체계 개편(12.9%), 선물시장 활성화(11.8%)

등도 응답비율이 낮았다.

표 3-7. 축산물 유통개선 시 필요한 정책 순위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한우 농가들이 제시한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 등

은 다음과 같다. ① 부분육 경매제도 활성화, ② 정육 가공 기술개발과 홍

보, ③ 공판장 출하 시 사전 예약제 실시로 출하우 체중 감소 우려 해소와

경비 부담 완화, ④ 근출혈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도축장

CCTV 설치를 통한 원인 분석, ⑤ 유통단계 간 가격 연동제 실시, ⑥ 한우

의 최소 생산비 보장, ⑦ 축산 농가의 수입과 지출이 안정화되고 예측 가

능한 축산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료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⑧사료 안정화기금 조성, ⑨ 도축장 계류 시설 현대화, ⑩ 직영 판매장 운

영 시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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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돼지농가

2.1. 돼지농가 현황 및 유통실태

우리나라 양돈업은 돼지고기 수요 증가와 1990년대 수출 위주의 양돈정

책에 힘입어 전업농을 중심으로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돼지 사

육의 전업화 및 규모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

축 질병, 분뇨 처리 문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시설투자비

과다 등으로 사육두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돼지 사육두수는 1983년

328만두에서 연평균 4.3%씩 증가하여 2010년 982만두였다. 그러나 2010

년 말 구제역 발생으로 사육두수의 약 30%가 매몰 처분되면서 2011년에

는 718만두로 감소하였다.1

돼지 사육두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사육농가 수는 큰 폭으

로 감소하였다. 1983년 사육농가 수는 51만 4천 가구였으나, 연평균 16.2%

씩 감소하여 2011년에는 5,829 가구만이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그림 3-2. 돼지 사육두수 및 사육호수 현황

주 : 2011년은 3월과 6월 평균 돼지 사육두수 자료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1 2011년은 3월과 6월 평균 돼지 사육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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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7∼8월 돼지 451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유통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돼지농가의 평균 사육규모는 2,622두였으며, 출하두수는

4,183두, 사육 경력은 평균 20년이었다.

돼지농가의 유통경로는 한우와 거의 동일하나 한우와 달리 산지 가축시

장을 통한 판매가 없다. 조사결과,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판매’ 비중이 전

체의 36.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직접 출하’가

20.9%, ‘산지조합 위탁판매’가 18.3%, ‘산지조합 계약판매’가 15.5%를 차

지하였다.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로는 ‘산지조합 계약판매’와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직접출하’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계열화된 육가공업체’와의 거래 확대에

대해서는 18.1%가 응답하는데 그쳤다.

표 3-8. 양돈농가의 유통경로 비중 및 확대 필요 경로

유통경로
비중(%)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응답률, %)

경로 1: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직접 출하 20.9 23.9

경로 2: 산지조합 위탁판매 18.3 19.7

경로 3: 산지조합 계약판매 15.5 46.8

경로 4: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판매 36.4 18.1

경로 5: 수집반출상 (위탁)판매 3.9 1.1

경로 6: 거래처 직접 판매 3.1 4.3

경로 7: 기타 1.9 0.5

합 계 100.0

주 1. 2011년 7∼8월에 대한양돈협회에 의뢰하여 451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

수/전체 응답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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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출하 시 비중이 가장 큰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

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56.5%)’, ‘거래처 선정 및 대금 정산

등의 편리성 때문에(43.3%)’, ‘대량으로 가축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30.0%)’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유통경로 선택 시 가격안정성, 대금

정산의 편리성, 대량 판매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우

농가에 비해 돼지농가는 가격 수준보다 가격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비중이 가장 큰 유통경로 이용 이유

비중이 가장 큰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이유 응답자수 응답률(%) 순위

대량으로 가축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130 30.0 3

가격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1 27.9 4

오랜 기간 동안 거래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87 20.0 5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45 56.5 1

거래처 선정 및 대금 정산 등의 편리성 때문에 188 43.3 2

거래 및 출하 관련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49 11.3 6

기타 14 3.2 7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로 실제 출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가격보장(53.7%)’, ‘안정적인 소비지 판매처 확보

(41.2%)’ 등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축, 사료 등 사양관리

통일(34.3%)’,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22.1%)’, ‘계약관계상 농가와

거래당사자간의 상호 신뢰 구축(21.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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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비중 확대 시 필요 사항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의 비중 늘릴시 필요 사항 응답자수 응답률(%) 순위

종축, 사료 등 사양관리 통일 149 34.3 3

안정적인 소비지 판매처 확보 179 41.2 2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96 22.1 4

안정적인 가격 보장 233 53.7 1

다른 유통경로보다 높은 가격 보장 56 12.9 6

계약관계상 농가와 거래 당사자간의 상호 신뢰 구축 95 21.9 5

유통비용 절감 54 12.4 7

기타 4 0.9 8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경로 6을 통해 출하한 경우의 거래처 비중을 살펴보면, 부분육가공업체

의 비중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간유통업체가

24.5%로 높았다.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일반정육점, 슈퍼마켓 등의 비중

은 낮았다. 향후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거래처의 비중은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은 17.3%, 일반정육점은 11.8%로 높았지만, 중간유통업체는 6.3%

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표 3-11. 농가의 출하 비중(경로6의 경우)

거래처 출하 비중(%) 비중확대 거래처(%)

부분육가공업체 55.7 59.1

중간유통업체 24.5 6.3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9.1 17.3

일반정육점(정육식당) 6.5 11.8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4.2 5.5

합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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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가와 산지조합과의 계약판매 확대 시 필요 사항으로는 ‘안정적인

가격 보장(55.2%)’, ‘조합의 안정적인 소비지 판매처 확보(41.9%)’ 등에 대

한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한우농가와 동일한 조사결과로, 농가 입장에서

는 유통경로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가격과 물량 판매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표 3-12. 산지조합과의 계약판매 확대 시 필요 사항

산지조합과의 계약판매 확대 시 필요 사항 응답자수 응답률(%) 순위

종축, 사료 등 사양관리 통일 143 33.9 3

조합의 안정적인 소비지 판매처 확보 177 41.9 2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96 22.7 4

안정적인 가격 보장 233 55.2 1

다른 유통경로보다 높은 가격 보장 96 22.7 5

계약관계상 농가와 거래 당사자간의 상호 신뢰 구축 90 21.3 6

기타 1 0.2 7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2.2. 돼지농가의 유통개선과제

물가안정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52.1%)’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

다. 계열화 확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민간 계열화 활성화

(12.0%)’보다는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46.3%)’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외에 ‘축산물 이력제(41.4%)’와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31.3%)’에 대한 의견도 높았다. 한편 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등과 같은

‘가격 결정 체계 개편(24.8%)’에 대해서는 한우 농가(12.9%)보다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물시장 활성화(4.2%)’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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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응답자수 비중 순위

계열화 확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200 46.3 2

계열화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52 12.0 10

직거래 확대 130 30.1 5

축산물 이력제 179 41.4 3

산지조직화 62 14.4 8

선물시장 활성화 18 4.2 13

거점 도매시장 및 도축장 육성(도축장 구조조정) 78 18.1 7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107 24.8 6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46 10.6 11

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225 52.1 1

모돈 전문농장 육성 57 13.2 9

부분육 유통 활성화 39 9.0 12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135 31.3 4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5 1.2 14

기타( ) 3 0.7 15

표 3-13. 축산물 유통개선 시 필요한 정책 순위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돼지농가들이 제시한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는 ①

HACCP 인증 등 차별화된 농장의 돈육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규격․육

질 하락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통한 육질 고급화, ② 농가의 직영판매장

운영을 위한 지원, ③ 소비단계에서 육질 등급 표시2, ④ 출하차량 및 액비

운송차량에 대한 면세유 적용, ⑤ 권역별 우수 양돈농장 육성 및 이에 대

한 교육 홍보, ⑥ A등급의 폭을 넓혀서 출하체중이 125∼130kg까지 증가

할 수 있도록 유도3, ⑦ 품질 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 및 우수사례에 대한

2 A B C 등 육량 등급은 소비자들의 육질 등급으로의 오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3 돼지고기 등급판정기준은 A등급 탕박기준으로 1994년 도체중량 62~91kg, 등지방두

께 11~20mm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 2011.6월부터 도체중량 83~95kg

(생체중량 108~125kg)으로 상향조정되고 등지방두께는 과지방(일명 떡지방) 발생방

지를 위해 현행 17~26mm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김성호. 2011.6월부터 바뀌는 돼지

고기 등급기준과 표시방법에 대하여. http://blog.daum.net/meatmarketin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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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 2010년 증 감

본소 지점 계 본소 지점 계 본소 지소 계

지
역
축
협

도시 55 356 411 55 373 428 - 17 17

농촌 63 135 198 63 136 199 - 1 1

소계 118 491 609 118 509 627 - 18 18

품
목
축
협

낙농 13 37 50 13 42 55 - 5 5

양돈 7 48 55 7 48 55 - - -

기타 4 19 23 4 20 24 - 1 1

소계 24 104 128 24 110 134 - 6 6

합 계 142 595 737 142 619 761 - 24 24

결과물 홍보, ⑧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협회를 통한 정육 도소매가격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이 있다.

3. 산지조합

3.1. 산지조합 현황

산지조합인 축협은 2010년 142개로 지역축협 118개, 품목축협 24개가

있다. 품목축협은 낙농 13개, 양돈 7개, 양계 2개, 양봉 1개, 양토양록 1개

이다. 축협조합원은 2010년 25만 9천명으로 2009년 26만 3천명에 비해 다

소 감소하였다.

표 3-14. 산지축협 현황

단위: 개

자료: 농협중앙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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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
(A)

2010년
(B)

성장률
(B/A)

경
제

판매 47,402 52,396 10.54

구매 24,679 24,598 △0.33

가공 30,231 29,519 △2.36

마트 9,351 9,711 3.58

운송·기타 3,715 3,922 5.57

소계 115,378 120,146 4.13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산지조합의 2010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판매사

업이 5조 2,396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공사업 2조 9,519억 원, 마트사업이

9,711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3-15. 산지조합 경제사업

단위: 억원

자료: 농협중앙회(2011).

2010년 전국의 한우 브랜드 수는 177개이며, 돼지 브랜드 수는 215개이

다. 그 중 농 축협은 78개의 한우 브랜드, 37개의 돼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

다(축산물품질평가원, 2011).

규모화 된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개방화에 대응

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축산물 브랜드 육성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정부는 2013년까지 80여개의 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하여 출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07년 11월에는 브랜드

의 규모화, 차별화된 고품질 생산 유통기반 강화, 직거래 등 경영 마케팅

역량 제고 등에 주력하는 2단계 발전대책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지리산

순한한우 등 11개 광역 브랜드가 출현하는 등 광역화가 진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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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축종․추진주체별 브랜드 현황

단위: 개, %

구 분
계

한우 돼지 닭 계란 기타
브랜드수 점유율

전 체 522 100.0 177 215 48 53 29

개 별 농 가 67 12.8 14 20 7 22 4

농 ․ 축 협 124 23.8 78 37 3 4 2

생 산 자 단 체 18 3.4 10 3 1 3 1

영 농 조 합 81 15.5 24 40 2 7 8

유 통 업 체 213 40.8 42 111 35 14 11

지 자 체 19 3.6 9 4 - 3 3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2011).

3.2. 산지조합 유통실태

산지조합의 축산물 유통 관련 사업은 크게 수탁사업과 매취사업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수탁사업은 조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사육한

생축을 공판장, 도매시장에 상장시키고 정산을 해주는 사업과 부분육가공

업체 등과의 거래를 중개해 주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매취사업은 조합

원과 구매계약을 통해 생축을 확보하고 도축 및 가공하여 직영판매장 및

직영식당, 농협계통매장, 정육점, 음식점, 대형할인마트 등에 판매하는 사

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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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산지조합의 사업구분

2011년 7～8월 산지조합 45개를 조사한 결과 사업별 비중은 다음 표와

같다. 한우의 경우 수탁사업(경매)의 비중이 52.5%로 가장 많았다. 매취사

업(임도축)의 비중도 34.1%로 상당히 높았다. 이는 농 축협의 한우 브랜드

사업 확대와 관련이 있다.4 돼지의 경우 매취사업(자가도축, 임도축)이

43.5%로 가장 높았고, 수탁사업(중개), 수탁사업(경매) 비중이 35.3%,

20.7%였다.5

4 축산물품질평가원(2011)에 따르면 농·축협의 한우 자가 브랜드 출하 비중은

53.3%인데 이는 본 연구의 매취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출하,

유통업체 계약, 육가공업체계약 비중은 각각 19.1%, 6.8%, 0.9%인데 이들은 본

연구의 수탁사업(중개)과 매취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도매시장 출하 비

중은 19.7%이다.

5 축산물품질평가원(2011)에 따르면 농·축협의 돼지 자가 브랜드 출하 비중은

58.2%였으며, 일반출하, 유통업체 계약, 육가공업체계약 비중은 각각 22.6%,

10.0%, 7.3%였다. 도매시장 출하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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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산지조합의 사업별 비중

사업
사업 비중(%)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비중(%)

한우 돼지  한우 돼지

수탁사업(경매) 52.5 20.7 18.2 6.3

수탁사업(중개) 13.3 35.3 13.6 18.8

매취사업(자가 도축) 0.0 24.6 4.5 12.5

매취사업(임도축) 34.1 18.9 59.1 56.3

지육 또는 부분육 구매 유통 0.1 0.5 4.5 6.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 비중은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표 3-18. 산지조합의 도축 후 지육 유통경로

단위: %

구 분

한우 돼지

수탁
(중개)

매취
(임도축)

수탁
(중개)

매취
(자체도축)

매취
(임도축)

도축

↓

지육

부분육가공업체 95.9 26.2 100.0 - 4.0

자체 부분육가공1)
4.1 58.1 - 100.0 95.7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 7.1 - - -

직영판매점(직영식당) - 6.3 - - 0.3

일반정육점(정육식당) - 1.1 - - -

기타1 - 1.2 - -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산지조합이 농협중앙회의 안심한우사업단으로 중개하는 물량은 산지조합과 농협중

앙회를 동일 사업체로 보아 ‘자체 부분육가공’으로 봄. 다른 업체를 통해 임가공하

는 경우 물건의 소유가 산지조합에 있기 때문에 ‘자체 부분육가공’에 포함시킴.

한우 수탁사업(중개)의 경우 대부분 부분육가공업체와의 거래를 중개

(95.9%)한다. 매취사업(임도축)의 경우 자체 부분육가공이 58.1%이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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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종 한우 돼지

사업 구분
수탁 매취 수탁 매취

경매 중개
자체
도축 임도축 경매 중개

자체
도축 임도축

도축

↓

지육

부분육가공업체 12.8 0.0　 8.9 35.3 0.0 0.8

자체부분육가공 0.5 0.0 19.8 0.0 24.6 18.1

중간유통업체 0.0 0.0　 0.1 0.0 0.0 0.0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0.0 0.0 2.4 0.0 0.0 0.0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52.5 0.0 0.0 0.1 20.7 0.0 0.0 0.0

직영판매점
(직영식당)

0.0 0.0 2.1 0.0 0.0 0.1

일반정육점
(정육식당)

0.0 0.0 0.4 0.0 0.0 0.0

기타 0.0 0.0 0.2 0.0 0.0 0.0

합 계 52.5 13.3 0.0 34.1 20.7 35.3 24.6 18.9

분육가공업체로의 판매가 26.2%,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으로의 판매가

7.1%, 직영판매점이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돼지 수탁사업(중개)의 경우 부분육가공업체로의 중개가 전체를 차지하

고 있다. 산지조합의 매취사업의 경우 도축 후 자체 부분육가공공장에서의

부분육가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7,18>을 전체 비중합이

100%가 되도록 재구성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19. 산지조합의 사업형태별 지육 유통경로별 비중

단위: %

주: 한우는 기타 사업 비중이 0.1%, 돼지는 기타 사업 비중이 0.5%이나 표에는 표시하지 않음.

산지조합의 자체 부분육가공 후 유통경로 비중은 <표 3-20>과 같다. 한

우의 경우 직영판매점(직영식당)으로의 판매비중이 49.7%, 돼지는 대형할

인점 및 백화점으로의 비중이 3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우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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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및 중소형 마트(17.0%),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15.6%), 단체급식처

(12.5%)의 순이었다. 돼지의 경우 일반정육점 및 정육식당(19.8%), 일반음

식점(10.8%), 슈퍼마켓 및 중소형 마트(10.7%)의 비중이 높았다.

표 3-20. 산지조합의 자체 부분육가공 후 유통경로

구 분
경로별 비중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응답률, %)

한우 돼지 한우 돼지

자체
부분육
가공

↓

부분육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15.6 36.8 4.3 12.5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17.0 10.7 0.0 0.0

직영판매점(직영식당) 49.7 9.3 69.6 75.0

일반정육점(정육식당) 0.3 19.8 4.3 0.0

일반음식점 1.4 10.8 4.3 12.5

단체급식처 12.5 6.2 26.1 18.8

전자상거래 2.3 0.0 4.3 0.0

2차 육가공업체 0.5 4.9 0.0 0.0

기타 0.7 1.5 8.7 0.0

합 계 100.0 100.0 - -

주 1) 산지조합이 농협중앙회의 안심한우사업단으로 중개하는 물량은 산지조합과 농협중

앙회를 동일 사업체로 보아 ‘자체 부분육가공’으로 봄.

2)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

답자수×100.

매취사업 시 지육 거래처 선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우의 경우 지육

대량 구입 또는 조합 브랜드 취급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며 수익 자체

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돼지의 경우는 지육의 대량 구

입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래처 선정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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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응답자수

한우 돼지

대량으로 지육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6 4

수익이 가장 높기 때문에 1 1

해당거래처가 산지조합 브랜드 취급을 원하기 때문에 4 1

기타(부분육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호 부위 재고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없음)
2 1

항 목
한우 돼지

응답자수 응답률 응답자수 응답률

대량으로 부분육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6 28.6 5 45.5

수익이 가장 높기 때문에 1 4.8 0 0.0

거래처가 산지조합 브랜드 취급을 원하기 때문에 11 52.4 7 63.6

기타(직영점, 대리점) 4 19.0 2 18.2

표 3-21. 매취사업 시 지육 거래처 선정 요인

매취사업 시 부분육 거래처 선정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우와 돼지

모두 거래처의 산지조합 브랜드 취급 의향을 가장 중요시 하고, 다음으로

는 대량 취급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수익 자체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고려 요인으로는 학교급식처로 판매 시 비선호부

위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다. 조사결과 산지조합이 부분육 거래처

를 확보하여 부분육 유통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체 브랜드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브랜드 육에 대한 사양관리를 높여 브랜드의 인지도와 품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22. 매취사업 시 부분육 거래처 선정 요인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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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조합은 한우 수탁사업(경매)의 경우 보통 출하농가로부터 조합수수

료를 수취한다. 조합수수료는 경락가격의 0.1∼0.5%로 0.2% 또는 0.3%가

가장 일반적인 조합수수료율이다. 한편 경락가격의 일정 비율이 아닌 두당

2,000원을 조합수수료로 수취하는 조합도 있다. 평균 생축 운송비는 약

80,000원이며 이는 보통 농가가 부담한다. 브랜드 및 거세우에 대해서 두

당 15,000원의 운송비를 지원해주는 조합도 있다.

돼지 수탁사업(경매)의 조합수수료율은 보통 경락가격의 0.1∼0.3%이며,

두당 600∼1,000원을 조합수수료로 수취하는 조합들도 있다. 돼지 두당 운

송비는 평균 약 7,500원이다.

수탁사업(중개)일 경우 경매 시 비용 항목인 위탁상장수수료와 중개수수

료가 제외된다. 한우 중개 시 조합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3∼0.5%로 조사

되었다. A한우연합사업단은 안심축산사업의 일환으로 중개사업을 하는데

출하농가는 A한우연합사업단에게 거래금액의 0.3%를, 안심축산에게 0.2%

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돼지 중개 시 조합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1∼0.4%로 조사되었다. B축협

은 인근조합들과 함께 설립한 브랜드 사업단을 통해 출하할 때 두당 200원

의 수수료를 정액제로 수취한다. C업체는 중개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조합수수료 0.1%외에 두당 500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한다.

군납의 경우에는 냉동보관 및 재고관리 등의 유통기능 수행의 대가로 거

래금액의 4.5%(조합), 0.5%(중앙회)의 수수료가 있다. 농가는 1년 단위로

일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군납을 통한 출

하에 유인을 가진다.6 한편, 수탁사업 시 납부해야 할 도살처리수수료, 검

사수수료, 등급판정수수료 등은 일반적으로 농가가 부담한다.

매취사업의 경우 조합이 농가의 생축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와

달리 조합수수료, 위탁상장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이 없다. 다만, 조합이 소

6 농협은 매년 표준생산비를 산출,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납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군납수수료의 경

우 축산물과 수산물이 각 5%이며 채소는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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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돼 지

생축 구매가격 100 100

평균 지육 판매가격 110 107

평균 부분육 판매가격 116 117

유한 지육을 판매할 때 지육운송료가 있는데, 이는 거래처와의 협상에 따

라 조합 또는 사업단이 부담하거나 거래처가 부담하기도 한다. 한우의 경

우 평균 지육운송비는 두당 41,000원이며 생축운송비는 두당 약 80,000원

정도이다. 매취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판장(도매시장)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농가와 가격을 정산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도축한 날 일부 또는 특

정 공판장 평균 경락가격 적용, ② 등급판정일 포함 전후 3일의 평균 경락

가격 중 최고가 적용, ③ 등급판정일 기준 전주 등급별 평균 경락가격 적

용 등의 정산 방법이 적용된다.

산지조합이 매취사업을 통해 지역에 지육이나 부분육으로 판매하는 경

우의 유통마진을 조사한 결과, 생축의 구매가격을 100이라 했을 때 한우

지육 판매가격은 110, 부분육 판매가격은 116으로 조사되어 한우고기 부

분육 판매 유통마진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돼지의 경우 지육 판

매가격 107, 부분육 판매가격 117로 조사되어 돼지고기 부분육 판매 유통

마진은 17%로 나타났다.

표 3-23. 매취사업 시 생축 구매가격 대비 평균 지육 판매가격 및 부분육

판매가격

한우 부분육가공의 두당 임가공료는 평균 163,400원이며, 최대 66,000

원, 최대 290,000원이다. 돼지는 두당 평균 20,829원이며, 최소 13,000원

최대 26,500원이다. 조합 소유 부분육가공시설 규모 및 가동률은 다음과

같다. 한우의 경우 일일 처리능력은 평균 15두이며 최대값은 50두, 최소값

은 1두이다. 가동률은 평균 84%이며 최대값은 100%, 최소값은 20%이다.

돼지의 경우 일일 처리능력은 평균 219두이며 최대값은 650두, 최소값은



산지단계 35

항 목 응답률(%)

도매시장(공판장)의 지육 경매가격에 연동하여 결정 81.0

소비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거래처와 협상을 통해 결정 23.8

기타 0.0

전체 응답자 수(명) 21

10두이다. 가동률은 평균 82%이며 최대값은 100%, 최소값은 60%이다. 부

분육가공시설의 일일 처리능력과 가동률은 산지조합마다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산지조합은 도매시장(공판장)의 지육 경매가격에 연동하여 부

분육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었으며, 소비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거래처

와 협상을 통해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24. 부분육 판매가격 결정 방식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3.3. 산지조합의 유통개선과제

3.3.1. 산지조합의 유통변화 방향과 과제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50% 이상의 산지조합이 가장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매취사업(임도축)을 제시하였다<표 3-17>. 매취사업(자체도축)까

지 포함하여 약 65% 이상의 조합들이 매취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생산자인 회원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조합은 생축의 구매,

도축 및 판매 기능을 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산지조합은 생산, 도축, 가공, 판매가

통합되는 계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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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조합은 매취사업(임도축)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

시하였다. ① 육가공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② 지역축협의 경쟁력을 확대

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축협들이 사업을 특화하여 광역 및 공동 브랜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축협은 사료를 특화, B축협은 도축․육가공

을 특화, C축협은 판매를 특화하여 조합별로 특정 부문에서의 효율성을 제

고하는 것이다. ③ 매취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④ 매취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지역 및 수도권에서의 매장 확

대가 필요하다. 대형유통업체 확보하거나 브랜드 직영판매장을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물량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약물량 및 브랜드 규모를

확대하여 거래교섭력을 제고해야 한다. ⑥ 중앙회가 산지 농 축협에 대한

사업지원을 확대하여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⑦ 원료

육 시세의 안정을 통해 매취 및 가공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원료육의 가격 진폭이 클 경우 원료육 확보의 안정성이 낮아 꾸준한 물량

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⑧ 명절 및 계절적 수요 집중을 완화하여 원

료육 가격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⑨ 산지 지역의 소비시장 규모가 작

을 경우 수도권과 같은 대형 소비지에서의 판매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한편, 매취사업이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시장환경에서 매취사업은 조

합에 부담이 되므로 계통출하 위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산지조합들도 있

었다. 계통출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송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조

합 운송차량 운영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산지조합이 중

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산지보다 소비지에 인접한 축협은 가공시설을 늘리는 것보

다 부분육 구매를 통하여 소비지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조합의 경영안정

및 유통효율화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지조합은 도축 후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로 한우와 돼지 모두 직영판매점 및 직

영식당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체 부분육가공을 제시하고 있다<표

3-25>. 즉, 자체 부분육가공시설을 보유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지육을

가공하고 직영판매점(직영식당)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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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돼지

응답
자수

응답률1) 응답
자수

응답률1)

도축

→

부분육가공업체 4 14.8 3 15.8

자체 부분육가공 9 33.3 5 26.3

2차 육가공업체 판매 0 0.0 1 5.3

자체 2차 육가공 1 3.7 0 0.0

중간유통업체 1 3.7 1 5.3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1 3.7 1 5.3

직영판매점(직영식당) 17 63.0 9 47.4

일반정육점(정육식당) 0 0.0 0 0.0

일반음식점 1 3.7 1 5.3

단체급식처 1 3.7 1 5.3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1 3.7 1 5.3

기타 0 0.0 0 0.0

합계 36 23

판매함으로써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표 3-25.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확대되어야 할

유통경로(산지조합)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 = 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중간마진율을 줄일 수 있는 직영판매장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투자를 위

한 자본의 확충,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경영 효율화가 필

요하다. 부분육가공시설 역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간마진을

줄이기 위해 가동률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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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산지조합은 안정적 거래처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체 부분육 시설 및 직영판매점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육가공업체와의 거래관계를 공고히 유

지하는 것이 유통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직영판매점(직영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산지조합이 다수

있는데, 산지 지역의 소비 시장이 크지 않아 매취사업의 물량 확대가 쉽지

않다. 매취사업의 물량이 크지 않을 경우 자체 부분육가공장의 운영 효율

성을 제고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소

비지에서 여러 산지조합이 연합하거나 중앙회와 협력하여 판매장 및 식당

을 운영함으로써 판매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분육가공시설 및 직영판매점 확충 이외에 학교급식의 경우 방학기간

에 물량 적체가 심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수요처 확보 및 보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매취사업 확대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산지조합 24개 중 20개가 매취

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5년 이내 현재보다 평균 62%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하였다. 시장, 법제도, 정책 측면으로 본 매취사업 확대의 저

해 요인으로 ① 매취사업을 위한 자금의 부족, ② 농가와의 지속적인 거래

및 원료육의 안정적 확보의 어려움, ③ 사업경영 인력 부족 및 사업 책임

자의 책임의식 부족, ④ 안정적인 판매처 및 판매장 확보의 어려움, ⑤ 한

우의 사태 우둔 등, 돼지고기의 등심 안심 뒷다리 등과 같이 구이용으로

선호되지 않는 부위에 대한 판매망 확보의 어려움, ⑥ 원료돈 시세의 불안

정성과 소비 위축, ⑦ 고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 유통인구의

감소로 지역 내 소비시장 감소, ⑧ 산지조합 간 경쟁으로 인한 농가 확보

의 어려움 등이 제시되었다.

조사 응답 22개 산지조합 중 20개 조합은 자체 부분육가공을 확대할 의

향이 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평균 59%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체 부분육

가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우는 비선호 부위의 수요 확대, 돼지는 마케팅

강화 및 자체 소매망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외 한우는 마케

팅 강화 및 소매망 확충, 부분육가공시설 확충, 돼지는 부분육가공시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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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한우 돼지

응답률 순위 응답률 순위

계열화 확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54.3 1 57.1 1

계열화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0.0 13 0.0 11

직거래 확대 42.9 2 38.1 2

축산물 이력제 17.1 7 14.3 9

산지조직화(규모화) 34.3 3 28.6 3

선물시장 활성화 0.0 13 0.0 11

도축장 구조조정(시설 확충 및 현대화) 14.3 8 19.0 8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25.7 5 28.6 3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2.9 11 0.0 11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8.6 9 23.8 5

모돈 전문농장 육성 - - 14.3 9

송아지 생산 안정제 2.9 11 - -

부분육 유통 활성화 34.3 3 23.8 5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20.0 6 23.8 5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0.0 13 0.0 11

기타 8.6 10 0.0 11

충, 비선호 부위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3.3.2. 산지조합의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 순위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 순위 조사결과 산지조합은 한우와 돼

지 모두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직거래확대, 산지조직화(규모화) 순이다. 이 밖에 부분육 유

통 활성화, 가격 결정 체계 개선,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

표 3-26.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의 우선 순위(산지조합)

단위: %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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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산지조합이 추가로 제시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직영판매점(직영식당) 확대를 위해서는 시설자금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부분육 및 포장육 유통을 늘리기 위해서는 포장기술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의 경우 물량을 대량

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형할인점

과 직영판매점 또는 대리점의 비중을 6:4 정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넷

째, 일반음식점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정 거래처를 발굴 및 확보하

여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여 소

비자가 국산 축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단체급식

처 확대는 비선호부위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단체급식처의 확대

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각 지역

별 단체급식처를 발굴해야 한다.

3.3.3. 농협 축산경제 활성화 방향과 과제

농협의 축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우는 ‘중앙회의 회원 조합에 대한 계열화사업 자금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축산물프라자․미트컴플렉스

등 외식 및 소매판매망 확충’, ‘해외 곡물 직구매사업, 해외사료자원 개발’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회원조합 및 광역한우 사업단과 농가의 계약

출하 확대’, ‘권역별 거점 도축시설 확충’, ‘부분육가공 및 냉장 냉동 시설

확충을 통한 부분육 유통 확대’ 등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돼지는 ‘권역별 거점 도축시설 확충’, ‘부분육가공 및 냉장ㆍ냉동시설 확

충을 통한 부분육 유통 확대’, ‘청정 전문 종돈장’이 농협의 축산경제 활성

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농협 계통 매장

의 안심축산 판매거점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해외 곡물 직

구매사업, 해외사료자원 개발’, ‘중앙회의 회원 조합에 대한 계열화 사업

자금 지원’ 등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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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도축 가공, 소매 단계로 나누어 종합하면,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사료 곡물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산지조합은 농협이 해외

에서 사료 곡물을 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확보하여 싸고 안정적으로 사

료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산지조합은 회원농가의 생축을 보

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출하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산지조합과 중앙회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또한 돼지에 관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좋은 돼지를 생산

하기 위해 청정 전문 종돈장이 필요하다.

도축 가공 단계에서는 권역별 거점 도축시설 및 부분육가공시설을 확충

하여 위생적으로 도축하여 지육의 품질을 높이고 부분육 유통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소매 단계에서는 산지조합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농협 계통

매장을 판매거점화하고, 외식 및 소매판매망을 신규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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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한우 돼지

응답
자수

응답률
응답
자수

응답률

1 해외 곡물 직구매사업, 해외사료자원 개발 8 32.0 4 25.0

2 사료 공동사업 3 12.0 2 12.5

3 청정 전문 종돈장 0 0.0 6 37.5

4
중앙회의 광역한우사업단에 대한 지

분 출자
1 4.0 0 0.0

5
중앙회의 회원 조합에 대한 계열화

사업 자금 지원
11 44.0 4 25.0

6
회원조합 및 광역한우 사업단의 통일

된 사양관리
1 4.0 1 6.3

7
회원조합 및 광역한우 사업단과 농가

의 계약출하 확대
7 28.0 3 18.8

8 권역별 거점 도축시설 확충 7 28.0 6 37.5

9
부분육가공 및 냉장 냉동 시설 확충

을 통한 부분육 유통 확대
7 28.0 6 37.5

10
수도권 축산물종합물류센터

(조합과 중앙회의 공통마케팅 센터) 신설
6 24.0 1 6.3

11 수출열처리가공장 및외식식자재공장 신설 2 8.0 0 0.0

12
민간 대형유통점에 대한 안심축산물

공급 확대
0 0.0 0 0.0

13 농협 계통매장의 안심축산 판매거점화 3 12.0 5 31.3

14
축산물프라자․미트컴플렉스 등 외식

및 소매판매망 확충
8 32.0 2 12.5

15 안심축산 전문점 확충 1 4.0 2 12.5

16 안심축산 마케팅조직 강화 2 8.0 2 12.5

17 간척지 친환경 축산 계열화 단지 0 0.0 0 0.0

전체 응답자수 25 16

표 3-27. 농협 축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의 우선 순위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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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축시장 및 산지상인(수집반출상)

가축시장은 생축 거래를 목적으로 산지에 설치된 시장이다. 가축시장에

서의 주요 생축 거래자는 사육농가, 산지수집상이며, 그 외에 도축용 소를

구입하려는 상인과 정육업자 등이 있다. 사육농가는 사육한 소를 팔기도

하고, 사육하기 위하여 소를 매입하기도 한다. 상인들은 시세차익을 노려

거래에 참여한다(유철호, 2004).

2010년 기준 82개소 가축시장에서 약 2십만 두가 거래되었다.7 한우 전

체 거래두수 기준으로 경매와 중개의 비중을 살펴보면, 경매가 49.3%이며,

중개가 50.3%로 비슷하다. 거래 품목별로 보았을 때, 송아지는 경매의 비

중이 높은 반면, 육성우와 큰소는 중개의 비중이 높다.

한우 거래두수 중 거래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송아지가

72.0%, 육성우 4.0%, 큰소가 20.7%이다. 거래 품목별로 살펴보면, 경매의

경우 송아지가 90.2%, 육성우 3.3%, 큰소가 6.8%이며 중개는 송아지가

60.5%, 육성우 5.0%, 큰소가 34.5%이다. 따라서 경매는 대부분 송아지 거

래이며, 중개는 송아지 거래가 많으나 경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소 거래

가 많다. 큰소는 비거세우, 단기비육 후 출하하기 위한 암소노폐우 등 저급

육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축시장에서 큰소 거래의 비중이 적은 이유는 농가가 초음파

를 통해 등급을 미리 확인한 후 등급이 좋은 소는 공판장으로 출하하고 주

로 등급이 낮은 소를 가축시장에 출하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우의 브랜드

화로 가축시장을 통한 거래보다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 또는 산지조합 매취

사업을 통한 출하가 증가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한편, 송아지도 농가가 직접 가축시장에서 사고파는 추세이기 때문에 산

지상인의 비중과 역할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7 고기소(살소)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축시장이 있는 반면, 송아지와

번식용 암소 거래 위주의 시장이 있다.(농수산물유통공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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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한우 전체

대비 비중, %)

육성우(350kg)
(한우 전체

대비 비중, %)

큰소(600kg)
(한우 전체

대비 비중, %)

한우 전체
(합계 대비
비중, %)

경매

출장두수
95,151

(89.7)

3,540

(3.3)

7,428

(7.0)

106,119

(39.4)

거래두수
90,386

(90.2)

3,030

(3.0)

6,790

(6.8)

100,206

(49.7)

중개

출장두수
99,023

(60.6)

8,219

(5.0)

56,184

(34.4)

163,426

(60.6)

거래두수
61,383

(60.5)

5,088

(5.0)

35,031

(34.5)

101,502

(50.3)

합계

출장두수
194,174

(72.0)

11,759

(4.4)

65,612

(23.6)

269,545

(100.0)

거래두수
151,769

(75.2)

8,118

(4.0)

41,821

(20.7)

201,708

(100.0)

표 3-28. 가축시장 거래현황(2010년)

자료: 농협중앙회 자료를 재구성.

가축시장 경매의 경우 농축협 직원이 담당하며, 중개는 농축협 직원 또

는 농축협에 등록된 중개인이 중개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산지상인(수집

반출상)은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생축을 구매하거나, 중개인을 통해서 생

축을 구매한다. 가축시장에서는 경매를 통하거나 중개 시에는 경매가에 근

거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횡성우시장의 경우 경매할 때 최근 10일 동안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내정가격을 제시하며, 가격 등락이 심할 경우는

한 달 동안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고시된 내정가격에 1%

이상을 추가하여 경매가격을 제시한다. 가축시장 매매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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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횡성 음성(감곡) 홍성 광천

거래두수(‘10) 2,033 1,844 5,676

축종별비율
(성우:육성우:송아지)

2:3:5 1:2:7 9:0:1

개장일(5일장) 1일,6일장 4일,9일장 4일,9일장

매매수수료
250kg이상: 10,000원

250kg미만: 5,000원

성우: 8,000원,

송아지: 3,000원

성우: 20,000원,

송아지: 10,000원

중개인 유무 없음 없음
농협위촉 중개인

22명

표 3-29. 가축시장 한우 매매 수수료 현황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2011). 농협중앙회 자료.

가축시장의 수수료는 농협 규정에 의거하여 가축시장 개설조합이 자율

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 또는 중개료는 지역별, 물량별, 거래

처와의 거래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약 20,000원을

부담하여 평균 약 40,000원 정도이다. 구매 도축 대행용역비로 현물(우두,

우피)과 현금을 합하여 약 4～5십만 원을 수취한다. 대형용역비에는 도축

관련비용, 소개료, 운임, 상 하차비 등이 포함된다(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수집반출상(산지상인)은 가축시장 또는 사육농가를 방문하여 직접 도축

용 한우를 구매하거나 구매의뢰처인 부분육가공업체, 정육점,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등이 원하는 도축용 소를 중개해 주고, 구매의뢰처로부터 일정

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산지 가축거래상인이다(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2006). 육안에 의한 외모심사만으로 육질이 좋고 지육률이 높은 소를 선별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냉동업자라고 불리기도 한다(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전국에서 활동 중인 산지상인(수집반출상)은 한우 포함 소는 약 970

명, 돼지는 약 9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농식품부, 2011).

수집반출상은 일반적으로 중개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축사육

등 타 업종에 종사하는 겸업형태가 대부분이며, 취급하는 축종도 한 축종

만 취급하기 보다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등을 함께 취급한다(한국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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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수출입협회, 2006.). 최근에는 대형유통업체 등에 고정 납품하는 수집

반출상의 규모가 확대되어 기업화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수집반출상은 줄

어들고 있다(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수집반출상의 유통경로는 다음 그림과 같이 6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림 3-4. 수집반출상의 유통경로

2005년 조사에 따르면 한우의 경우 수집반출상의 한육우 유통 두수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 상장이 16%, 육가공업체 중개 60%, 정육점 중개

22%, 대형할인점 중개가 2%였다. 돼지의 경우 생축을 구입하여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직접 상장하는 비중이 11.9%, 육가공업체에 판매하는 비중이

6.0%, 정육점에 판매하는 비중이 32.1%이다(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2006).

한편, 산지상인 면담 조사 결과, 축산물 산지유통에 중요한 축을 담당했

던 산지상인(수집반출상)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축시장, 도매시장, 공판장 경매를 통한 가격정보가 개별농가에게 잘

전달되기 때문에 산지상인을 이용할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수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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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

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 관리한다.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29>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시장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류시설, 소독시설, 체중계, 사

무실 등 가축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하려면 해당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

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출상은 한우의 경우 2∼3등급과 같은 낮은 등급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최근 중개 비중은 점차 줄고 농가로부터 구매를 한 후 부분육가공업체에 판

매(납품)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농가로부터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은 같은

날 또는 최근 도매시장, 공판장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축시장과 관련된 법률은 축산법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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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집반출상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근거는 없다. 그러나 2010년 말,

2011년 초반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자 정부는 방역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축산법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등록대상은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

받아 제3자에게 알선 판매 양도하는 자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방역요령,

동물복지 등 의무교육 16시간을 이수한 후, 의무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은 가축운반시 등록차량 이용, 가축거래시 등록증 제시, 농장출입시 소독,

가축 거래내역 기록 관리 등이다. 미등록자의 가축거래 영업, 장부 기록의

무 해태,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벌칙 등의

제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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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축작업장

1.1. 도축현황

2010년 기준으로 소를 도축하는 작업장 수는 78곳이다. 이 중에서 농협

이 운영하는 공판장이 7곳, 도매시장이 5곳,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rocessing Center, LPC)이 8곳, 일반 도축장이 59곳이다.8 이들 도축작업

장에서 총 752,124두의 소가 도축되었으며 등급판정두수는 750,673두이다.

일반 도축장에서의 소 도축 비율은 35.7%(268,484두)이며, 공판장에서

41.1%(308,871두), 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14.8%(111,630두), 도축장이 병

설된 도매시장에서 8.4%(63,139두)가 도축되었다.

한우 등급판정두수 기준으로 도축작업장 유형별 비중을 보면 일반 도축

장에서 35.7%(215,146두), 공판장에서 42.0%(252,996두), 축산물종합처리

장에서 17.2%(103,397두), 도축장이 병설된 도매시장에서 5.1%(30,477두)

가 도축되었다.

8 소를 도축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주)강원엘피씨, (주)박달재엘피씨, (주)팜스

토리한냉중부공장, (주)홍주미트, 축림, (주)민속엘피씨, (주)영남엘피씨, 도드람

엘피씨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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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 소 도축두수 비중(%) 한우 등급판정두수 비중(%)

공판장 7 308,871 41 252,996 42

도매시장 5 63,139 8 30,477 5

축산물종합처리장 8 111,630 15 103,397 17

일반 도축장 58 268,484 36 215,146 36

합계 78 752,124 100 602,016 100

표 4-1. 2010년 도축작업장 유형별 소(한우) 도축 비중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도축작업장에서의 거래 형태는 경매, 임도축, 일반구매(매취), 직영농장

또는 계약농가 등 계열화를 통한 구매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매는 농가, 산지수집상, 생산자조직 등이 경매를 실시하는 도축작업장에

상장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임도축은 도축작업장이 소 및

돼지에 대한 소유 없이 생축을 도축해주고 도축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 일반구매(매취)는 도축작업장이 농가와 생산 및 유통계약 없

이 생축을 직접 구입하여 도축 후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직영농장, 계

약농가 등 계열화를 통한 구매는 도축작업장이 소유한 자체농장으로부터

가축을 확보하거나 또는 생산 및 유통계약을 통해 계열농가로부터 가축을

확보 및 구매하여 도축 후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먼저 경매는 공판장 7곳, 도매시장 4곳, 축산물종합처리장 2곳에서 이루

어진다. 2010년 한우의 경락두수는 234,358두로 총 한우등급판정두수

(602,016두)의 38.9%에 해당된다. 등급판정두수 대비 경락두수 비중은 공

판장이 80%, 도매시장이 52%, 축산물종합처리장이 46%로, 경매가 이루어

지는 비중은 공판장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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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축작업장 등판두수 경락두수 경매비중(%)

공판장

농협서울공판장 82,066 82,064 100

농협부천공판장 41,267 27,763 67

농협나주공판장 23,604 6,379 27

농협고령공판장 30,013 21,207 71

농협김해공판장 41,884 40,621 97

농협부경공판장 31,149 23,639 76

농협제주공판장 3,013 222 7

합계 252,996 201,895 80

도매시장

동원산업 634 634 100

신흥산업 5,584 5,014 90

삼성식품 3,144 910 29

삼호축산 9,050 - -

협신식품 12,065 9,150 76

합계 30,477 15,708 52

축산물종
합처리장

도드람 22,857 11,022 48

축림 13,265 5,733 43

합계 36,122 16,755 46

전체　 319,595 234,358 73

표 4-2. 2010년 한우 경락두수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10년 기준으로 돼지를 도축하는 작업장은 85곳이다. 이 중에서 농협

이 운영하는 공판장이 8곳, 도매시장이 6곳,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rocessing Center, LPC)이 9곳, 일반 도축장이 63곳이다.9 이들 도축작업

장에서 총 14,636,533두의 돼지가 도축되었다.

일반 도축장에서의 돼지 도축 비율은 52.3%이며, 공판장에서 15.8%, 축산

물종합처리장에서 24.7%, 도축장이 병설된 도매시장에서 7.2%가 도축되었다.

경매는 공판장 7곳, 도매시장 5곳, 축산물종합처리장 2곳에서 이루어졌다.

9 돼지를 도축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주)강원엘피씨, (주)박달재엘피씨, (주)팔

스토리한냉중부공장, (주)홍주미트, 축림, 농협목우촌김제돈육공장, (주)민속엘

피씨, (주)영남엘피씨, 도드람엘피씨공사 9곳이다. 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에는

음성공판장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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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업장 판정두수 경락두수 경매비중

공판장

농협서울공판장 156,654 156,654 100.0

농협부천공판장 229,232 143,472 62.6

농협나주공판장 158,128 74,176 46.9

농협고령공판장 201,860 96,731 47.9

농협김해공판장 386,795 174,177 45.0

농협부경공판장 455,300 206,333 45.3

농협제주공판장 721,168 253,098 35.1

합계 2,309,137 1,104,641 47.8

도매시장

동원산업 10,509 9,402 89.5

신흥산업 250,180 140,038 56.0

삼성식품 295,391 125,234 42.4

삼호축산 175,676 36,493 20.8

협신식품 319,819 199,280 62.3

합계 1,051,575 510,447 48.5

축산물
종합처리장

도드람 491,658 85,077 17.3

축림 443,449 8,439 1.9

합계 935,107 93,516 10.0

전체합계 4,295,819 1,708,604 39.8

구 분 개소 돼지도축두수 비중(%) 돼지등급판정두수 비중(%)

공판장 8 2,309,649 15.8 2,309,160 15.8

도매시장 5 1,057,234 7.2 1,051,575 7.2

축산물종합처리장 9 3,613,746 24.7 3,607,677 24.7

일반 도축장 63 7,655,904 52.3 7,620,651 52.2

합계 85 14,636,533 100.0 14,589,063 100.0

표 4-3. 2010년 도축작업장 유형별 돼지 도축 비중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10년 돼지 경락두수는 1,708,604두수로 총 돼지 등급판정두수

(14,589,063두)의 11.7%에 해당된다. 판정두수 대비 경락두수 비중은 공판

장이 47.8%, 도매시장이 48.5%, 축산물종합처리장이 10.0%로, 경매가 이

루어지는 도축작업장도 경매의 비중이 절반 이하이다.

표 4-4. 2010년 돼지 경락두수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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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휴업 등 계

도축장 수 12 19 53 15 99

가동률(%)
소 56 37 23 4 32

돼지 66 66 44 19 54

도축두수 비율(%)
소 47.2 21.2 30.1 1.5 100.0

돼지 33.8 36.2 28.6 1.4 100.0

주 : 규모 구분은 대규모 1일 도축두수 2천두 이상, 중규모 1천두 이상, 소규모 1천두

미만(소·돼지를 함께 도축하는 경우 소 1두를 돼지 10두로 환산)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0).

도축장 가동률은 2010년 기준으로 소 32%, 돼지 54%에 불과하다. 2만

두 이상의 도축규모를 가진 대규모 도축장 12곳에서 소 47.2%를, 돼지

33.8%를 도축하며, 가동률은 소 56%, 돼지 66%로 소규모 도축장(소 23%,

돼지 44%)에 비해 가동률이 높다. 따라서 도축장 규모화를 통한 가동률 향

상으로 경영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표 4-5. 2010년 도축장 운영현황

연도별로 보면, 소의 경우 경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돼

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우의 경우 가격 형성의 공개

성 및 편리한 대금 정산 때문에 경매 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돼지의 경우

축산물 브랜드 사업 및 민간업체의 계열화가 확대되면서 경매의 비중이 줄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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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한우와 돼지의 경매 비중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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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1.2. 도축작업장 유통실태

도축작업장으로 반입되는 생축의 유통경로는 출하주체에 따라서 크게 3

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 1경로는 농가가 직접 출하하는 방식이다. 2경로는

농가가 산지조합의 수탁사업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방식이다. 3경로는 수

집반출상이 생축을 구매 중개하여 도축작업장에 출하하는 방식이다.

도축작업장에서의 거래 방식은 앞서 설명한대로 경매, 임도축, 일반구매,

직영농장 계열농장 등 계열화를 통한 구매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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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도축작업장에서의 거래 방식의 특징

구 분
도축작업장의 축산물

소유 여부
수입 획득 방식

경매 소유하지 않음
위탁수수료, 도축비,

중개수수료

임도축 소유하지 않음 도축비

일반구매 소유함 매매차익

직영농장, 계약농가 등
계열화를 통한 구매

소유함 매매차익

반입경로별 비중을 보면 한우는 산지조합을 통한 경로가 39.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집반출상, 농가 순이다. 거래방법별 비중은 임도

축이 58.9%로 가장 많으며, 경매가 33.6%이다. 일반구매와 계열구매는 그

비중이 매우 낮다.

표 4-7. 도축작업장 반입경로별, 거래방식별 비중(한우, 2010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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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는 농가가 41.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집반출상, 산지조

합 순이다. 거래방법별 비중은 임도축이 68.3%로 가장 많으며, 경매가

10.4%이다. 일반구매와 계열구매는 각각 6.7%와 14.6%로 한우보다 그 비

중이 매우 높아 돼지의 경우 도축작업장 또는 도축작업장을 소유한 업체에

의한 계열화가 진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축작업장의 일반구매 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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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도축 일반구매 계열구매 합계

부분육가공업체 3.9 22.8 0.0 0.0 26.7

자체부분육가공 1.3 1.5 3.7 3.4 9.9

중간유통업체 16.3 5.1 0.1 0.0 21.4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0.1 0.3 0.0 0.1 0.5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0.1 1.3 0.0 0.0 1.4

직영판매점(직영식당) 0.0 0.7 0.0 0.1 0.8

일반정육점(정육식당) 8.3 27.0 0.0 0.2 35.5

기타 3.8 0.0 0.0 0.0 3.8

열구매 시 가격은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률, 생체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거나 구매처와 사전에 협상하여 결정한다.

표 4-8. 도축작업장의 반입경로별, 거래방식별 비중(돼지, 2010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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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작업장에서 도축되어 반출되는 지육의 주요 유통경로 비중은 다음

과 같다. 한우의 경우 일반정육점(정육식당)의 비중이 35.5%로 가장 높으

며, 부분육가공업체 26.7%, 중간 유통업체 21.4% 순이다.

표 4-9. 도축작업장 지육의 유통경로(한우, 2010년)

단위: %

돼지의 경우 부분육가공업체의 비중이 42.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

로는 일반정육점(정육식당) 23.0%, 자체 부분육가공 19.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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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도축 일반구매 계열구매 합계

부분육가공업체 0.5 40.1 0.9 0.5 42.1

자체부분육가공 0.8 3.4 4.5 11.2 19.9

중간유통업체 3.7 4.4 0.6 2.4 11.2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0.0 0.9 0.0 0.1 1.0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0.6 1.8 0.0 0.0 2.4

직영판매점(직영식당) 0.0 0.3 0.0 0.1 0.4

일반정육점(정육식당) 4.9 17.4 0.5 0.2 23.0

기타 0.0 0.0 0.0 0.0 0.0

표 4-10. 도축작업장 지육의 유통경로(돼지, 2010년)

단위: %

조사 응답 58개 도축작업장 중 70.7%인 41개 도축작업장이 도축작업장

내에서 부분육으로 가공되는 물량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58개 도축작업장

의 2010년 한우 도축두수는 443,850두이고 도축작업장 내에서 부분육으로

가공되는 물량은 73,982두이므로, 도축작업장 내에서 부분육으로 가공되는

물량 비중은 16.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돼지 도축두수는

11,488,065두이고 도축작업장 내에서 부분육으로 가공되는 물량은

3,210,030두이므로, 도축작업장 내에서 부분육으로 가공되는 물량 비중은

27.9%로 낮은 편이지만, 한우보다는 높다.

한우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20개 도축작업장의 부분육가공시설 평균 처

리능력은 44두/일이다.10 이들 도축작업장의 일일 도축처리능력 합계는

2,798두인데, 부분육가공장의 일일 가공능력 합계는 522두로 일일 도축처

리능력 대비 일일 부분육가공능력 비중은 18.7%에 불과하다. 한편 조사에

응답한 부분육가공시설 12곳의 가동률은 25.9%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10 한우의 경우 부분육가공시설 및 도축작업장의 일일처리능력 및 가동률은 20개

도축작업장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4개 도축작업장이 한우 부분육가

공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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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23개 도축작업장의 부분육가공시설 평균 처

리능력은 518두/일이다.11 이들 도축작업장의 일일 도축처리능력 합계는

35,156두인데, 부분육가공 가공장의 일일 가공능력 합계는 7,400두로 일일

도축처리능력 대비 일일 부분육처리능력 비중은 21.0%에 불과하다. 한편

조사에 응답한 부분육가공시설 16곳의 가동률은 61.1%로 한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우와 돼지의 도축 및 부분육가공비용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우

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도축작업장 12곳의 도축마리당 비용 평균은 약

123,366원/두이며, 최소 도축마리당 비용은 44,604원/두, 최대 도축마리당

비용은 200,000원/두이다. 조사에 응답한 도축작업장 5곳의 한우 부분육가

공비용은 평균 129,711원/두이며, 최소 가공비용은 93,125원/두, 최대 가공

비용은 200,000원/두이다.

돼지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도축작업장 11곳의 도축마리당 비용은 약

16,098원/두이며, 최소 도축마리당 비용은 10,405원/두이며, 최대 도축마리

당 비용은 30,000원/두이다. 조사에 응답한 도축작업장 10곳의 돼지 마리

당 부분육가공비용은 평균 22,858원/두이며, 최소 가공비용은 13,000원/두,

최대 가공비용은 30,000원/두이다.

조사 도축작업장이 많지 않지만 도축마리당 비용과 도축도수 및 도축장

가동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축두수가 클수록 도축마리당 비용이 감소

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도축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도축마

리당 비용을 감소시켜 도축장의 경영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는 결국 도축

단계에서의 유통비용을 감소시켜 축산물 유통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1 돼지의 경우 부분육가공시설 및 도축작업장의 일일처리능력 및 가동률은 23개

도축작업장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7개 도축작업장이 돼지 부분육가

공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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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도축두당 비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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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부분육가공 시 유통마진을 알아보기 위해 자체 부분육가공(임가공

포함) 후 판매할 때 마리당 구매가격을 100원이라고 가정하고 판매가격을

물어본 결과, 도축작업장 5곳이 응답하였다. 최소값은 102이며 최대값은

130으로 평균 115원이라고 답하여, 약 15%의 유통마진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1.3. 도축작업장의 유통개선 방향

1.3.1. 도축작업장의 유통변화 방향과 과제

한우의 경우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거래 형태를 묻는 설문에 응답한 도축장 중 10.7%(6곳)

가 경매를, 32.1%(18곳)가 임도축을, 14.3%(8곳)가 일반구매를, 42.9%(24

곳)가 계열화를 통한 구매라고 답하였다. 돼지의 경우 12.5%(7곳)가 경매

를, 16.1%(9곳)가 임도축을, 16.1%(9곳)가 일반구매를, 55.4%(31곳)가 계

열화를 통한 구매라고 응답하였다.

경매를 실시하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은 모두 경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답하였다. 응답 도축작업장들의 계열구매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

우는 43%, 돼지는 55%의 도축작업장들이 계열화를 통한 구매 확대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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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유통개선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계열구매의 활성화를 위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2.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가장 확대해야 할 거래 형태

경매 임도축 일반구매 계열구매 합계

한우
응답자수 6 18 8 24 56

비중(%) 10.7 32.1 14.3 42.9 100.0

돼지
응답자수 7 9 9 31 56

비중(%) 12.5 16.1 16.1 55.4 100.0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반입 경로에 대해서 한우는 응답자 중 72.0%가, 돼지는 74.1%가 농가

라고 응답하였다. 산지조합은 한우의 경우 10.0%, 돼지의 경우 9.3%이며,

수집반출상은 한우는 6.0%, 돼지는 7.4%이다. 따라서 도축작업장은 농가

와의 직접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가 유통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다.

표 4-13.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가장 확대해야 할 반입 경로

농가 산지조합 수집반출상 기타 합계

한우
응답자수 36 5 3 6 50

비중(%) 72.0 10.0 6.0 12.0 100.0

돼지
응답자수 40 5 4 5 54

비중(%) 74.1 9.3 7.4 9.3 100.0

조사에 응답한 도축작업장은 임도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집반출상

등과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수집반출상의 사업자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

고 제시하였다. 또한 계열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축장 경영안정화 및

자본축적으로 출하농가와의 신뢰도형성, 판매 유통업체 확보, 전자거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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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한우 돼지

응답자수 응답률(%) 응답자수 응답률(%)

부분육가공시설 확충 27 65.9 26 60.5

부분육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단가 절감
18 43.9 11 25.6

비선호 부위의 수요 확대 7 17.1 18 41.9

부분육 경매 6 14.6 3 7.0

부분육 물류 시스템 확충 5 12.2 4 9.3

부분육 판매를 위한 마케팅 강화 2 4.9 5 11.6

직영식당, 직영판매점 등

자체 소매망 확충
15 36.6 19 44.2

기타 0 0.0 0 0.0

전체 응답자 수 41 43

제)시스템 구축, 직영 및 계열농장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특히 구매 자금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업체가 많았다.

경매 확대를 위해서는 부분육 지육, 소 돼지 닭 등을 취급하는 서울시내

에 도축시설을 제외한 대규모 상장경매장 설치, 도축, 가공, 유통 기능을

갖춘 축산물종합물류센터, 도매시장 자금지원, 출하 전 산지농협을 통한

예약제에 의한 예약출하제도 및 계약물량 임의취소에 따른 제제 방법 강구

등이 필요다고 제시하였다.

향후 임가공을 포함한 자체 부분육가공을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

에 대해서 도축작업장 46곳 중 34곳이 있다고 대답하여 상당수의 도축작

업장들이 임가공을 포함한 자체 부분육가공을 확대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자체 부분육가공 확대를 위해서는 부분육가공시설 확충, 부

분육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단가절감, 비선호 부위의 수요확대, 직영식당,

직영판매점 등 자체 소매망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4. 자체 부분육가공(임가공 포함) 확대를 위한 필요 사항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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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응답자수 응답률(%)

낮은 도축수수료로 인한 수입 증대의 한계 37 64.9

도축두수의 확보의 어려움 11 19.3

도축시설의 과다로 인한 지나친 경쟁 28 49.1

은행 등 차입금 이지비용이 과다 5 8.8

정부의 지나친 각종 규제와 지원 미흡 16 28.1

위생조건의 강화 3 5.3

인건비 제세공과금 시설운영비 등 경영비용의 증가 19 33.3

기타 2 3.5

전체 응답자 수 57

도축작업장의 경영 악화 요인으로는 낮은 도축수수료로 인한 수입 증대

의 한계를 가장 먼저 꼽았고, 그 외에 도축시설의 과다로 인한 지나친 경

쟁, 인건비 제세공과금 시설운영비 등 경영비용의 증가 등이 있었다.

표 4-15. 도축작업장의 경영 악화 요인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따라서 도축작업장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도축작업장 수를 유지한다는 조건하에서는 도축수수료를 높여 도

축단위당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는 유통비용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축산물 유통 전반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축작업장들도 도축두수의 확보의 어려움과 도축시설의 과다로 인한

지나친 경쟁을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도축작업장을 위주로 구조조정을 하여 도축작업장의 도축두수를 확

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도축장의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된다.

조사에 응답한 도축작업장 55곳 중 29곳이 도축장 구조조정에 참여(합

병, 매각 등)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6곳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

여 도축장 구조조정이 쉽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도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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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응답자수
응답률
(%)

항목별 구조조정
참여 의향 여부
도축작업장 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폐업 시 구조조정자금이 너무 적음 25 48.1 13 12

폐업후건물과토지의 용도변경이 어려움 15 28.8 6 9

지역민원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1 1.9 1 0

폐업 후 사업전환이 어려움 6 11.5 2 4

주변 도축장과 통·폐합이 지지부진함 10 19.2 7 3

기타(부채과다) 1 1.9 1 0

전체 응답자 수 52

업장들이 도축장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도축작업장이 처한 상황

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폐업 시 구조조정자금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저해 요인

이었으며, 그 외에 폐업 후 건물과 토지 용도변경의 어려움, 주변 도축장과

의 통폐합의 지지부진이 지적되었다. 불충분한 구조조정자금을 저해 요인

으로 지적한 도축작업장 25곳 중에서 구조조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도축작업장 수는 절반이 약간 넘는 13곳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자금이

보다 확대된다면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업 후 건

물과 토지 용도변경의 어려움을 지적한 도축작업장 15곳 중 60%에 해당하

는 9곳은 구조조정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혀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없

이는 도축작업장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표 4-16. 도축작업장 구조조정의 저해 요인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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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한우 돼지

응답률 순위 응답률 순위

계열화 확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22.0 5 19.2 5

계열화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48.0 3 50.0 2

직거래 확대 48.0 2 40.4 3

축산물 이력제 6.0 9 5.8 10

산지조직화(규모화) 22.0 5 11.5 8

선물시장 활성화 4.0 11 17.3 7

도축장 구조조정(시설 확충 및 현대화) 76.0 1 71.2 1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12.0 7 19.2 5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0.0 13 0.0 13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6.0 9 9.6 9

모돈 전문농장 육성 - - 1.9 12

송아지 생산 안정제 4.0 11 - -

부분육 유통 활성화 24.0 4 26.9 4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12.0 7 3.8 11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0.0 13 0.0 13

기타 0.0 13 0.0 13

1.3.2. 도축작업장의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과제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 순위를 조사한 결과 도축작업장들은

도축장 구조조정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민간

계열화 활성화, 직거래 확대, 부분육 유통 활성화,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

화 순이다. 이 밖에 산지조직화(규모화), 가격 결정 체계 개선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

표 4-17.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의 우선 순위(도축작업장)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도축작업장은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필요한 도매시장, 공판장, 도축장,

축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한 정책 및 법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① 높

아지는 위생 관리 요구에 따른 위생 관리 시스템 초기정착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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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② 검사수수료의 폐지 및 각종 자조금 예탁 폐지 검토, ③ 전기요금

의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전환, ④ 부분육 유통 확대를 위한 도축장 내

육가공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⑤ 생산(축산농가) 도축 가공 판매 등이 연

계하여 이루어지는 계열화 체제 활성화로 안정적인 공급 및 가격 형성, ⑥

LPC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상 필요한 경우 소규모 도축장도 집중 육성 등

을 제시하였다.

한편, 정부는 도축장 구조조정을 통해 거점 도축장을 육성하고 축산계열

화법 입법을 통해 우수계열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도축작

업장은 경영효율화 및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2. 육가공업체

2.1. 현황

통상적으로 말하는 육가공업체란 허가증상 영업 종류는 식육포장처리

업,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업태는 도매, 제조업 종목은 축산물판매 및 축

산물가공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는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21. 가금

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46312.

육류도매업, 46321. 육류가공식품도매업, 47212. 육류소매업 등에 해당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축된 육지동물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

및 포장하는 것을 주된 산업 활동으로 하는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

업’에 해당되는 업체 수는 다음 표와 같다. 2009년 기준 전국에 855개 업

체가 있으며 경기도에 전체의 약 29.4%에 해당하는 251개 업체가 집중되

어 있다. 다음으로 서울에 11.9%인 102개 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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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별 2007 2008 2009

전 국 913 826 855

서 울 133 104 102

부 산 35 31 31

대 구 28 35 34

인 천 42 39 48

광 주 24 24 22

대 전 30 31 30

울 산 8 7 8

경 기 277 241 251

강 원 25 23 27

충 북 50 50 48

충 남 39 34 42

전 북 39 39 42

전 남 24 22 18

경 북 43 39 45

경 남 90 80 76

제 주 26 27 31

표 4-18.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사업체 수

주: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129)은 가금 및 조류를 제외

한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의 고기를 냉동 건조 훈연 염장 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

공 또는 저장처리하여 고기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통계청. 2008.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 통계청.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입한 도축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판매하는 주

된 산업 활동으로 하는 육류 도매업에 해당하는 업체 수는 다음 표와 같다.12

1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류 도매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육류 도매업(한국표

준산업분류코드 46312)은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 냉장 냉동한 도축고

기를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우육 및 돈육 도매, 가금육 도매, 조류

고기 도매, 냉장육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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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육류 도매업 6,497 6,843 6,888

사업

체수
매출액

영업

비용

매출

원가

판매비
와

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기타

경비

매장

면적

매출액규모별 (개)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총계 6,888 1,445 1,392 1,248 144 58 8 77 119

20백만원 미만 29 12 18 8 10 7 1 2 65

20～50 백만원 844 41 30 19 11 3 5 3 36

50～100
백만원

523 77 56 41 15 2 6 7 49

100～500
백만원

1,703 241 205 162 44 17 5 21 61

500～1000
백만원

1,122 736 686 603 83 29 7 48 81

1,000～5,000백
만원 미만

2,301 2,118 2,013 1,816 197 85 9 104 149

5,000～10,000
백만원 미만

243 6,760 6,538 5,985 553 250 15 287 220

10,000～20,000
백만원 미만

107 14,251 14,700 13,189 1,511 562 70 878 1,499

20,000～30,000
백만원 미만

8 23,079 22,623 20,257 2,366 1,048 40 1,277 99

30,000백만원
이상

8 52,273 54,469 50,123 4,346 1,588 112 2,646 1,148

표 4-19. 육류 도매업 사업체 수

단위: 개소

자료: 통계청.

육류 도매업체의 2009년 총 매출액은 9조 9562억 원이며 업체 당 매출

액은 14억 4천 5백만 원이다.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억∼50억 원 사

이의 중규모 업체가 2,301개로 가장 많다.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은 11억 5

천 7백만 원으로 약 15.7%의 유통마진이 있다.

표 4-20. 육류 도매업체 사업체 수 및 업체당 매출액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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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통경로 비중(%)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
(응답률,%)

한우 돼지

한우 돼지소비지부분육
가공업체

소비지부분육
가공업체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산지조합 및 생산자 단체
위탁 및 직매

3.1 6.8 48.3 35.3 60.0

중간 상인
(중도매인, 산지수집상)

위탁 및 직매
93.8 93.2 0.3 41.2 15.0

직접 경매 참여 - - - 29.4 10.0

농가 3.1 - 51.3 23.5 10.0

합계 100.0 100.0 100.0 - -

2.2. 육가공업체 유통실태

육가공업체 유통실태 분석을 위해서 한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비지

부분육가공업체 20곳, 돼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비지 부분육가공업체

20곳, 계열화된 돼지 부분육가공업체 5곳을 조사하였다.

표 4-21. 육가공업체 구매 유통경로

주: 1.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는 농가와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를 의미함.

2.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조사결과, 소비지 부분육가공업체는 거의 대부분 중도매인 또는 산지수

집상을 통해 원료육인 생축 또는 지육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은 한우 93.8%, 돼지 93.2%이다. 계열화된 부분육가공업체는 전량 산

지조합 또는 농가와의 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 또는 구매한다.

육가공업체의 가공육 판매 경로는 다음 표와 같다. 한우의 경우 일반정

육점 및 정육식당으로 판매하는 비중이 45.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음식점으로 19.3%이다. 돼지는 소비지 부분육가공업체와 계열화된 육가공

업체의 판매처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난다. 소비지 부분육가공업체는 일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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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우 돼지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합계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16.4 0.0 44.9 37.2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13.5 15.3 3.9 5.8

일반정육점(정육식당) 45.1 38.5 9.5 14.5

음식점 19.3 39.5 6.2 11.9

단체급식처 4.3 2.0 2.7 2.5

2차 육가공업체 0.8 0.0 14.6 12.1

직영판매점(직영식당) 0.0 0.4 8.5 7.1

기타(소매, 대리점 등) 0.6 4.4 9.7 8.8

합계 100.0 100.0 100.0 100.0

육점 및 정육식당과 음식점으로의 판매가 각각 38.5%와 39.5%로 대부분

을 차지한다. 반면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는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이 44.9%

로 가장 높으며 일반정육점 및 정육식당과 음식점으로의 판매 비중이

9.5%와 6.2%로 낮은 편이다. 대형 소비처인 대형할인점은 안정적으로 물

량을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열화된 육가공업체와 거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22. 육가공업체의 판매처 비중

단위: %

조사결과, 부분육가공업체의 평균 마진율은 한우의 경우 구입가격의

6%, 돼지의 경우 구입가격은 9.4%이다. 돼지의 경우 소비지 부분육가공업

체와 계열화된 부분육가공업체 간에 차이가 있다. 계열화된 육가공업체가

소비지 부분육가공업체보다 구매가격은 더 낮으며 마진율은 높다. 그러나

낮은 구매가격이 높은 마진율을 상쇄하기 때문에 판매가격 역시 계열화된

부분육가공업체가 더 낮다. 따라서 육가공업체의 산지와의 계열화를 통한

생축 또는 지육의 직접 또는 위탁 구매가 부분육가공업체가 중간상인을 통



도축가공단계70

한우 지육
1+등급

돼지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전체

구입가격 평균(천원) 6,748 641 500 612

중량 평균(kg) 446 88 92 89

판매가격 평균(천원) 7,153 687 582 670

임가공료(천원/마리) 197 22.5 24.5 23.0

마진율(%) 6.0 7.2 16.5 9.4

항 목 한우(응답률, %) 돼지(응답률, %)

구매가격에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붙여 판매함
30.0 20.0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75.0 84.0

판매처와 가격 및 공급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가격에 판매
5.0 4.0

기타 0.0 4.0

한 생축 또는 지육의 구매보다 소비지에서의 축산물 가격 하락에 더 유리

함을 알 수 있다.

표 4-23. 부분육가공업체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

조사결과 부분육 판매가격은 주로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

되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주로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및 공

판장의 지육 경락가격이 부분육 판매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의 경락가격의 안정이 소비지 단

계에서의 부분육가격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24. 부분육 판매가격 결정 방식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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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한우(응답률, %) 돼지(응답률, %)

식육 관련 정보지 5.0 0.0

다른 업체 가격 40.0 44.0

관련 기관 홈페이지 고시 가격 0.0 8.0

경락가격 65.0 72.0

기타 0.0 0.0

표 4-25. 부분육가격 결정 시 참고 정보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2.3. 육가공업체의 유통개선과제

2.3.1. 육가공업체의 유통변화 방향과 과제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구매경로는 다음과 같다. ‘산지조합 및 생산자 단체 위탁 및 직매’를 한

우는 전체 응답자 중 35.3%, 돼지는 전체 응답자 중 73.3%가 선택하였다.

‘중간상인 위탁 및 직매’는 한우의 경우 41.2%, 돼지의 경우 20.0%가 선택

하였다. ‘농가로부터의 구입’은 한우의 경우 41.2%, 돼지의 경우 13.3%가

선택하였다.

육가공업체들은 중간상인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절감하고,

원료육의 균일한 품질 유지 및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서 산지조합 및 생

산자 단체, 농가와의 직접 거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구매경로는 다음과 같다. 한우의 경우 확대해야 할 판매 유통경로는 대

량으로 물량을 취급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및 슈퍼마켓의 비중이 높았다.

돼지의 경우 소비지 부분육가공업체는 현재 판매비중이 높은 일반정육점

및 음식점의 비중이 높았고 그 외에 많은 물량을 취급해 줄 수 있는 슈퍼



도축가공단계72

한우 돼지

소비지부분육
가공업체
(응답률,%)

소비지부분육
가공업체
(응답률,%)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응답률,%)

합계
(응답률,%)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52.6 5.0 60.0 16.0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78.9 20.0 20.0 20.0

일반정육점(정육식당) 52.6 75.0 40.0 68.0

음식점 47.4 45.0 0.0 36.0

단체급식처 5.3 20.0 20.0 20.0

2차 육가공업체 5.3 10.0 40.0 16.0

직영판매점(직영식당) 10.5 20.0 80.0 32.0

기타(소매, 대리점 등) 0.0 0.0 0.0 0.0

마켓, 단체급식처의 비중도 높았다. 계열화된 육가공업체의 경우 물량을

안정적으로 판매해줄 수 있는 직영판매점(직영식당)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

며, 현재 판매 비중이 높은 대형할인점의 비중 또한 높았다.

정리하자면 소비지 육가공업체는 현재의 주요 판매처인 일반음식점과

음식점을 안정적으로 확보 확대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및 단체급식처로의 판매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는 직영판매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물량

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유통효율화를 위해 확대가 필요한 판매 경로 비중(육가공업체)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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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한우 돼지

응답률 순위 응답률 순위

계열화 확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5.3 11 13.6 8

계열화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0.0 13 0.0 13

직거래 확대 52.6 2 54.5 1

축산물 이력제 21.1 3 9.1 10

산지조직화(규모화) 10.5 8 13.6 8

선물시장 활성화 5.3 11 4.5 11

도축장 구조조정(시설 확충 및 현대화) 10.5 8 27.3 5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21.1 3 31.8 4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10.5 8 4.5 11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21.1 3 18.2 7

모돈 전문농장 육성 22.7 6

송아지 생산 안정제 21.1 3

부분육 유통 활성화 57.9 1 54.5 1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21.1 3 45.5 3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0.0 13 0.0 13

기타 0.0 13 0.0 13

2.3.1. 육가공업체의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육가공업체의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한우와 돼지 모두 부분육 유통 활성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그 다

음으로 한우의 경우 직거래 확대, 축산물 이력제, 가격 결정 체계 개선, 부

정육 판매 단속 강화, 송아지 생산 안정제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돼

지의 경우 부분육 유통 활성화와 더불어 직거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가격 결정 체계 개선, 도

축장 구조조정(시설 확충 및 현대화) 순이었다.

표 4-27.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의 우선 순위(육가공업체)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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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육가공업체가 추가로 제시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육가공업체들은 중간상인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절

감하고, 원료육의 균일한 품질 유지 및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서 산지

조합 및 생산자단체, 농가와의 직접거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육가공업체는 원료육인 생축 및 지육가격의 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

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조사결과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의 경락가격의

안정이 소비지 단계에서의 부분육가격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육가공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및 소매단계에서의 가격 안

정화를 위해서는 지육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육가공업체는 유통과정상에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운송비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각 업체 및 개인 단위에서 수수료 및 운송비 절감은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유통시스템 전반에서의 유통주체의 규모화를 통해 수수

료, 운송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원료육의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육질 등급에 따른 지육가격 정산 방식 및

소매단계에서의 육질 등급 표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원료육의 품질 저하는 소매단계에서 소비자의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

락의 주된 요인이다. 생산단계에서부터 고품질 원료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는 이를 위한 유인 제공이 필요하므로 육질 등급에 따른 지육가격 정산방

식과 소매단계에서의 육질 등급 표시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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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소비자단계의 유통주체인 대형마트, 정육점, 소비자 등의

유통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대형마트, 슈

퍼마켓, 백화점, 정육점, 음식점 등 다양한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된다.

1. 대형마트 및 SSM

1.1. 대형할인점 및 SSM의 현황 및 유통실태

흔히 일컫는 대형할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제1항-별표1)

상의 대형마트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

공 장소(근린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일반 업무시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 가전 및 생활

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

한다.13

SSM(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상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뜻한다. 연

면적 990~3,300㎡(300~1,000평) 규모로 대형마트에 비해 출점이 용이하고

1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별표1



소매단계76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20,058 20,600 20,238 22,157 22,965 27,462 35,152 42,063

점포수 235 247 255 272 317 377 494 682

구
분

이마트

롯데
마트

롯데
슈퍼

홈플러스
GS
슈퍼
마켓

농협
(2010년 기준)

마트
에브리
데이

마트
익스
프레스

종합유통
센터,

(농협유통직
영하나로클럽)

하나로
마트

국내 136 19 92 161 124 248 224 13(6) 2,070

국외 27 112 - -

가공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 달리 채소, 생선 등 농축산물도 판매한

다.14

표 5-1. 기업형 슈퍼마켓 연도별 매출액 및 점포수

단위: 억원, 개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2010).

슈퍼마켓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단일경

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체인화 편의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산업 활동은 제외한다.

주요 대형마트는 이마트(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마트) 등이 있으며,

주요 슈퍼마켓체인으로는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

레스), GS슈퍼마켓 등이 있다.

표 5-2. 주요 대형할인점 및 슈퍼마켓체인의 매장 수

자료: 각 사 홈페이지(2011.9.29일 기준), 농협중앙회(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

14 네이버 지식사전(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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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우 돼지

A업체 B업체 C업체 A업체 B업체 C업체

지육 구매 비중 30 95 100 10 0 0

부분육 구매 비중 70 5 90 100 100

지육
구매경로

육가공업체
(위탁 구매)

- 75 - - - -

경매(중도매인) - 10 60 - - -

산지조합 100 15 40 - - -

농가
(직접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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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할인점 및 SSM의 한우 구매 경로는 업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

고 있다. B업체와 C업체는 대부분 또는 전량을 지육 상태에서 구매하나,

A업체는 30%를 지육 상태에서 구매하고 70%는 부분육 상태에서 구매한

다. 그러나 돼지의 경우는 거의 또는 전량을 육가공업체로부터 부분육 상태

에서 구매한 후 자체 물류센터를 통해 매장에 공급한다.

표 5-3. 대형할인점 및 SSM의 유통경로 비중(2010년 기준)

단위: %

주: 2011년 7∼8월 대형할인점 조사 결과

B업체는 한우의 경우 전체 판매물량의 95%를 생체 또는 지육 상태에서

구매하며, 5%를 부분육 상태에서 구매한다. 산지조합, 육가공업체 등 협력

업체로부터 한우를 직접 또는 위탁 구입한다. 산지조합으로부터 지육을 구

입하는 물량이 약 15%이며, 75%는 육가공업체 등 협력업체를 통해 구입

한다.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중도매인으로부터 구입하기도 한다.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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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위탁구매를 하는 이유는 원하는 시기에 물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구입한 한우는 지정 도축 가공장을 거쳐 물류센터 또는 가공

센터로 이동한다. 매장에서는 별도의 발골을 하지 않고 부분육 상태로 유

통된다. 부분육의 약 15%는 산지조합 및 생산자 단체로부터 구입하며

85%는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다. 한우의 연간 판매두수는 2010년 기준

약 2만두이다. 돼지고기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부분육 상태로 구입하며 돼지

연간 판매두수는 약 72만두이다.

C업체는 2010년 기준으로 한우의 경우 전량 지육 상태로 구매하며, 돼

지의 경우 전량 부분육 상태로 구매하여 판매한다. 한우의 경우 40%는 산

지조합 및 영농조합 등 생산자 단체로부터 구매하며, 60%는 직접 중도매

인으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구매한다. 구매한 지육은 전량 육가공업체에

서 임가공을 하여 부분육으로 매장에 유통된다. 매장에서는 발골 없이 단

순세절 및 포장작업만 이루어진다. 돼지의 경우 산지조합 및 영농조합 등

생산자 단체로부터의 구입하는 물량이 약 82%이며, 민간 육가공업체로부

터 구입하는 물량 비중은 약 18%이다.

조사업체 모두 판매가격은 시장상황을 고려하면서 구매가격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 한우의 경우 지육 구매가격 대비 약 17∼22%의 유

통마진이 있으며, 돼지고기 부분육가격 대비 평균적으로 약 13%∼16.5%

의 유통마진이 있다. 유통마진에는 인건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기타경비

등의 구매 및 판매를 위한 각종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통계청

도소매업조사를 통해 대형할인점의 유통마진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

중을 추산하면 약 77%이다. 따라서 한우의 경우 전체 유통마진 17∼22%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을 추산하면 약 13.1∼17.0%이다. 판매가격

은 다른 업체의 가격, 가격이 고시된 홈페이지, 지육 경락가격 등을 참고하

여 결정하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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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응답수(복수응답)

한우 국내산 돼지

구매
경로

육가공업체(위탁 구매) - 1

경매(중도매인) 1 -

산지조합 1 1

농가(계열화를 통한 구매) 2 1

한 우 고 기 국 내 산 돼 지 고 기

판매처 비율(%) 판매처 비율(%)

일반소비자

매장 판매 97.33

일반소비자

매장 판매 97.33

인터넷
판매

2.33
인터넷
판매

2.33

식자재 판매 0.33 식자재 판매 0.33

합 계 100 합 계 100

1.2. 대형할인점 및 SSM의 유통변화 방향과 유통개선과제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에 대해 업체별로 조사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

났다. 업체가 판매하길 원하는 품질의 축산물 확보하고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농가와의 계열화를 통한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5-4. 유통효율화 및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확대해야 할 구매경로

대형할인점 및 SSM의 판매처는 거의 대부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장 내 판매가 거의 대부분이다.

표 5-5. 대형할인점 및 SSM의 판매처 비중

물가안정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한우의 경우 도

축장 구조조정(시설 확충 및 현대화), 축사시설 현대화 및 생산성 증대 등

이며, 돼지의 경우 계열화 확대와 축사시설 현대화 및 생산성 증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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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응답
자수

응답
비율

순위
응답
자수

응답
비율

순위

계열화 확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1 33.3 3 2 66.6 1

계열화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 - - 1 33.3 3

직거래 확대 1 33.3 3 1 33.3 3

축산물 이력제 - - - - - -

산지조직화 - - - - - -

선물시장 활성화 - - - - - -

도축장 구조조정(시설 확충 및 현대화) 3 100.0 1 1 33.3 3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 - - 1 33.3 3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 - - - - -

축사 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2 66.6 2 2 66.6 1

모돈 전문농장 육성 - - - - - -

송아지 생산 안정제 - - - - - -

부분육 유통 활성화 1 33.3 3 - - -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1 33.3 3 1 33.3 3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 - - - - -

조사되었다. 즉, 축사시설 현대화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품질 고급화, 도축

장의 시설확충 및 현대화를 통한 유통단계에서 축산물 품질 유지, 계열화를

통한 안정적 물량 공급 및 유통비용 절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표 5-6. 축산물 유통개선 시 필요한 정책 순위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전체 조사자 수 3명.

대형할인점 및 SSM 조사 결과 축산물 유통의 개선점 및 개선방향은 다

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소포장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축산물 이력제의 개체별 관리가 더

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묶음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즉,

현행 축산물 이력제에는 개체 식별번호와 묶음 식별번호를 동시에 이용 가

능하지만 관련당국, 생산자, 소비자들은 개체별 관리를 원하고 있다. 그러

나 현행 축산물 이력제에서는 묶음번호의 경우 소비자가 소의 이력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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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묶음단위를 현행 20두에서 보다 많은 두수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축작업장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산물 유통과정상에서의 품질

개선이다. 낙후된 도축작업장에서의 부적절한 축산물 관리로 인해 유통과

정상에서 축산물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규모화된 육가공업체가 직접사육, 위탁사육 등을 통해 생산을 계

열화하고, 대형할인점 및 SSM은 육가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고품질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한다. 이와 같은 단계적

수직 계열화를 통해 대형할인점 및 SSM은 생축의 생산까지 직접 관리

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는 대형할

인점 및 SSM과 같은 유통업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계

열화를 통해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고 한다.

넷째, 비선호 부위의 수요가 확대되어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한식세계화와 관련하여 국내산 비선호 부위가 많

이 소비될 수 있도록 메뉴(예: 샤브샤브)를 개발하고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형 패커 육성을 통해 젊은 수요자 층이 선호하는 가공품, 완제

품, 편의 식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정육점

2.1. 정육점 현황과 유통실태

정육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축산물판매업에 해당되며 축산물판

매업체 수는 2008년 기준 49,664곳이다. 한편, 통계청의 도소매업 조사의

육류 소매업 사업체 수는 2009년 기준으로 22,090곳이다.15

15 정육점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류소매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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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육점 수 지역 정육점 수

서울 8,157 충남 2,356

부산 2,872 충북 1,858

인천 2,072 경북 3,623

대구 2,734 경남 3,265

광주 1,785 전북 2,509

대전 1,384 전남 2,594

울산 1,210 강원 2,179

경기 10,432 제주 634

전 국 49,664

　구 분 전체 업체 개소 당

사업체수(개) 22,090 1.0

종사자수(명) 41,866 1.9

매출액(백만원) 4,357,230 197.2

영업비용(백만원) 3,709,555 167.9

매출원가(백만원) 3,142,892 142.3

판매비와 관리비(백만원) 566,662 25.7

인건비(백만원) 156,467 7.1

임차료(백만원) 146,745 6.6

수도광열비(2007년)/운반비(2006년) 0 0.0

기타경비(백만원) 263,450 11.9

연간급여액(백만원) 148,223 6.7

건물연면적(㎡) 1,192,373 54.0

표 5-7. 지역별 정육점(식육포장처리업) 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5-8. 정육점(육류 소매업) 일반 현황(2009년)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시도/산업별 총괄, 2009.

정육점은 도축작업장, 중간유통업체, 부분육가공업체 등으로부터 지육

(구매 후 부분육으로 가공) 또는 부분육을 구매하여 일반소비자, 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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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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상인

(중도매인, 중간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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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판매한다. 한우의 경우 지육 구매 비중이 약 77.5%이며 돼지의 경우 약

56.8%로 지육 상태로 구매한 후 부분육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비중이 높다.

표 5-9. 정육점의 지육 및 부분육 구매 비중

단위: %

지육의 경우 한우는 대부분 중간상인, 농가(수집반출상)로부터 구매한다.

돼지는 중간상인이 가장 많으며, 육가공업체, 농가(수집반출상) 순이다. 부

분육은 한우와 돼지 모두 대부분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다.

표 5-10. 정육점의 원료육 구매 경로

단위: %

거래처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한우와 돼지 모두 원하

는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쉽게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그 다음으로는 일정

한 수준의 품질을 맞출 수 있는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다. 지육의



소매단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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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는 거래처 또는 소비자의 수요

때문에(브랜드나 특정 지역의 축산물)
4.0 6.7 6.8 6.9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31.8 28.7 30.7 28.1

기타 1.4 2.7 0.3 1.8

경우 많은 시장정보를 가지고 있어 원하는 물량 및 시기를 잘 맞출 수 있는

중간상인과 주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 및 수집반출상

과의 산지직접거래가 많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11. 정육점의 구매처 선정 요인

단위: %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판매가격은 주로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도매시장 경락

가격 및 구매가격을 참고하여 일정 비율 또는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지육 경락가격이 정육점에

서의 판매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매시장 및 공

판장에서의 경락가격의 안정이 소매단계에서의 판매가격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매단계 85

항 목 응답률(%)

구매가격에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붙여 판매함 47.7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53.5

판매처와 가격 및 공급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가격에 판매
0.6

기타 0.6

항 목 응답률(%)

식육 관련 정보지 15.4

다른 업체 가격 43.5

관련 기관 홈페이지 고시 가격 8.8

경락가격 및 구매가격 32.6

항 목 한우 돼지

일반소비자 72.4 66.0

음식점 13.6 17.8

다른 정육점 10.8 14.4

자가 운영 식당 2.7 1.4

기타 0.5 0.4

표 5-12. 판매가격 결정 방식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표 5-13. 판매가격 결정 시 참고 정보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정육점의 판매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소비자가 가장 크며, 음식점, 다

른 정육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4. 정육점 판매처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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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국내산 돼지고기

부위 가격(등급) 가격(1+등급) 부위 가격

등심 5,433 6,581 삼겹살 2,584

안심 5,045 6,063 목심 2,369

채끝 5,232 5,872 갈비 1,579

목심 2,931 3,346 앞다리 1,919

앞다리 2,794 3,045 뒷다리 1,051

양지 3,001 3,378 항정 2,430

설도 2,740 3,109 갈매기 2,483

사태 2,680 3,086 안심 1,426

우둔 2,785 3,160 등심 1,332

치마 5,401 5,794 앞사태 1,510

토시 5,724 6,698 뒷사태 1,424

갈비 3,645 4,352

부위별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한우에서 가장 비싼 토시 가격이 가장 싼

앞다리 가격의 약 2.2배이다. 돼지의 경우 가장 비싼 삼겹살 가격이 가장

싼 뒷다리 가격의 약 2.5배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부위별 선호차이에 따른

가격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표 5-15. 한우, 국내산 돼지고기의 100g 당 판매가격(2011. 6월 기준)

단위: 원

2.2. 정육점의 유통개선과제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정육점은 부정

육 판매 단속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정육점에서의 부

정육 판매(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육우의 한우로의 둔갑,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등)가 이루어진다는 소비자들의 불신 때문에 정육점

에서의 구매를 꺼려 정육점 경영이 어렵다고 여기고 있다. 정육점의 자체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하나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정육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 당국이 부정육 판매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부정육 판매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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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한우 돼지

응답률(%) 순위 응답률(%) 순위

계열화 확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9.3 11 8.3 12

계열화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6.9 14 6.2 15

직거래 확대 30.4 3 26.8 5

축산물 이력제 20.8 6 15.6 7

산지조직화(규모화) 10.0 10 9.4 10

선물시장 활성화 5.2 15 6.9 13

도축장 구조조정(시설 확충 및 현대화) 30.4 4 27.5 4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26.6 5 28.3 3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13.5 8 13.8 8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18.3 7 19.6 6

모돈 전문농장 육성 - - 12.3 9

송아지 생산 안정제 10.4 9 - -

부분육 유통 활성화 32.2 2 32.6 2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42.6 1 42.0 1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8.7 13 9.1 11

기타 0.7 16 0.7 16

절시킬 필요가 있다.16

그 다음으로 정육점들은 부분육 유통 활성화, 직거래 확대, 가격 결정 체

계 개선, 도축장 구조조정(시설 확충 및 현대화)등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

다. 특히 도축장 시설확충, 현대화, 환경개선은 지육의 품질향상 및 부분육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도축장 이후 과정에

서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해도 도축장에서 축산물 품질관리가 제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최종 판매처에서 축산물의 품질이 저하되어 결국 최

종 판매처 및 소비자가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축작업장에

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점검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표 5-16.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의 우선 순위(정육점)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16 돼지고기 이력추적 키트 개발

(http://www.purinafeed.co.kr/livestock/farm_view.aspx?BoardName=FARMNEWS&Num=47904&

hhdCurPage=1&hddlSearch=&hhd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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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이 제안한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부분육 스펙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정육점에서는 부분육가공

단계에서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부위를 실제

보다 크게 가공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

과 경쟁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소규모 정육점의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확대와 할인 행사

로 인해 소규모 정육점 및 재래시장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이다. 대형할인점의 세일 가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셋째,

농축협에 비해 부족한 소규모 정육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개인 영업자인 정육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협조

등이 거의 없어 상대적 소외감이 크다는 것이다. 정육점들은 농축협의 반

값 할인행사, 직거래 장터, 이동차량 판매 등도 정부의 지원하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들이 정육점의 축산물 판매에 어

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17 넷째, 정육점 관련 규정의 간소화 및 현

실화이다. 소규모 정육점에서는 대형매장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영업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18 또한, 관련규정 및 정부 지시사항들

이 소규모 정육점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많고,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복잡하여 작성이 쉽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정육점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소규모 점포의 영업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다섯째, 한우의 경우 등급제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한우 등급이

너무 많아 최종 판매단계에서 오히려 혼란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여섯

17 2011.6.12일자 MBC 뉴스는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농협 하나로클럽

28개 매장을 통해 한우 만 마리 분량을 값싸게 내놓을 계획인데, 비용은 정부

와 농협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다.

(출처: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867303_5782.html)

18 일부언론도 대형할인점은 최첨단 포장 시스템을 통해 식품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표시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의 정육점들은 이에 대한 인식과 시설이 부족하다고

보도하고 있다(2011.08.04 프레시안 “맹목적 ‘신토불이’를 넘어 시스템으로)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803234953)



소매단계 89

째,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의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육

발취하는 작업자의 감소로 인하여 정육점에서의 정육발취가 점점 더 어려

워지기 때문에 부분육 구매를 원하고 있다. 또한 부분육 박스 운송 시 운

송단가가 인하되어 유통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일곱째, 지

육운송차량의 위생개선이 필요하다. 냉장 및 현수걸이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나 운송비용 절약을 위해 냉장 및 현수걸이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가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내장육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냉동육의 유

통기한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냉동육의 유통기한은 2년이

다. 아홉째, 축산물 품질 유지 및 숙성을 위한 냉장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3. 소비자

일반 소비자에 대한 한우 및 돼지고기 구매처 조사결과 대형할인점에서

의 구매비중(한우 37.3%, 돼지고기 36.9%)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는 일반적육점(정육식당), 슈퍼마켓․중소형 마트 순이었다. 브랜드 직영판

매점(직영식당)에서의 구매비중은 한우 5.5%, 돼지고기 4.2%에 불과하였

다. 그러나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확대

해야 할 판매처에 대해서는 28.6%의 응답자가 브랜드 직영판매점(직영식

당)이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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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경로 비중 가장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

(%)한 우 돼지고기

일반정육점(정육식당) 27.8 27.7 20.4

백화점 6.8 5.9 1.2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19.1 21.7 15.4

대형할인점(농협하나로클럽 포함) 37.3 36.9 29.2

인터넷 또는 통신판매 1.6 2.1 5.1

브랜드 직영판매점(직영식당) 5.5 4.2 28.6

구입한 적 없음 1.0 0.9 99.9

기타 0.8 0.6 —

한우 국내산 돼지고기

응답자
수

응답률
(%)

응답자
수

응답률
(%)

가격 317 53.7 328 55.6

원산지(국내산, 수입산) 494 83.7 469 79.5

한우, 육우, 젖소 구분 표시 99 16.8 — —

등급 표시 35 5.9 — —

부위 구분 표시 67 11.4 154 26.1

용도(국거리, 불고기용 등) 표시 135 22.9 168 28.5

브랜드(회사명) 2 0.3 20 3.4

안전성(유기 축산물, HACCP 인증 등) 29 4.9 40 6.8

표 5-17. 소비자의 한우․국내산 돼지 구매 경로

축산물 구매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

모두 원산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격이다.

표 5-18. 축산물 구매 시 고려 사항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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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매처 선택 기준(응답률, %)

일반정육점 대형할인점
브랜드

직영판매점

품질 우수 58.2 36.7 77.8

가격 저렴 22.9 26.3 44.4

접근성, 교통 편리 68.2 39.3 55.6

원하는 브랜드 고기 구입 12.9 20.7 22.2

축산물 이외 다른 상품 구입 용이 20.6 55.3 0.0

가격 및 근량에 대한 투명성 10.6 20.7 0.0

기타 0.6 1.0 0.0

일반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처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정육점은

‘접근성 및 교통 편리’의 응답률이 68.2%로 가장 높으며, 대형할인점은

‘축산물 이외 다른 상품 구입 용이’의 응답률이 55.3%로 가장 높다. 브랜

드 직영판매점은 ‘품질 우수’의 응답률이 77.8%로 가장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계열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직영판매장의 확대가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산지조합 및 생산자 단체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일반정육점을 산지조합 및 생산자 단체의 브랜드를 취급하는 매장으로

체인화함으로써 일반정육점의 우수한 접근성 및 편리한 교통의 장점을 살

리고 브랜드 축산물을 구매하고자하는 소비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산지조합이 대형 소비지에서 개별 브랜드만을 취급하는 판매장을 운

영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복수의 산지조합 또는 산지조합과 중앙회가 협력

하여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의 소비지 브랜드 판매점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19. 소비자 구매처 선택 기준

주 1. 2011년 7월 소비자 590명 조사 결과

2. 응답률=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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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한우농가 산지조합 도축장

부분육
가공업체

정육점

응답
률

순위
응답
률

순위
응답
률

순위
응답
률

순위
응답
률

순위

협동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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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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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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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표시 6.7 13 2.9 11 0.0 13 10.5 8 13.5 8
축사시설 현대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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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단속 강화 23.5 6 20.0 6 12.0 7 21.1 3 42.6 1
수입 축산물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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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유통주체별 정책과제 우선 순위(한우)

1. 유통주체별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앞의 장들에서 유통주체별로 제시한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

순위를 비교 종합해보면, 정책과제의 중요도에 대해서 유통주체별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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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양돈농가 산지조합 도축장

부분육
가공업체

정육점

응답
률

순위
응답
률

순위
응답
률

순위
응답
률

순위
응답
률

순위

협동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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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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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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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표시 10.6 11 0.0 11 0.0 13 4.5 11 13.8 8

축사시설 현대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52.1 1 23.8 5 9.6 9 18.2 7 19.6 6

모돈 전문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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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단속 강화 31.3 4 23.8 5 3.8 11 45.5 3 42.0 1

수입 축산물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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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유통주체별 정책과제 우선 순위(돼지)

중요성이 강조되는 정책과제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한우의 경우 직거래

확대는 모든 유통주체들에게 있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부분육 유통

활성화, 가격 결정 체계, 협동 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도축장 구조조정, 부

정육 판매 단속 강화에 대한 정책 과제는 세 그룹 이상의 유통주체에서 5

순위 내에 포함되었다. 한우농가와 도축장은 직거래 확대가 물가안정과 유

통효율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라고 평가하였고, 산지조합은 협동

조합형 계열화 활성화를, 부분육 육가공업체는 부분육 유통 활성화를, 정

육점은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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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경우, 한우와 마찬가지로 직거래 확대가 모든 유통주체들에게 있

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세 그룹 이상의 유통주체들로부터 5순위 내에

선택된 정책과제는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도

축장 구조조정, 가격 결정 체계,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부분육 유통 활성화 등이 있다. 직거래 확대는 도축장과 부분육 육가

공업체로부터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로 평가받았고, 양돈 농가는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를, 산지조합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

성화를, 정육점은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하

였다.

2. 주요 정책과제

2.1. 직거래 확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 유통주체들

은 물가안정 및 유통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직거래 확대에 높은 응답률

을 보였다. 또한 전문가 조사결과, 직거래 확대는 유통비용 감소로 축산물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물가 안정 매커니즘에 전문가들의 81%가

인정하였고, 15개 축산정책 중, 가격 인하 측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직거래 확대는 유통비용 감소를 통한 축산물 가격 인하에 긍

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축산물의 특성상 도축과 가공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축산물

에서의 직거래는 도축과 가공 이후의 유통단계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

다. 축산물 직거래는 가축의 도축과 가공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동시

에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도축작업장의 시설수준, 위생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을 해당 장소

로 유인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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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산물 이동이 불가피하다.

축산물을 포함한 직거래는 농가 수취가격 제고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축산물 직거래는 지속적으

로 추진되지 않고 축제와 명절 등의 기간, 특정 요일에만 한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식 차량을 이용하여 축산물 직거래

를 실시하면 인근 정육 판매업자와 마찰을 빚게 되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한 축산물 전자 상거래는 정육의 표준화와 규격화 미흡, 소비자의 불

신 등으로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따라서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거래 유형 개

발이 필요하다.

2.2. 축산 계열화 활성화

유통주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물가안정과 유통효율화를 위해 협동조합형

계열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전문가 조사결과, 계

열화 확대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가격이 인하되고, 계

약 거래를 통해 가격이 안정된다는 물가 안정 매커니즘에 대해 전문가의

87.2%가 인정하였고, 가격변동성 완화와 가격 인하 측면에서 15개 정책

과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국내 축산부문에서의 계열화는 1990년대부터 육계와 양돈부문에 본격적

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닭고기는 90%로 빠른 속도로 계열화가 추진되었지

만, 돼지고기는 20%로 미흡한 실정이고 소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축산계열화법 입법 추진, 대형 패커 육성, 가축 계열화 사업, 브랜드 경영

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계열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협 등 민

간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축산 계열화는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긍정적

인 효과들이 많다(정민국, 2010). 계열화의 장점에 대해서는 국내 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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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유통비용 절감과 가격안정을 위해

서는 축산 계열화 진척이 미진한 양돈부문에서 계열화를 확대시켜야 하고

한우는 계열화 체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2.3. 도축장 구조조정과 가동률 제고

전국에 분포한 도축작업장은 가축 사육두수에 비해 과도하다. 2010년 기

준으로 돼지를 도축하는 작업장 수는 85곳이며, 소를 도축하는 작업장 수

는 78곳이다. 도축작업장이 많다는 것은 도축장의 가동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국내 도축장의 2010년 가동률은 소의 경우 32%, 돼지는 54%로

낮은 편이다. 이처럼 낮은 가동률을 경영악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시설

에 대한 재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축산물의 위생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축장 유통실태 조사를 토대로 도축두당 비용을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

분석한 결과, 도축장 가동률이 1% 높아지면 도축 마리당 비용은 193원 가

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통비용 절감과 도축장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도축장의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위생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부분이 도축, 가공, 운

송 부분이다. 운송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축산물이 가급적

지육으로 유통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가축의 도축과 가공이 도축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다. 도축작업장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축작업장 내 가공시설이 있는 작업장은 과반수

가 넘지만 가공되는 물량 비중은 한우 28%, 돼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부분육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부

각된 만큼, 도축장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축작업장 내 부분육가

공시설 확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축산물위생시설의 확충과 시설의 위생 안전성 제고 및 도축 가

공 관련 고비용 해소를 통한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축작업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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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07년 도축작업장

은 110곳이었지만,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시행되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2010년에는 80여개로 줄어들었다. 2015년까지 35개 수준으로 도축장을 줄

이려면 많은 수의 도축장이 통폐합되어야 한다.

도축장 구조조정의 저해 요인으로 도축작업장들은 폐업 자금이 너무 적

고, 폐업 후 건물과 토지의 용도 변경이 어려우며, 주변 도축장과의 통폐합

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규모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위생수준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축장 구조

조정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

2.4. 축사시설 현대화와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

축사시설 현대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제고에 대해서는 양돈부문에서 필

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양돈농가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모돈 두당 연간출하두수(MSY)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양돈 선진국들은

MSY가 20두를 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MSY는 15두에 불과하다. 즉 우

리나라에서는 돼지 사육과정에 비육돈들이 많이 폐사한다는 의미이다. 축

사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생산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5. 부정육 유통단속 강화

유통실태 조사결과 축산물의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

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

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

지 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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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부산물 등의 육류,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

공품 등이다.

또한 2008년 12월부터는 모든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

식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

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대상 품목과 업태를

확대시키면서 축산물의 부정 유통 가능성을 크게 줄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

전히 원산지를 위반한 업소가 매년 적발되고 있다. 제도 시행의 목적이 달

성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홍

보와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 장 명

성 명 연 락 처
전 화:
e-mail:

주 소
(위 치)

조사일시 2011년 월 일

2010년
상시 사육두수

두
사육경력 년

축사면적 평

2010년 한우
판매 금액

만원
2010년 출하두수 두

부록 1

유통단계별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표

□ 한우농가 조사표

문 1. 귀하의 개별경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 2. 다음의 경로에 해당하는 출하두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2010년

기준) 또한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서 가장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로 1의 직접출하는 농가가 산지조합 또는 수집반출상을 경유하지 않

고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직접 출하하는 경우임.

※ 경로 2의 위탁판매는 산지조합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판장

으로의 상장 또는 육가공업체로의 판매를 의뢰하는 경우임.

※ 경로 3, 4의 계약판매는 민간계열업체, 도축장 또는 산지조합과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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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비중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 표시)

경로 1 %

경로 2 %

경로 3 %

경로 4 %

경로 5 %

경로 6 %

경로 7 %

경로 8 %

합계 100%

및 유통계약을 통해 가축을 인도 또는 판매하는 경우임.

※ 경로 6의 거래처는 부분육가공업체, 중간유통업체, 대형할인점 및 백화

점, 슈퍼마켓 및 중소형 마트 등을 포함함.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이마

트(E-Mart)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경로 6에 해당됨.

문 3. 문 2의 경로 6을 통해 출하하신 분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6의

거래처 중 다음 항목들의 비중은 얼마입니까? 또한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거래처

는 무엇입니까?

※ 부분육가공업체는 지육을 구매하여 부분육으로 가공하여 유통시키는

업체를 의미함.

※ 중간유통업체는 매매차익 또는 거래수수료 획득을 목적으로 지육 상태

로 부분육가공업체, 식당, 정육점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업체를 의미함.

※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은 3,000m
2
이상의 매장에서 식료품, 가구, 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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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비중
가장 확대해야 할

거래처(√ 표시)

부분육가공업체 %

중간유통업체 %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

일반정육점(정육식당) %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

기타1 ( ) %

기타2 ( ) %

합 계 100%

제품, 의류 등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곳을 의미함.

※ 슈퍼마켓 및 중소형 마트는 3,000m
2
미만의 매장에서 음식료품을 위주

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판매하는 곳을 의미함.

문 4. 문 2에서 답하신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의 비중이 확대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응답 가능)( ), ( )

① 종축, 사료 등 사양관리 통일

② 안정적인 소비지 판매처 확보

③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④ 안정적인 가격 보장

⑤ 다른 유통경로보다 높은 가격 보장

⑥ 계약관계에 대한 농가와 거래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 구축

⑦ 유통비용 절감

⑧ 기타 ( )

문 5. 문 2에서 응답하신 ‘비중이 가장 큰 유통경로’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응답 가능) ( ), ( )

① 대량으로 가축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② 가격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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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농가

부담 여부
1마리당 농가
부담 비용

가축(생체) 운송비: 농가 → 도착지역( ) (예, 아니오) 원

도축비(도살처리수수료, 도축세,

검사수수료, 등급판정수수료)
(예, 아니오)

도매시장 및 공판장 위탁(상장)수수료 (예, 아니오)

자조금 (예, 아니오)

도매시장 및 공판장 중도매인 중개수수료 (예, 아니오)

산지반출상 중개수수료 (예, 아니오) 원

산지조합 수수료 (예, 아니오) 원

기타1 ( ) (예, 아니오) 원

기타2 ( ) (예, 아니오) 원

합계 원

③ 오랜 기간 동안 거래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④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⑤ 거래처 선정 및 대금 정산 등을 편리하게 대행해 주기 때문에

⑥ 거래 및 출하 관련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⑦ 기타( )

문 6. 문 2에서 응답하신 ‘비중이 가장 큰 유통경로’에서 선생님께 지불하

는 출하 및 유통 관련 비용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1마리당 비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 7. 향후 산지조합과의 계약판매가 확대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

입니까? (2개 응답 가능) ( ), ( )

① 종축, 사료, 사양관리 등 통일

② 조합의 안정적인 소비지 판매처 확보

③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④ 안정적인 가격 보장

⑤ 다른 유통경로보다 높은 가격 보장

⑥ 계약관계에 대한 농가와 조합간의 상호 신뢰 구축



부 록 105

정 책 √ 표시

1 계열화 확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2 계열화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3 직거래 확대

4 축산물 이력제

5 산지조직화

6 선물시장 활성화

7 거점 도매시장 및 도축장 육성(도축장 구조조정)

8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9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10 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11 송아지 생산 안정제

12 부분육 유통 활성화

13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14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15 기타( )

⑦ 기타( )

문 8. 물가안정 및 유통효율화 등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

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 √ 표시해 주십시오)

문 9.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한우농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제도, 법

률상의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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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장 명

성 명 연 락 처
전 화:
e-mail:

주 소
(위 치)

조사일시 2011년 월 일

출하
비중

가장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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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면적 평
2010년 돼지
판매 금액

만원2010년 출하두수 두

□ 양돈농가 조사표

문 1. 귀하의 개별경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 2. 다음의 경로에 해당하는 출하두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2010년

기준) 또한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서 가장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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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1의 직접출하는 농가가 산지조합 또는 수집반출상을 경유하지 않

고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직접 출하하는 경우임.

※ 경로 2의 위탁판매는 산지조합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판장

으로의 상장 또는 육가공업체로의 판매를 의뢰하는 경우임.

※ 경로 3, 4의 계약판매는 민간계열업체, 도축장 또는 산지조합과의 생산

및 유통계약을 통해 가축을 인도 또는 판매하는 경우임.

문 3. 문 2에서 답하신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 비중이 확대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응답 가능) ( ), ( )

① 종축, 사료 등 사양관리 통일

② 안정적인 소비지 판매처 확보

③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④ 안정적인 가격 보장

⑤ 다른 유통경로보다 높은 가격 보장

⑥ 계약관계에 대한 농가와 거래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 구축

⑦ 유통비용 절감

⑧ 기타( )

문 4. 문 2에서 응답하신 ‘비중이 가장 큰 유통경로’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응답 가능) ( ), ( )

① 대량으로 가축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② 가격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③ 오랜 기간 동안 거래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④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⑤ 거래처 선정 및 대금 정산 등을 편리하게 대행해 주기 때문에

⑥ 거래 및 출하 관련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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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비중
가장 확대해야 할
거래처(√ 표시)

부분육가공업체 %

중간유통업체 %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

일반정육점(정육식당) %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

기타1 ( ) %

기타2 ( ) %

합 계 100%

항 목
농가

부담 여부
1마리당 농가
부담 비용

가축(생체) 운송비 (예, 아니오) 원

도축비(도살처리수수료, 도축세, 검사수수료,
등급판정수수료)

(예, 아니오)

도매시장 및 공판장 위탁(상장)수수료 (예, 아니오)

자조금 (예, 아니오)

도매시장 및 공판장 중매인 중개수수료 (예, 아니오)

산지반출상 중개수수료 (예, 아니오) 원

산지조합 수수료 (예, 아니오) 원

기타1 ( ) (예, 아니오) 원

기타2 ( ) (예, 아니오) 원

합계 원

문 5. 문 2에서 응답하신 ‘비중이 가장 큰 유통경로’에서 선생님께서 지불

하는 출하 및 유통 관련 비용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1마리당 비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 6. 문 2의 경로 6(거래처에 직접 판매)을 통해 출하하신 분만 답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거래처들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유통비

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거래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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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 표시

1 계열화 확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2 계열화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3 직거래 확대

4 축산물 이력제

5 산지조직화

6 선물시장 활성화

7 거점 도매시장 및 도축장 육성(도축장 구조조정)

8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9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10 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11 모돈 전문 농장 육성

12 부분육 유통 활성화

13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14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15 기타( )

문 7. 향후 산지조합과의 계약판매가 확대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

입니까? (2개 응답 가능) ( ), ( )

① 종축, 사료, 사양관리 통일 ② 조합의 안정적인 소비지 판매처 확보

③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제고 ④ 안정적인 가격 보장

⑤ 다른 유통경로보다 높은 가격 보장

⑥ 계약관계에 대한 농가와 조합간의 상호 신뢰 구축

⑦ 기타( )

문 8. 물가안정 및 유통효율화 등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

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 √ 표시해 주십시오)

문 9.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한우농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제도, 법

률상의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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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e-mail:

주 소

(위 치)

조사일시 2011년 월 일

2010년 한 우 국내산 돼지

판매량 톤 톤

판매두수 두 두

□ 부분육가공업체 조사표

문 1. 귀 업체의 2010년 한우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량

문 1-1. 위의 판매량 중에서 지육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다면 전체 판매량 중에 지육 판매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한우 ( )%, 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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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국내산 돼지

생체 또는 지육 구매 경로
비율
(%)

생체 또는 지육 구매 경로
비율
(%)

위탁
구매

산지조합 및 생산자 단체
에게 위탁 위탁

구매

산지조합 및 생산자 단체
에게 위탁

중도매인에게 위탁 중도매인에게 위탁

수집반출상에게 위탁 수집반출상에게 위탁

직접
구매

산지조합및생산자단체구매

직접
구매

산지조합 및 생산자단체 구매

농가로부터 구매 농가로부터 구매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

직접 경매 참여 직접 경매 참여

축산농가와 생산 혹은 유통계약 축산농가와 생산 혹은 유통계약

기타 ( ) 기타 ( )

합 계 100 합 계 100

부 분 육

가공시설

월 처리능력

(2010년 기준)

한 우: ( 두/월 )

돼 지: ( 두/월 )

가동률
한 우: ( %)(월 평균처리실적/월 처리능력)

돼 지: ( %)(월 평균처리실적/월 처리능력)

문 2. 생체 또는 지육 상태에서 확보하는 경로별 비중 (2010년 기준)

문 2-1. 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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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는 거래처나 소비자의 수요 때문에(브랜드나 특정 지

역의 고기)

⑤ 기타( )

문 2-2. 부분육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다면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한우 ( )%, 국내산 돼지 ( )%

문 3. 귀 업체의 처리능력과 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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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
확대해야 할 경로

한우 국산 돼지

위탁
구매

산지조합 및 생산자 단체에게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탁 구매하는 것을 말함)

중도매인에게 위탁

(수수료를 주고 지육을 위탁 구매하는 것을 말함)

수집반출상에게 위탁

(수수료를 주고 생체를 위탁 구매하는 것을 말함)

직접
구매

산지조합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

(산지조합 등 소유의 원료육을 구입하는 것을 말

함)

농가로부터 구매

(직접 양돈농가로부터 생체를 구입함)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

(중도매인이 소유한 지육을 구입하는 것을 말함)

직접 경매 참여

(직접 매참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축산농가와 생산 혹은 유통계약

기타 ( )

한우
국내산 돼지

1등급 1+등급

가격 원/마리 원/마리 원/마리

중량 kg kg kg

문 4.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

해야 할 유통경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시)

문 4-1. 가장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5. 지육 한 마리 구입 시, 가격과 중량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 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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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1두(1+등급) 돼지 1두(A등급)

지육 1마리 구매가격 1,000만원 100만원

판매가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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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처
비율

(%)
판매처

비율

(%)

① 대형할인점,

백화점

매장 입점판매 ① 대형할인점,

백화점

매장 입점판매

부분육 납품 부분육 납품

②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매장 입점판매 ②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매장 입점판매

부분육 납품 부분육 납품

③ 일반정육점(정육식당) ③ 일반정육점(정육식당)

④ 음식점 ④ 음식점

⑤ 단체급식처 ⑤ 단체급식처

⑥ 2차 육가공업체

(햄, 소시지 가공업체)

⑥ 2차 육가공업체

(햄, 소시지 가공업체)

⑦ 직영판매점(직영식당) ⑦ 직영판매점(직영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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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문 7. 지육 마리당 구매가격이 한우 1,000만원과 돼지 100만원 이라면, 부

위별로 모두 팔았을 때 판매가격은 얼마입니까? (2010년 기준)

문 8. 한우육과 국내산 돈육을 어디에, 얼마나 판매하십니까? (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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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
확대해야 할 경로

한우 국내산 돼지

①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매장 입점 판매

부분육 납품

②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매장 입점 판매

부분육 납품

③ 일반정육점(정육식당)

④ 음식점

⑤ 단체급식처

⑥ 2차 육가공업체

⑦ 직영판매점(직영식당)

⑧ 기타 ( )

문 9. 귀사는 고기 판매가격을 주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 )

① 구매가격에 일정 비율( %) 또는 일정 금액을 붙여 판매함

②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함

③ 판매처와 가격 및 공급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가격을 받음

④ 기타( )

문 9-1. 판매가격을 결정하실 때 주로 무엇을 참고하십니까? ( )

① 식육 관련 정보지 ② 다른 업체 가격 ③ 가격이 고시된 홈페이지

④ 경락가격 ⑤ 기타 ( )

문 10.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

해야 할 유통경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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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가 격(원/100g) 국 산 돼 지

부위 1등급 1+등급 부위 가격(원/100g)

등심 삼겹살

안심 목심

채끝 갈비(뼈포함)

목심 앞다리

앞다리 뒷다리

양지 항정살

설도 갈매기살

사태 안심

우둔 등심

치마 앞사태

토시
뒷사태

갈비(뼈포함)

문 10-1. 가장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11. 부위별 판매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 달 평균적으로 대략)

※ 답변이 가능한 곳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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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필요한 정책

(해당란에 √ 표시)

한우 돼지

1 계열화 확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2 계열화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3 직거래 확대

4 축산물 이력제

5 산지조직화(규모화)

6 선물시장 활성화

7 도축장 구조조정(시설 확충 및 현대화)

8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9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10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11 모돈 전문농장 육성

12 송아지 생산 안정제

13 부분육 유통 활성화

14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15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16 기타( )

문 12. 물가안정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축종별로 3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문 13. 귀사의 축산물 구매 및 판매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축

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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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e-mail:

주 소
(위 치)

조사일시 2011년 월 일

유통경로 비중
확대해야 할
경로(√ 표시)

경로 한우 돼지 한우 돼지

경로1

경로2

경로3

경로4

경로5

합 계 100% 100%

경로1
(경매)

경로2
(중개)

경로3(매취)
도축장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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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경로 중, 귀조합이 취급한 한우와 돼지의 경로별 비중은얼마

나됩니까? (2010년기준) 또유통비용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

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1-1. 경로별 취급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2010년 기준)

문 1-2. 가장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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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1(수탁사업: 경매) 경로 2(수탁사업: 중개)

한우1마리 돼지1마리
부담

주체

한우

1마리당

돼지

1마리당

부담

주체

운송비

(농가→도축장)
원 원 원 원

조합수수료
경락가격의

( )%

경락가격의

( )%

경락가격의

( )%

경락가격의

( )%

위탁(상장)

수수료

경락가격의

( )%

경락가격의

( )%

자조금 원 원 원 원

도

축

비

도살처리

수수료
원 원 원 원

도축세 원 원 원 원

검사수수료 원 원 원 원

등급판정

수수료
원 원 원 원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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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금 원 원 원 원

도

축

비

도살처리

수수료
원 원 원 원

도축세 원 원 원 원

검사수수료 원 원 원 원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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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우, 다음항목별비용은얼마나됩니까? (2010년기준)

※ 부담 주체는 농가, 조합, 거래처 등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3. 경로 3, 4(매취사업)의경우, 다음항목별비용은얼마나됩니까? (2010년기준)

※ 부담 주체는 농가, 조합, 거래처 등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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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지 ② ③ ④

수탁사업
(중개)

매취사업
(자체 도축)

매취사업
(임도축)

1경로 % % %

2경로 % % %

3경로 % % %

4경로 % % %

5경로 % % %

6경로 % % %

7경로 % % %

8경로 % % %

9경로 % % %

합계 100% 100% 100%

한 우 ② ③ ④

수탁사업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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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지육으로 유통되는 다음의

경로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2010년 기준)

※ 경로 1의 부분육가공업체는 지육을 구매하여 부분육으로 가공하고 유

통시키는 업체를 의미함.

※ 경로 2의 자체 부분육가공은 자체 보유 시설에서의 부분육으로 가공하

는 경우와 다른 가공업체에게 가공수수료 지불하고 부분육으로 가공하

는 경우를 포함함.

※ 경로 3의 중간유통업체는 매매차익 또는 거래수수료 획득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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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육 상태로 부분육가공업체, 식당, 정육점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업체

를 의미함.

※ 경로 4의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은 3,000㎡ 이상의 매장에서 식료품, 가

구, 가전제품, 의류 등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곳을

의미함.

※ 경로 5의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는 3,000㎡ 미만의 매장에서 음식료품

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판매하는 곳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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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연 락 처 전 화:

주 소

(위 치)

운영경력 년

조사일시 2011년 월 일

2010년
쇠고기 돼지고기

한우 육우 수입 전체 국내산 수입 전체

판매량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판매두수 두 두 두 두 두

입점매장 판매비중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 우 육 우 국내산 돼지

% % %

입점수수료 매출액의 ( )%

□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조사표

문 1. 귀사의 축산물 판매장에서 판매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얼마나 판매

하셨습니까? 한우, 육우, 국내산 돼지고기는 두수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1. 위에서 응답하신 물량에는 입점 매장(수수료 매장)의 판매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문 1-2. 귀사에 입점 매장(수수료 매장)의 판매량은 얼마나 되고 입점 수

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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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국내산 돼지

생체 또는 지육 구매 경로
비율

(%)
생체 또는 지육 구매 경로

비율

(%)

위탁

구매

협력

업체

산지조합 및

생산자 단체 위탁
위탁

구매

협력

업체

산지조합 및

생산자 단체 위탁

육가공업체 위탁 육가공업체 위탁

수집반출상 위탁 수집반출상 위탁

경매(중도매인에게 위탁) 경매(중도매인에게 위탁)

직접

구매

산지조합 및 생산자단체
직접

구매

산지조합 및 생산자단체

육가공업체 육가공업체

매참인으로 직접 경매 참여 매참인으로 직접 경매 참여

축산농가와 생산 혹은 유통계약 축산농가와 생산 혹은 유통계약

기타 ( ) 기타 ( )

합 계 100 합 계 100

한우 국내산 돼지

생체 또는 지육으로 구매하는 물량 비중 % %

부분육으로 구매하는 물량 비중 % %

계 100% 100%

문 2. 귀사에서 연간 판매되는 한우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의 원료육 조달

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10년 기준)

문 2-1. 원료육 조달시 생체 또는 지육으로 구매하는 물량과 부분육으로

구매하는 물량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문 2-2. 원료육을 생체 또는 지육 상태에서 구매하는 경로별 비중

문 2-3. 위에서 ‘가장 많은 생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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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는 거래처나 소비자의 수요 때문에(브랜드나 특정 지

역의 고기)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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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국 산 돼 지

부분육 구매처 비율(%) 부분육 구매처 비율(%)

① 산지조합 및 생산자 단체 ① 산지조합 및 생산자 단체

② 육가공업체 ② 육가공업체

③ 기타 ( ) ③ 기타 ( )

합 계 100 합 계 100

유통경로

확대해야 할 경로

(해당란에 √ 표시)

한우 국내산 돼지

위탁

구매

협력

업체

산지조합 및 생산자 단체 위탁

육가공업체 위탁

수집반출상에게 위탁

경매(중도매인에게 위탁)

직접

구매

산지조합 및 생산자단체 소유

육가공업체 소유

매참인으로 직접 경매 참여

축산농가와 생산 혹은 유통계약

기타 ( )

문 2-4. 원료육을 부분육 상태로 구매하는 경로별 비중

문 2-5.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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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는 거래처나 소비자의 수요 때문에(브랜드나 특정 지

역의 고기)

⑤ 기타( )

문 3.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

해야 할 유통경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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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고 기 국 내 산 돼 지 고 기

판매처 비율(%) 판매처 비율(%)

① 일반소비자
매장 판매

① 일반소비자
매장 판매

인터넷 판매 인터넷 판매

② 매장내 음식점(식자재 판매) ② 매장내 음식점(식자재 판매)

③ 기타 ( ) ③ 기타 ( )

합 계 100 합 계 100

한우
국내산 돼지

1등급 1+등급

가격 원/마리 원/마리 원/마리

중량 kg kg kg

문 3-1. 가장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4. 지육 한 마리 구입하실 때, 가격과 중량은 얼마입니까? (이번 달 평균)

문 5. 귀사는 한우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어디에, 얼마나 판매하십니

까? (2010년 기준)

문 6. 귀사는 고기 판매가격을 주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 )

① 구매가격에 일정 비율( %) 또는 일정 금액을 붙여 판매함

②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함

③ 판매처와 가격 및 공급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가격을 받음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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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가 격(원/100g) 국 산 돼 지

부위 1등급 1+등급 부위 가격(원/100g)

등심 삼겹살

안심 목심

채끝
갈비(뼈포함)

목심
앞다리

앞다리
뒷다리

양지
항정살

설도
갈매기살

사태
안심

우둔

등심
치마

앞사태토시

뒷사태갈비(뼈포함)

부분육

가공시설

일일 처리능력

(2010년 기준)

한 우: ( 두/일 )

돼 지: ( 두/일 )

가동률
한 우: ( %)(일평균처리실적/일처리능력)

돼 지: ( %)(일평균처리실적/일처리능력)

문 6-1. 판매가격을 결정하실 때 주로 무엇을 참고하십니까? ( )

① 식육 관련 정보지 ② 다른 업체 가격 ③ 가격이 고시된 홈페이지

④ 경락가격 ⑤ 기타 ( )

문 7. 부위별 판매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 달 평균적으로 대략)

※ 답변이 가능한 곳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8. 귀사에 부분육가공시설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사항에 대해 기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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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돼지

한우

돼지

문 9. 한우와 돼지가 농가에서부터 매장에서 팔릴 때까지의 대표 경로에

대해 서술 부탁드립니다.

※ 예1) 산지조합으로부터 생축 구매 의뢰 => 지정 도축장 및 가공장 =>

물류센터 => 매장

예2) 육가공업체로 지육 구매 => 도축장 => 지육 상태로 매장 유입 =>

부위별 해체 후 판매

예3) 부분육 상태로 고기 구매 => 물류센터 => 매장에서 단순 세절 후

판매 등으로 기재

문 10. 생축 사육에서 판매까지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

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유통경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10-1.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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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한우 돼지

1 계열화 확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2 계열화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3 직거래 확대

4 축산물 이력제

5 산지조직화(규모화)

6 선물시장 활성화

7 도축장 구조조정(시설 확충 및 현대화)

8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9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10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11 모돈 전문농장 육성

12 송아지 생산 안정제

13 부분육 유통 활성화

14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15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16 기타( )

문 11. 물가안정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축종별로 3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문 12. 귀사의 축산물 구매 및 판매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축산

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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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돼 지(국산)

지육 구입처
비율

(%)
지육 구입처

비율

(%)

①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 ①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

② 수집반출상에게 구매 의뢰 ② 수집반출상에게 구매 의뢰

③ 중간유통업체로부터 구매 ③ 중간유통업체로부터 구매

④ 육가공업체로부터 구매 ④ 육가공업체로부터 구매

⑤ 농가로부터 생축 구매 후 임도축 ⑤ 농가로부터 생축 구매 후 임도축

⑥ 산지조합으로부터 직접 구매 ⑥ 산지조합으로부터 직접 구매

⑦ 기타 ( ) ⑦ 기타 ( )

합 계 100 합 계 100

이 름 연 락 처 전 화:

주 소
(위 치)

운영경력 년

조사일시 2011년 월 일

□ 정육점 조사표

문 1. 선생님께서는 사업체 경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 총 근무 인원 : 명(고용인원 : 명) 사업체 규모 : 평

- 점포의 소유형태 : ① 자기소유 ② 점포 임대

- 작년 월평균 총 고기 취급 물량 : 톤(정육기준)

한우와 돼지(국산) 취급 비중 : %

문 2. 전체 지육 구입량을 100이라고 할 때, 지육을 어디서, 얼마나 구입하

십니까? (2010년 기준)

예) 수집반출상으로부터 50마리, 중도매인으로부터 30마리, 육가공업체로

부터 20마리를 구입하셨으면 해당되는 칸에 50, 30, 20(합쳐서 100이

되도록)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유통업체는 매매차익 또는 거래수수료 획득을 목적으로 지육 상태

로 부분육가공업체, 식당, 정육점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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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육점으로부터 구매 ② 주변 정육점으로부터 구매

③ 중간유통업체로부터 구매 ③ 중간유통업체로부터 구매

④ 기타 ( ) ④ 기타 ( )

합 계 100 합 계 100

문 2-1. 위에서 ‘가장 많은 지육 구입처’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한우 ( ), 국산돼지 ( )

①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② 구매단가가 가장 낮기 때문에

③ 그동안 계속 거래해왔기 때문에

④ 내가 판매하는 거래처나 소비자의 수요 때문에(브랜드나 특정 지역의

고기)

⑤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⑥ 기타( )

문 3. 전체 부분육 구입량이 100이라고 할 때, 부분육은 주로 어디서, 얼마

나 구입하십니까? (2010년 기준)

문 3-1.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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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는 거래처나 소비자의 수요 때문에(브랜드나 특정 지역의

고기)

⑤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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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2010년 기준) 국 산 돼 지 (2010년 기준)

판매처 비율(%) 판매처 비율(%)

① 일반소비자 ① 일반소비자

② 음식점 ② 음식점

③ 다른 정육점 ③ 다른 정육점

④ 내가 운영하는 식당 ④ 내가 운영하는 식당

⑤ 기타 ( ) ⑤ 기타 ( )

합 계 100 합 계 100

월 판매두수 한우: 마리/월 돼지: 마리/월

월 판매액 한우: 원/월 돼지: 원/월

한우
국내산 돼지

1등급 1+등급

가격 원/마리 원/마리 원/마리

중량 kg kg kg

문 4. 지육 한 마리 구입하실 때, 가격과 중량은 얼마입니까? (이번달 평균)

 
문 5. 선생님께서는 한 달에 한우와 돼지(국산)를 몇 마리 정도 판매하셨습

니까? (2010년 기준) 부분육으로 구입하여 판매한 물량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5-1. 작년에 한우와 국내산 돼지 판매량에서 부분육으로 구입하여 판

매한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예)작년 한우 판매량이 100kg

이었고 부분육으로 구매하여 판매한 물량이 20kg이면 한우 칸에

20%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 국산돼지 %

문 6. 한 달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원/1개월)

※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운송비, 재료비, 부채 이

자 등이 포함됩니다.

문 7. 한우고기와 국산 돼지고기를 어디에, 얼마나 판매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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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가 격(원/100g) 국 산 돼 지

부위 1등급 1+등급 부위 가격(원/100g)

등심 삼겹살

안심 목심

채끝
갈비(뼈포함)

목심
앞다리

앞다리
뒷다리

양지
항정살

설도
갈매기살

사태
안심

우둔

등심
치마

앞사태토시

뒷사태갈비(뼈포함)

문 8. 선생님께서는 고기 판매가격을 주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 )

① 구매가격에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붙여 판매함

②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함

③ 판매처와 가격 및 공급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가격을 받음

④ 기타( )

문 8-1. 판매가격을 결정하실 때 주로 무엇을 참고하십니까? ( )

① 식육 관련 정보지 ② 주변 정육점 ③ 가격이 고시된 홈페이지

④ 기타 ( )

문 9. 부분육으로 판매하실 때,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 달 평균)

※ 답변이 가능한 곳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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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한우 돼지

1 계열화 확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2 계열화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3 직거래 확대

4 축산물 이력제

5 산지조직화(규모화)

6 선물시장 활성화

7 도축장 구조조정(시설 확충 및 현대화)

8 가격 결정 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9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10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11 모돈 전문농장 육성

12 송아지 생산 안정제

13 부분육 유통 활성화

14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15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16 기타( )

문 10. 물가안정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축종별로 3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문 11. 선생님께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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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조사표

문 1. 쇠고기 구입 시 포장 및 진열대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표시는 무

엇인가요?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가격 ② 원산지(국내산, 수입산)

③ 한우, 육우, 젖소 구분 표시 ④ 등급 표시

⑤ 부위 구분 표시 ⑥ 용도(국거리, 불고기 용 등) 표시

⑦ 브랜드(회사명) ⑧ 안전성(유기 축산물, HACCP 인증 등)

⑨ 기타( )

문 2. 돼지고기 구입 시 포장 및 진열대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표시는

무엇인가요?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가격 ② 원산지(국내산, 수입산)

③ 부위 구분 표시 ④ 용도(국거리, 불고기 용 등) 표시

⑤ 브랜드(회사명) ⑥ 안전성(유기 축산물, HACCP 인증 등)

⑦ 기타( )

※ 가정소비를 위한 한우고기 및 국내산 돼지고기 구매에 국한한 질문입니

다. 외식소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3. 가정소비를 위한 한우고기 구입 시 자주 이용하는 세 곳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일반 정육점(정육식당) ② 백화점

③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④ 대형할인점(농협하나로클럽 포함)

⑤ 인터넷 또는 통신판매 ⑥ 브랜드 직영판매점(직영식당)

⑦ 구입한 적 없음 ⑧ 기타( )



부 록134

문 4. 문 3에서 1순위로 선택하신 한우고기 구입 장소를 이용하시는 이유

는 무엇인가요?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품질이 좋아서

② 가격이 저렴해서

③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④ 원하는 브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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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소비를 위한 국내산 돼지고기 구입 시 자주 이용하는 세 곳을 순

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일반 정육점(정육식당) ② 백화점

③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④ 대형할인점(농협하나로클럽 포함)

⑤ 인터넷 또는 통신판매 ⑥ 브랜드 직영판매점(직영식당)

⑦ 구입한 적 없음 ⑧ 기타( )

문 6. 문 5에서 1순위로 선택하신 국내산 돼지고기 구입 장소를 이용하시

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품질이 좋아서

② 가격이 저렴해서

③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④ 원하는 브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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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국내산 돼지고기 구입 시 이용하는 판매점 중에서 유통

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판매처

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대형할인점 ② 백화점

③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④ 일반정육점(정육식당)

⑤ 브랜드 직영판매점(직영식당) ⑥ 인터넷 또는 통신판매

<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구분 금액 비율 산출근거

양
축
가

농가수취가격 7,199.1 59.1 생체중 650kg 기준

판 매 가 격 7,199.1 59.1

∘판매가격=지육경락가격+1차부산물가격
- 7,199,100원 = 6,899,100원+300,000원
ㆍ지육경락가격: 6,889,100원=18,300원×377kg
- 1차부산물가격: 300,000원
(우두, 우피, 내장, 우족)

수
집
반
출
상

매매 및 도축
대행인용역비

400.0 3.3
현금(290,000원)+현물(우두 70,000원+우
피 40,000원)= 400,000원

- 생체운송비 (45.0) (0.4) 농가 → 도축장

- 자 조 금 (20.0) (0.2) 구매자 부담

- 도 축 비 (128.5) (1.0)
도살처리수수료 85,500원, 도축세 40,000원,
검사수수료 1,500원, 등급판정수수료 2,000원

- 지육운송비 (47.5) (0.4) 도축장 → 서울(2.5톤: 380,000원÷8두=47,500원)

- 하 차 비 (20.0) (0.2) 주차비 → 정육점(두당: 20,000원)

- 간 접 비 (100.0) (0.8) 통신비, 교통비 등

- 이 윤 (39.0) (0.3)

정
육
점

골 발 비 50.0 0.4 지육 → 정육(377kg →237kg)

간 접 비 1,000.0 8.2 점포유지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등

이 윤 3,539.2 29.2

판 매 가 격 12,188.3 100.0

∘판매가격: 정육판매가격 + 1ㆍ2차부산물가격
(12,188,252원=11,335,252원+853,000원)

- 정육판매가격: 11,335,252원=237kg×50,345.3원×95%
ㆍ정육판매 시 5% 감량 적용
- 1ㆍ2차 부산물가격: 853,000원

부록 2

한우와 돼지의 유통경로별 유통마진

부표 2-1. 쇠고기 유통비용(횡성 → 서울 수집반출상)

단위: 천원/두, %, 한우거세, 1+등급

주: 1) 유통경로: 양축가 → 수집반출상 → 정육점

2) 지육가격은 서울 가락동 농협축산물공판장 경락가격(’10.8.9～8.13) 적용

- 경락가격 18,300원, 지육중량 377kg(지육률 58% 적용)

3) 1차 부산물가격(산지가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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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뼈 65,000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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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액 비율 산출근거

양
축
가

농가수취가격 7,376.7 57.3 생체중 650kg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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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장

자 조 금 20.0 0.2 양축가 부담

도 축 비 157.0 1.2

도살처리수수료: 100,000원

도축세: 53,500원

검사수수료: 1,500원

등급판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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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kg

ㆍ지육중량: 377kg(지육률 58%적용)

- 1차부산물: 263,000원(우두, 우피, 우족, 내장)

중개수수료 111.0 0.8 경락가격의 1.43%(7,765,300원×1.43%)

정
육
점

지육운송비 35.0 0.3 공판장 → 정육점(운송전문업체 운송비)

골 발 비 50.0 0.4 지육 → 정육(377kg →237kg)

간 접 비 1,000.0 7.8 점포유지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등

이 윤 3,917.8 30.4

판 매 가 격 12,879.2 100.0

∘판매가격: 정육판매가격 + 1ㆍ2차부산물가격

(12,879,168원=11,997,968원+881,200원)

- 정육판매가격:11,997,968원=237kg×53,288.8원×95%

ㆍ정육판매 시 5% 감량 적용

- 1ㆍ2차 부산물가격:881,200원

부표 2-2. 쇠고기 유통비용(횡성 → 서울가락동공판장)

단위: 천원/두, %, 한우거세, 1+등급

주: 1) 유통경로: 양축가 → 축산물공판장 → 정육점

2) 지육가격은 서울 가락동 농협축산물공판장 경락가격(’10.8.9～8.13) 적용

- 경락가격 19,900원, 지육중량 377kg(지육률 58% 적용)

3) 1차 부산물가격(경락가격 기준 263,000원, 소매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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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뼈 65,000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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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액 비율 산출근거

양
축
가

농가수취가격 7,220.6 55.1 생체중 650kg 기준

장 려 금 △21.5 0.1

∘도축비=도축비-장려금(128,500원-150,000원)

- 도축비 128,500원(도살처리수수료 85,000원,

도축세 40,000원, 검사수수료 1,500원,

등급판정수수료 2,000원)

- 장려금: 150,000원(지역농협→양축농가에 지금)

판 매 가 격 7,199.1 55.0

∘판매가격=지육경락가격+1차부산물가격

- 7,199,100원 = 6,899,100원+300,000원

ㆍ지육경락가격: 6,889,100원=18,300원×377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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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20.0 0.1 생산자 단체 부담

지육운송비 62.0 0.5 도축장→직영판매장(248,000원÷4두=62,000원)

간 접 비 1,797.7 13.7 사업장운영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 등

이 윤 770.4 5.9

판 매 가 격 10,000.0 76.3

물류
센터

수 수 료 300.0 2.3 물류센터, 조작비ㆍ운송비 등

전 달 가 격 10,300.0 78.6

대
형
마
트

간 접 비
이 윤

1,958.9

839.5

15.0

6.4

점포유지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판 매 가 격 13,098.4

∘판매가격: 정육판매가격 + 1ㆍ2차부산물가격

(12,879,168원=11,997,968원+881,200원)

- 정육판매가격: 11,997,968원=237kg×53,288.8원×95%

ㆍ정육판매 시 5% 감량 적용

- 1ㆍ2차 부산물가격:881,200원

부표 2-3. 쇠고기 유통비용(횡성 → 서울 대형마트)

단위: 천원/두, %, 한우거세, 1+등급

주: 1) 유통경로: 양축가 → 생산자단체 → 대형마트

2) 지육가격은 서울 가락동 농협축산물공판장 경락가격(’10.8.9～8.13) 적용

- 경락가격 18,300원, 지육중량 377kg(지육률 58% 적용)

3) 1차 부산물가격 산지가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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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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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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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관련비용 20.2 3.5 도살처리수수료 15,500원

도축세 3,080원

검사수수료 600원

등급판정수수료 400원

자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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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kg

ㆍ지육중량: 75kg(지육률 68%)

- 1차부산물: 15,830원(두ㆍ내장, 돈피, 족)

중개수수료 5.0 0.8 지육경락가격의 1.65%(303,825원×1.65%=5,013.1원)

정
육
점

지육운송비 9.2 1.6 운송업체 지육운송비: 경매장→정육점

골 발 비 7.5 1.3 단순발골비

간 접 비 131.6 22.1 점포유지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등

이 윤 121.5 20.4

판 매 가 격 594.6 100.0 ∘판매가격: 정육판매가격+1ㆍ2차부산물가격

- 정육판매가격: 566,500원

- 1차부산물가격: 15,830원

- 2차부산물가격: 12,220원

부표 2-4. 돼지고기 유통비용 (횡성 → 서울 가락동 축산물공판장)

단위: 천원/두, %, 한우거세, 1+등급

주: 1) 유통경로: 양축가 → 축산물공판장 → 정육점

2) 지육경락가격 : 서울 가락동 농협축산물공판장 전체평균 경락가격(’10.8.30～9.3) 적용

- 경락가격 4,051원, 지육중량 75kg(지육률 68%)

3) 1차 부산물가격(15,830원) : 두․내장 10,220원, 족 2,000원, 돈피 3,610원

4) 2차 부산물가격(12,220원) : 등뼈․잡뼈 3,000원, 지방 9,220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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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축
가

농가수취가격 316.8 64.9

∘농가수취가격: 지육경락가격+1차부산물가격
- 지육경락가격: 299,775원=3,997원×75kg
ㆍ지육중량: 75kg(지육률 68%)

- 1차부산물가격: 17,000원(두ㆍ내장, 돈피, 족)

산
지
유
통
인

운 송 비 6.8 1.4 홍성 → 청원(300,000원÷44두=6,818.2)

계 근 비 0.1 0.0 6,000원÷44두=136.3원

간 접 비 1.0 0.2 교통비ㆍ통신비 등

이 윤 1.5 0.3

판 매 금 액 326.2 66.8

육
가
공
업
체

도축관련비용 20.2 4.1

도살처리수수료 16,400원
도축세 2,200원
검사수수료 600원
등급판정수수료 400원
양돈자조금 600원

가 공 비 16.3 3.4 골발비 9,300원 + 포장재비 7,000원

운 송 비 2.6 0.5 지육운송: 청원 → 서울(130,000원÷50두=2,600원)

간 접 비 16.0 3.3 업체운영유지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등

이 윤 2.8 0.6

판 매 금 액 384.1 78.7

∘판매가격: 정육판매가격+1ㆍ2차부산물가격
- 정육판매가격356,500원(정육중량55kg, 정육율50%)
- 1차부산물가격: 17,000원
- 2차부산물가격: 10,620원

대
리
점

간 접 비 72.7 14.9 점포운영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등

이 윤 31.1 6.4

판 매 금 액 487.9 100.0

∘판매가격: 정육판매가격+1ㆍ2차부산물가격
- 정육판매가격460,325원(정육중량55kg, 정육율50%)
- 1차부산물가격: 17,000원
- 2차부산물가격: 10,620원

부표 2-5. 돼지고기 유통비용 (횡성 → 서울 육가공업체)

단위: 천원/두, %, 한우거세, 1+등급

주: 1) 유통경로: 양축가 → 산지유통인 → 육가공업체(도축장) → 대리점

2) 지육경락가격 : 지난 주 전국 평균 경락가격(’10.8.23～8.27) 적용

- 경락가격 3,997원, 지육중량 75kg(지육률 68%)

3) 1차 부산물가격(17,000원) : 두․T내장 12,000원, 족 2,800원, 돈피 2,200원

4) 2차 부산물가격(10,620원) : 등뼈․T잡뼈 1,400원, 지방 9,220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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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축
가

농가수취가격 321.3 48.2

∘농가수취가격: 지육경락가격+1차부산물가격

- 지육경락가격: 303,825원=4,051원×75kg

ㆍ지육중량: 75kg(지육률) 68%

- 1차부산물가격: 17,440원(두ㆍ내장, 돈피, 족)

판 매 가 격 321.3 48.2

생
산
자
단
체

운 송 비 3.0 0.5
농가 → 도축장(130,000원÷44두=2,954.5

원)

계 근 비 0.1 0.0 6,000원÷44두=136.4원

도축관련비용 18.2 2.7

도살처리수수료 13,750원

도축세 2,700원

검사수수료 700원

등급판정수수료 400원

양돈자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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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비 36.1 5.4 공장유치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등

이 윤 18.0 2.7

판 매 금 액 417.5 62.7

∘판매가격: 정육판매가격+1ㆍ2차부산물판매가격

- 정육판매가격389,100원(정육중량55kg, 정육율55%)

- 1차부산물: 17,440원

- 2차부산물: 10,920원

대
형
마
트

간 접 비
이 윤

174.2

74.7

26.1

11.2

판 매 가 격 666.4 100.0

∘판매가격: 정육판매가격+1ㆍ2차부산물판매가격

- 정육판매가격638,000원(정육중량55kg, 정육율55%)

- 1차부산물: 17,440원

- 2차부산물: 10,920원

부표 2-6. 돼지고기 유통비용 (횡성 → 서울 대형유통업체)

단위: 천원/두, %, 한우거세, 1+등급

주: 1) 유통경로: 양축가 → 생산자단체 → 대형마트

2) 지육가격은 서울 가락동 농협축산물공판장 경락가격(’10.8.9～8.13) 적용

- 경락가격 18,300원, 지육중량 377kg(지육률 58% 적용)

3) 1차 부산물가격 산지가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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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뼈 60,000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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