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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서민경제 안정과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자물가 안정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 확대되면서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 요구가

높다. 축산물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지만 생필품으로

구입 빈도가 높고 수급상 단기변동이 많아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체감 정

도는 작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축산물가격의 불안정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수급 변화뿐만 아니

라 불합리한 유통구조도 그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축산물 가격안

정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

나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양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축산

물 수급 및 유통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물가안정을 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유통 관련 정책사업

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가 국내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쇠고기 및 돼지고기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대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 소비자, 유통업자, 교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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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축산물과 축산식품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생

적 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정책의 집행 성과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의 평

가를 통해 효과적인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물가 안정의 가격 변동성 완화와 전반적인 가격 수준

의 인하 측면에서 각각의 정책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가 가격 변동성 완화 측면과 가격 인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

로 조사되었고, 산지조직화(규모화)가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두 번째 순위

를 차지하였다. 두 정책 이외에 가격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민간 계열

화’ ‘축사시설 현대화’ ‘부분육 유통활성화’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

고, 가격 인하 측면에서는 ‘직거래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부분육 유

통 활성화’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축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축산 관련 정책들에 대한 효

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관계자의 수용성 등 4가지 측면의 평가에서 ‘협

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가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의 시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축산물 이력제’, 수용성

측면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대’가 각 항목에

서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다.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의 경우, 시행

가능성과 수용성 측면에서도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여 주체가 다양한 현행 다단계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하고 가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를 통합하여 유통 주체

의 의사결정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축산물 유통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개별농가 중심의 생산 및 출하방식을 산지

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거래 교섭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 주체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도축, 가공, 배송 기능을 통합

해 규모의 경제 및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관경영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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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정된 판매처를 확보하고 소비자 Needs 충족과 더불

어 소비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단계에서는 ①

산지조직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브랜드 및 계열화사업을 연계하여 추

진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하고, 조직화된 협업체에 대한 종합지원 및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축산물 생산요소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료의 가격 불안정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국제선물거래 전문가 육성, 국내 사료작물 생산량 확대, 그리

고 축산농가와 사료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료안정기금 조성도 적

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탄력적인 운영도 필

요하다. 한우두수를 고려한 보장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으로 송아지 생산비 절감 목표와 연계한 안정기준가격 설정도 검토되어야

한다. ③ 가격의 계절성 완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도매단계에서는 ① 구조 조정대상 도축장의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이 가능토록 하여 도축장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역별 거점 도축장을 육

성하여 부분육 유통을 주도하고 지역별로 축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돼지고기 선물시장을 활성화하고 쇠고기 시

장으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선물상장 기본예탁금 및 증거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소매단계에서는 ① 비선호부위의 재고 비용이 선호부위 가격에 전가되

는 현행 가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둠판매방식 개발 등 비선호부위 소

비 촉진을 통한 선호부위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② 국내 고품

질 축산물에 대한 차별적 선호 소비계층의 Needs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한 전문 판매점을 통한 고급육 유통채널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③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브랜드 직영점 종합센터

등 다양한 축산물 직거래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사이버 직거래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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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육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필요하고, 직거래에 필요한 물류, 정산,

품질관리 등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④ 대형할인점 등 소매점을 중

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축산물 등급표시제를 일반 음식점 등으로 확대 추

진하고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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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Meat Marketing System for a
stability of the Consumer Price

This research analyze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the consumer price 
from livestock and meat related policies, and seeks effective policy options. 
To meet this end, the research conducted expert survey to rank relative im-
portance of policies which aim to reduce meat price volatility and price 
markdown.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integration by cooperative was 
mostly selected policy option for all objectives. Organizing producers and 
scale improvement was the second best choice from the survey. In a goal 
of reducing price volatility, integration by private enterprise, modernizing 
farm facilities, activating cut-meat distribution were selected as the best 
policy options. In a goal of price markdown, expanding direct dealing, en-
couraging vertical and horizontal integration, activating cut-meat dis-
tribution were selected as the best policy options.
 
This research performed another expert survey to evaluate efficiency, effec-
tiveness, enforceability, and acceptability of policy options for reducing 
meat price volatility and improving marketing system. Integration by coop-
erative was mostly selected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Meat 
traceability was selected as a best policy option for government’s 
enforceability. Modernizing farm facilities with develop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productivity was the best suit for the farm acceptability. It is in-
teresting that integration by cooperative policy also received high rank in 
enforceability and acceptability categorizes. 

From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marketing stages to facilitate stakeholders’ prompt decision making in a sit-
uation of current complex meat marketing system with man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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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To do so, several policy directions are recommended such as, 
1) improving productivity and marketing power of producers by integrat-
ing, 2) achieving market efficiency and economy of scales by merging 
slaughter, deboning and processing, shipping stages. 3) securing consumers 
and improving customer satisfaction. 

To improve beef and pork domestic marketing system,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options for each different marketing stage. In the production 
stage, policies such as 1) integration and local brands has to be linked to 
coordinate producers. 2) Solving animal feed price instability to mitigate 
input price pressure. Also it is important to adopt flexible “calf production 
stabilization policy” for a future. 3) Farm modernizing and production tech-
nology improvement is urged to reduce seasonal effect of meat and live-
stock prices. In the wholesale stage, it is necessary to 1) facilitate regional 
lodgment slaughtering and processing center for effective boxed meat 
distribution. 2) Revitalize the pork futures market and expand to beef 
industry. In the retail stage, several approaches are needed as below. 1) 
Markdown favored meat part price by encouraging low-fat meat con-
sumption, 2) introducing government certified high-quality meat dis-
tribution channel, 3) developing various meat direct dealing systems, 4) en-
forcing meat quality certification labeling policy to restaurant.  

Researchers: Huh, Duk; Woo, Byung-Joon, Kim, Won-Tae
E-mail address: huhdu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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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장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국민소득 증가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및 축산식품 소비

가 증가하고, 축산물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어

국내 축산물 가격변동이 소비자의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

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의

수립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축산물의 급격한 가격 변동의 원인으로는 급

변하는 수급 변화와 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 및 가격구조에 의한 유통체계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생산부문에서의 문제, 전염병 발생

등에 의한 수요 감축과 같은 산업 외부적인 문제 등의 요인에 의해 가격

변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생적 요인을 분석할 필요

가 있다.

이제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수의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전개

되어 왔다. 그렇지만 정책의 중복은 물론이고 효율성 면에 있어 그다지 효

과적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축산물과

축산식품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생적 요인을 분석하고, 제

1세부과제부터 제3세부과제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양한

물가 안정 정책의 작동 체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각종 정책의 집행



서 론2

성과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의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시장단계별 가격연계성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김석현(1998)은 산지 돼지가격의 안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지 돼

지가격의 변동추이와 변동원인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돼지가격의 단기

적 변동원인은 돼지 수태율의 차이 등 공급 측면에 있고, 수요 측면은 장

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가 돼지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

하였다.

정민국 등(2000)은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쇠고기 유

통단계별 인과성 분석과 충격반응 분석을 실시했다. 여기서 쇠고기시장의

주도가격은 산지와 도매가격이고 두 가격 모두 송아지가격에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밝히고 한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다산장

려금제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최정섭 등(2001)은 육류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 제고와 소비자에게 육

류 기준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산정 모형’을 개발하

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 권장가격이 공정성과 실효성을 가

지기 위해 지역별 권장가격의 차별화, 조사방법의 체계화, 참여 점포에 대

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정경수(2004)는 쇠고기시장 개방이 국내시장가격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변동성 모형과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성 모형을

구성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쇠고기시장의 개방 정도가

확대되면서 국내 쇠고기 가격의 변동성은 감소하였으나 생산기반은 위축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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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삼(2008)은 쇠고기 돼지고기시장의 계절성과 요일 효과가 가격변

화율 및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

변동성에 요일 효과와 계절 효과가 존재하며, 변동성 집적현상이 있음을

제시했다. 그리고 축산 관련 시장 참여자들에게 돈육선물 등을 이용한 가

격위험 헤지 수단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2.2. 유통실태 조사 연구

허길행 등(1997)은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곡 축

산물 수산물 유통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축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가축시장의 영세한 구조와 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산지유통기능 강화, 부분육 유통센터 특화, 육류판매점 시설

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축산물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한 표준규격화,

포장판매 등을 제시했다.

김병률 등(1999)은 농축산물 유통구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유통구조

상의 문제점과 효율성을 분석했다. 여기서 쇠고기는 축협 직매장을 통한

유통경로가 유통효율이 높고, 돼지고기의 경우 육가공업체를 통한 유통경

로가 유통효율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정민국 등(2002)은 도․소매업체의 구매 및 판매 실태와 소비자의 쇠고

기 구매실태 및 지불의향 수준을 파악하여 한우고기의 시장 차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여기서는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향은 수입쇠

고기보다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불의향 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

하며, 한우고기의 차별화를 위해서 고급육 생산의 증가와 생산비 절감, 안

전성 제고와 정보 제공의 강화, 부정 유통의 차단, 쇠고기 유통 및 소비 관

련 데이터의 정비·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유철호(2004)는 축산물의 수급 유통실태 수입 유통정책을 종합하여 정

리하고 축산물 유통과제를 제시했다. 향후 변화되는 축산물 유통 환경에

대비해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품질경쟁력 제고, 위생 및 안전성 제고,



서 론4

투명한 유통여건 조성, 가격안정화, 그리고 생산자단체 역할 증대 등을 제

시했다.

김강식 등(2004)은 수입육의 둔갑 유통에 따른 국산육에 대한 소비자 신

뢰도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수입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연구에서 대형 매장을 제외한 일반 매장의 32～59%에 해당

하는 거래를 원산지 표시 위반거래로 추정했으며, 수입육 둔갑 판매 방지

대책으로 월별 국산 및 수입육 부위별 가격 예시 제도화, 수입육의 거래자

료 기장 비치 제도화, 유통단계별 원산지 표시 거래 지도 및 단속 강화 등

을 제안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2006)는 국내축산물과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가축경로별 유통주

체 및 점유율, 농가의 출하형태별 경제성, 축산물의 유통경로별 유통 주체

와 점유비 등을 분석하고 축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사

항을 제시했다.

이병오 등(2010)은 소비자가 한우고기에 대한 판별 능력이 부족하고 수

입쇠고기에 대한 불신감이 존재함을 밝히고, 한우고기의 유통신뢰성 확보

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 지불의사가 있음을 분석했다.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한우고기의 품질향상과 식품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비자 신뢰

유지가 중요함을 주장했다.

2.3. 축산정책 관련 연구

농업․농어촌 투융자 사업 평가 등의 일환으로 축산정책 부분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강정일 등(1997), 김정호 등(2000), 김용택 등(1997, 1999,

2003, 2006) 다수가 있으나 대부분 정부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한 연구이

며, 축산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분석으로는 미흡하다.

세계농정연구원(2006)은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도입 방

안을 모색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식육안정기준가격제도, 덴마크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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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계열화정책, 미국의 자조금제도를 소개하였으나 국내 축산물 가격 안정

차원에서의 정책 분석이나 제도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민국 등(2008)은 축산정책들이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축산물의 농가교역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채산성이

향상되어 왔음을 제시했으며,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교역조

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축산유통 정책과 축산물 가격의

관계에 관한 분석은 논외로 하고 있다.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축산물 수급모형 개발, 유통 단계별 가격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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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물가 안정을 위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축산물 수급 구조분석, 가격 연동성 계측, 유통체

계 및 시장구조 파악, 축산정책 평가 및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 연

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다른 세부과제들에서 분석하고 있는 축산물 유통정책의 가격

안정 효과를 경제 이론과 비교정태모형 등을 통해 이론적 계량적으로 분

석하고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유통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

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도

출한다는 데 있어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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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과 내용

3.1.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축산물 수급 및 유통 관련 이론적 고찰을 위한 기존 문헌

조사 분석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국내 축산물 유통 관련 조사 결

과 및 통계자료를 분석했으며, 외국의 축산물 유통 현황 및 정책 파악을

위한 관련 문헌 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했다.

기존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 관련 정책 평가 및 대안 모색을 위해 관련

전문가 면담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담당자, 전문가, 업

계와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축산물 유통비용 절

감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 제도, 정책 마련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정책협의회 개최, 관련 정보 공유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3.2. 연구내용

이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을 다룬다. 제2장은 국내 축산업

관련 정책사업 검토와 물가 관련 주요 축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가 정리되어 있다. 제3장은 일본, 미국, 유럽의 축산물 유통 관련 제도와

그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4장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축

산물 유통 정책 평가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각 유

통단계별 주요 과제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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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축산업 관련 정책사업 검토

1.1. 한육우 관련 생산 및 유통부문 정책

1.1.1. 생산부문 정책

한육우 생산부문의 정책사업은 크게 사육기반 확충, 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물가안정과 직접

관련된 사업군은 수급 및 가격안정군으로 단기적인 물가 안정정책들이 대

부분이다. 사육기반 확충이나 가축개량사업군도 물가에 직간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정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육우 사육기반 확충 사업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료비용

절감과 함께 가축의 생산성 향상으로 단위당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축산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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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의 목적 비고

한우경쟁력강화사업

UR 협상 타결과 WTO 출범에 따른 축산

물의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품목별 국제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융자 지원을 확대

통합

한우다산장려금 암소 유전자원 보호 육성 폐지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한우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

화로 농가소득 증진
통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경쟁력 강화

사료사업 지원 사료수급/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 기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 퇴비·액비 에너지로 자연순환농

업 활성화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

주변 환경과 조화된 친환경축사 설치, 운

영으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환

경 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친환경 축사시

설 모델 보급

통합

축산단지 조성사업
축산분뇨 공동처리 장려 및 규모의 경제성

획득
폐지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지원
축산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에 지원
통합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

산성 향상

표 2-1. 한육우 사육기반 확충 사업 내용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 중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소 번식기반 유지 및 확

충에 의해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같은 부류의 축산자조금

지원사업도 홍보,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에 의한 수요 확대를 통해 산업의

안정적 발전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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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의 목적 비고

품질고급화장려금

쇠고기 품질 고급화를 통한 소산업 경쟁력 제고,

수소의 거세를 유도하고, 고급육(1등급 이상) 생

산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

폐지

한우개량사업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 과정을 거쳐 유전적

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가축의 생산성 향상으

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우수축출하포상금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장려 폐지

쇠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
대외개방 대비 쇠고기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

시설 지원

브랜드, 생산자단체 대상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가축질병근절대책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선진국형 가축방역

표 2-3. 한육우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의 목적 비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 유도

소산업 정보화사업

국내 소산업의 제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

축에서 소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

반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폐지

축산자조금지원사업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표 2-2. 한육우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 내용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사업군에서 한우개량사업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

는, 장기적으로 물가안정에 중요한 정책이다. 우수축 출하포상금제도는 중

앙정부의 정책으로는 폐지되었지만, 농가의 소득 안정화 및 증대에 효과적

이기에 지방정부 또는 각 브랜드 조직 등에서 아직도 시행하는 정책이다

<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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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의 목적 비고

체계 전환,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

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경쟁력 제고, 선

진국형 도축검사체계로 전환, 국민보건 향상, 지

방자치단체의 적극성 유도

가축공제

자연재해(수해, 풍해 등) 및 화재 등으로 축산경

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보장,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전염

병의 조기 발견 및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으로 재해 예방

가축방역

가축전염병의 발생․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

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 인수공통전염

병․기생충병 등의 근절 추진으로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

축산업등록 지원사업
가축 두당 최소면적 확보를 위해 가축 사육시설

등 증개축 보수에 지원

축산경영자금 지원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가축개량협의회 운영 효과적인 가축개량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종축등록 및 신기술 보급
종축의 효과적 관리 및 신기술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가축개량 전산망 구축 가축개량 효율적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1.1.2. 유통 부문 정책

유통 관련 정책사업으로는 유통체계개선 사업군이 해당된다. 이 부류의

사업들 역시 대부분 물가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물

가안정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우 관련 유통정책 중 물가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원산지표시 정책과

함께 부정유통의 근본을 차단하는 작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우에 대한 공

급 축소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심을 통해 수요를 증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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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의 목적 비고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

소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

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을 통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 최

소화,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둔갑판매 방

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 확대에 기여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외국과 국내산 쇠고기 구분 판매, 외국산 쇠고

기 전문판매시설 지원
폐지

식육소매유통시설
식육소매유통 시설을 개선하고 정예화하여 소매

단계 유통개선 도모
통합

직거래 매취사업

친환경인증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하는 생산자단

체, 소비자단체 등에 직거래자금을 지원하여 친

환경인증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도모

통합

원산지표시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

자 보호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 구축

사업

수입쇠고기 취급 판매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

고·기록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

입쇠고기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위생적인 도축 가공시설 기반 확충을 통한 축

산물 유통구조 개선, 부분육 냉장육 브랜드육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도축장 위생수준 제고 및 경영개선 도모를 통

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육가공장

등에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 활성화

축산물 등급판정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산 축산물을

품질고급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국제경쟁

표 2-4. 한육우 유통체계개선 사업 내용

는 데에도 일조한다<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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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의 목적 비고

력 제고, 축산물의 등급별 구분판매와 냉장유통

촉진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 확보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지원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 유통을 통한 시장차별화

및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규모화 전문

화된 생산조직을 중점 육성 지원하여 축산농가

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득 보장

통합

축산물종합처리장․공판

장 및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오리도축 가공장의 안

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활성화, 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의 출

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축산농가와 소비자 보

호

도축장 시설현대화 작업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기존 도축장

(소 돼지 닭)을 통 폐합하여 시설 개선을 유도,

선진국 수준의 위생적인 도축시설을 갖추어 가

동률을 향상시켜 경쟁력 강화

축산물 종합직판장 및

공판장, 직거래판매점

생산·도축·가공·판매의 일관된 유통체계 확립

추진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통합

브랜드육 가공시설

변화하는 축산물 유통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일반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

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및 육성

통합

브랜드가맹점 육성
브랜드 축산물 판매망을 구축하여 판매 확대

및 판로 확보
통합

도축장 HACCP 및

컨설팅 지원

축산물 HACCP 적용 확대에 따라 HACCP 준

수를 원하는 영업자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 운

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

생 안전성 확보

통합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설치로 생산 도축 가공

판매의 일관된 유통체계 확립 추진으로 유통단

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폐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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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의 목적 비고

축산물공판장 건설
축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출하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의 공정한 가격 형성 유도
통합

부분육 가공시설

생산 도축에 이은 부분육 가공 판매의 일관된

유통체계 확립 추진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유

통비용 절감

통합

냉장육 전문판매점 시설

개선

영세하고 냉동육 판매 위주의 식육판매점을 대

형화 전문화된 판매업소로 개선, 냉장육 유통체

계를 개선, 부위, 등급, 품종별 구분판매를 통한

공정거래와 업소 간 자율경쟁으로 육류가격 안

정

통합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농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 대하여 선별, 포

장, 운송 등 수출물류비 및 수출보험, 안전성

확보 등 수출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원하여 수

출 확대 도모

축산위생시설 자금 지원
도축시설의 현대화 추진 및 HACCP 제도의 효

율적인 시행
통합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 식육처리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지원사업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

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시장지향성 강화 경쟁력 제고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도모, 규모화 전문화된 브랜

드 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우수

축산물브랜드 벤치마킹 유도

HACCP 컨설팅

지원(축산종합지도

지원)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

생 안전성 확보

축산물 검사
위생검사 강화로 소비자 신뢰 및 국민보건 증

진 도모

가축 및 계란

수송특장차량 지원

운송체계 현대화로 축산물 품질 향상, 축산물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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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경쟁력강화사업

UR 협상 타결과 WTO 출범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품목별 국제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 투융자 지원을 확대

통합

사료사업 지원 사료수급/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 기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 퇴비·액비 에너지로 자연순환농업 활

성화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

주변 환경과 조화된 친환경축사 설치, 운영으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환경 친화적 축

산기반 구축, 친환경 축사시설 모델 보급

통합

축산단지 조성사업 축산분뇨 공동처리 장려 및 규모의 경제성 획득 폐지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
축산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축산기자재 생산시

설에 지원
통합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 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표 2-5. 양돈 사육기반 확충 사업 내용

1.2. 양돈 관련 생산 및 유통 부문 정책

1.2.1. 생산 부문 정책

양돈 생산 부문 정책사업은 사육기반 확충 사업군, 수급 및 가격안정 사

업군, 가축개량 사업군, 경영개선 사업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사육

기반 확충 사업군에서 사료사업 지원사업은 사료비용 절감과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표 2-5>.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군 중 자조금지원사업은 홍보, 조사연구, 기술개

발 등에 의한 수요 확대를 통해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물가 안정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이다<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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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의 목적 비고

돼지개량

종돈 검정소 검정과 농장 검정 병행 추진, 국

내 능력검정 결과 우수 종돈의 정액처리업체

활용 유도, 종돈장 순종돈 능력검정 확대로 국

가 단위 유전능력 평가 및 핵돈군 육성 사업기

반 조성

통합

가축개량협의회 운영 효과적인 가축개량 목적->생산성 향상 도모

종축등록 및 신기술 보급
종축의 효과적 관리 및 신기술 적용으로 생산

성 향상

가축개량 전산망 구축 가축개량 효율적 추진->생산성 향상

종축시설현대화사업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생산성 향상

표 2-7. 양돈 가축개량 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의 목적

양돈자조금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조사사업 축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지원

표 2-6. 양돈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의 목적

가축질병근절대책

민 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선진국형 가축방역체계 전

환,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

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선진국형 도축검사체계로

전환, 국민보건 향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유도

가축공제

자연재해(수해, 풍해 등) 및 화재 등으로 축산경영의 계

획화와 양축가 소득 보장,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

축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안정

적인 양축기반 조성,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축사시설

에 대한 안전진단 등으로 재해 예방

표 2-8. 양돈 경영개선 사업 내용

가축개량 사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은 한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기적 측면에서의 물가 안정에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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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의 목적 비고

축산물(돼지고기)

품질향상
돼지고기 품질 향상을 위해 생산에 대한 지원

돈가스 외식프랜

차이즈설치 지원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 수요처 개발 및 소비 촉진

가공판매시설 및 운영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기반 확충을 통한 축산물 유통구

조 개선,,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도축장 위생수준 제고 및 경영개선 도모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육가공장 등에 안정적인 원료확보체

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 활성화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양돈계열화 사업)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공통

육가공업체 시설 지원
육가공장 등에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

를 통한 운영 활성화

표 2-9. 양돈유통구조개선 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의 목적

가축방역

가축전염병의 발생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 인수공통전염병 기생충병 등의 근

절 추진으로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

축산업등록 지원사업
가축 두당 최소면적 확보를 위해 가축 사육시설 등 증개

축 보수에 지원

축산경영자금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

전업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1.2.2. 유통 부문 정책

유통 관련 사업은 유통구조개선 사업군이 해당된다. 이 부류의 사업들

역시 대부분 물가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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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의 목적 비고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위생적인 도축 가공시설 기반 확충을 통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부분육 냉장육 브랜드육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도축장 위생수준 제고 및 경영개선 도모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육가공장 등에 안정적인 원료확보체

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 활성화

축산물 등급판정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산 축산물을 품질고급화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국제경쟁력 제고, 축산물의 등급

별 구분판매와 냉장유통 촉진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

반 확보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지원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 유통을 통한 시장차별화 및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규모화 전문화된 생산조직을 중점

육성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보장

통합

축산물

종합처리장․공판장 및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축산물종합처리장(LPC)․오리도축·가공장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체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활성화, 축산물도

매시장 공판장의 출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축산농가와 소

비자 보호

도축장시설 현대화

작업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기존 도축장(소 돼지․닭)

을 통․폐합하여 시설 개선을 유도, 선진국 수준의 위생적인

도축시설을 갖추어 가동률을 향상시켜 경쟁력 강화

축산물종합직판장 및

공판장 직거래판매점

생산·도축·가공·판매의 일관된 유통체계 확립 추진으로 유통

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통합

브랜드육 가공시설

변화하는 축산물 유통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반 브

랜드와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

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우수 축산물브

랜드 인증 및 육성

통합

브랜드가맹점 육성 브랜드 축산물 판매망을 구축하여 판매 확대 및 판로 확보 통합

도축장 HACCP 및

컨설팅지원

축산물 HACCP 적용 확대에 따라 HACCP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 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

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

통합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설치로 생산 도축 가공 판매의 일관

된 유통체계를 확립 추진해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

감

폐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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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의 목적 비고

축산물 공판장 건설
축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출하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의

공정한 가격형성 유도
통합

부분육 가공시설
생산 도축에 이은 부분육 가공·판매의 일관된 유통체계 확립

추진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통합

냉장육 전문판매점

시설 개선

영세하고, 냉동육 판매 위주의 식육판매점을 대형화 전문화

된 판매업소로 개선, 냉장육 유통체계를 개선, 부위,등급, 품

종별 구분판매를 통한 공정거래와 업소 간 자율경쟁으로 육

류가격 안정

통합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농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 대하여 선별, 포장, 운송 등

수출물류비 및 수출보험, 안전성 확보 등 수출 인프라 강화

를 위해 지원하여 수출확대 도모

축산위생시설 자금

지원
도축시설의 현대화 추진 및 HACCP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 통합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
식육처리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지원사업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

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시장지향성 강화 경쟁력

제고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도모, 규모화 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우수 축산물브

랜드 벤치마킹 유도

HACCP 컨설팅지원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

축산물 검사 위생검사 강화로 소비자 신뢰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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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가 관련 주요 축산 정책 전문가 평가

앞에서 언급된 축산물 관련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정책의 중요도 순위를 밝히기 위해 축산 관련 전문가 63명에게 서

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11년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이

었으며, 응답률은 47.6%에 달했다. 피조사자들은 조사표에 정책당 5점 만

점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2.1. 한우 조사 결과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연구자와 업계 관계자 그리고 정책담당자(공

무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 4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총 24개 대상 사업 중에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산지조직화 두 가지뿐이

었다. 전체 평균 3.5점 이상 받은 사업은 앞선 두 가지 사업 이외에 가축방

역, 가축질병근절대책, 사료사업 지원 등 총 5개 사업이었다.

답변자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연구자 그룹에서는 산지조직화 〉송아

지생산안정사업 〉가축 방역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업계에서는 산

지조직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질병근절대책, 사료사업 지원, 가축분

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이 평균 4.67점의 동일한 점수를 받으며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정책담당자의 경우에는 산지조직화와 한우경쟁력강화사업이

4.67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받았으며 그 뒤를 이어 가축방역과 한우

개량사업이 4.33점의 평균점수를 얻었다<표 2-10>.

가장 낮은 전체 평균점수를 받은 사업으로는 소산업 정보화사업, 친환경

축사설치 시범사업, 한우다산장려금 등이 있다. 특이한 점은 한우경쟁력강

화사업의 경우 업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으나, 정책담당자들은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상반된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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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전체

평균

연구자

평균

업계

평균

정책담당자

평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4.08 4.00 4.67 4.00

산지 조직화 4.08 4.10 4.67 4.67

가축방역 3.77 3.90 4.33 4.33

가축질병근절대책 3.54 3.50 4.67 3.67

사료사업 지원 3.54 3.40 4.67 3.67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3.46 3.30 4.67 3.33

한우개량사업 3.38 3.40 4.33 4.3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38 3.40 3.33 4.00

종축 등록 및 신기술 보급 3.31 3.20 4.33 3.00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지원 3.31 3.10 3.67 3.33

한우경쟁력강화사업(통합) 3.31 3.60 2.00 4.67

품질고급화장려금 3.23 3.20 3.67 3.67

가축개량 전산망 구축 3.08 3.20 3.67 3.33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통합) 3.00 2.90 3.00 2.67

축산단지 조성사업 2.92 2.90 2.00 3.33

가축공제 2.92 2.90 3.33 2.67

우수축출하포상금 2.85 2.70 3.67 2.67

축산업등록 지원사업 2.77 2.90 2.33 3.00

한우자조금 2.69 2.50 3.67 2.00

가축개량협의회 운영 2.62 2.80 2.00 3.00

축산경영자금 지원 2.62 2.40 2.67 3.00

소산업 정보화사업(폐지) 2.54 2.40 2.67 2.00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 2.54 2.60 2.33 3.33

한우다산장려금(폐지) 2.54 2.40 3.33 1.67

표 2-10. 한우 생산분야 정책 조사 결과

한우 유통정책 중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책들이 전체 평균 4점 이상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받은 사업은 수입축산물 관세 인하였으

며, 그 다음으로는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도매시장가격상하한

제, 부정육판매단속강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사업, 유통시설현대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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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전체

평균

연구자

평균

업계

평균

정책담당자

평균

수입축산물 관세 인하 4.15 4.10 4.00 4.67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지원 4.08 4.00 4.67 4.33

도매시장가격상하한제 4.08 4.00 4.33 4.33

부정육 판매단속 강화 4.08 4.00 4.67 3.33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4.08 3.90 4.67 3.67

유통시설 현대화 4.08 4.10 4.33 4.33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 구축 사업 4.08 4.00 4.33 4.33

직거래 매취사업 4.00 3.80 4.33 4.00

도축장 구조조정 4.00 4.10 4.33 4.00

소매단계 등급표시제 4.00 4.00 4.33 4.00

부분육 유통활성화 4.00 3.90 4.33 3.67

축산물 종합처리장․공판장 및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4.00 3.90 4.33 3.67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4.00 3.90 4.33 4.00

도축장시설 현대화 작업 4.00 3.90 3.67 4.00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3.62 3.50 3.33 3.67

원산지표시제 3.62 3.60 3.67 4.33

축산물 종합직판장 및 공판장, 직거래판매점 3.38 3.10 4.00 3.00

축산물 등급판정 3.38 3.30 3.67 3.67

축산물 공판장 건설 3.23 3.10 3.67 3.33

브랜드육 가공시설 3.15 2.90 3.33 2.67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지원사업 3.08 3.30 2.33 3.33

도축장 HACCP 및 컨설팅 지원 3.00 3.30 2.33 3.00

축산물 검사 3.00 3.20 3.00 3.00

선물시장 활성화 2.92 2.70 2.67 3.00

냉장육 전문판매점 시설개선 2.92 2.80 2.33 3.00

브랜드가맹점 육성 2.92 2.80 2.67 2.00

HACCP 컨설팅 지원 2.85 3.10 2.00 3.00

부분육 가공시설 2.77 2.60 2.67 2.67

식육소매유통시설 2.77 2.70 2.67 2.67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 2.77 2.90 2.67 3.00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2.77 2.70 3.00 2.33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2.77 2.70 3.00 2.67

축산위생시설 자금 지원 2.69 2.80 2.33 2.67

표 2-11. 한우 유통분야 정책 조사 결과

업,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축산위생시설 자금지원사업은 가장 낮은 종합점수를 받았다<표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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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전체평균 연구자
평균 업계 평균 정책담당자

평균

모돈 전문농장 육성 4.00 4.00 4.00 3.67

산지 조직화 4.00 4.00 4.00 4.00

가축질병근절대책 3.69 3.60 5.00 4.00

가축방역 3.62 3.60 4.67 4.00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3.46 3.40 4.33 3.33

사료산업 지원 3.38 3.20 4.00 4.00

돼지개량 3.31 3.10 4.33 3.33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지원 3.08 3.10 3.00 3.67

종축등록 및 신기술 보급 3.00 2.90 4.00 3.00

돼지경쟁력강화사업 3.00 3.00 3.00 4.00

축산단지 조성사업 2.92 3.00 1.67 4.00

양돈자조금 2.92 2.80 3.67 2.67

가축공제 2.92 3.20 2.67 3.33

축산경영자금 2.85 2.80 3.00 3.67

가축개량 전산망 구축 2.77 3.00 2.67 3.33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 2.69 2.90 2.00 3.00

조사사업(공통) 2.62 2.80 2.00 2.33

축산업등록 지원사업 2.54 2.70 2.00 3.00

가축개량협의회 운영 2.46 2.60 2.00 2.67

표 2-12. 양돈 생산분야 정책 조사 결과

2.2. 양돈 조사 결과 

양돈 생산 분야 조사 결과 모돈 전문농장 육성과 산지 조직화 사업이 가

장 높은 전체평균 점수를 받은 반면, 가축개량협의회 운영 사업이 가장 낮

은 점수를 받았다. 설문대상자 분야별로는 업계의 경우 가축질병근절대책

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정책담당자들은 비교적 대부분 사업에 고

르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특이한 결과는 종축등록 및 신기술 보급 사업

에 대해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그룹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반면 업

계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표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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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전체평균
연구자

평균

업계

평균

정책담당자

평균

양돈계열화 사업 4.08 4.10 4.33 4.33

소매단계 등급표시제 4.08 4.30 3.67 4.33

축산물종합직판장 및 공판장

직거래판매점
4.00 3.90 4.33 4.67

도매시장가격상하한제 4.00 4.10 3.33 4.33

선물시장 활성화 4.00 4.10 4.00 3.67

도축장 구조조정 4.00 4.00 4.33 4.00

수입축산물 관세 인하 4.00 3.90 4.00 4.67

부정육 판매단속 강화 4.00 3.90 4.33 3.33

시설현대화 4.00 4.00 4.00 4.00

부분육 유통활성화 4.00 3.90 4.00 4.00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지원 3.54 3.40 4.00 3.67

축산물 등급판정 3.46 3.70 3.00 4.00

도축장시설 현대화 작업 3.31 3.60 3.00 3.33

축산물 종합처리장․공판장 및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3.23 3.30 3.00 3.67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3.23 3.00 3.67 3.33

축산물 공판장 건설 3.15 3.10 3.00 2.67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3.08 3.30 2.33 3.67

냉장육 전문판매점 시설 개선 3.08 3.10 2.67 3.00

가공판매시설 및 운영 3.00 2.80 3.00 3.33

축산물 검사 3.00 3.10 3.33 3.00

브랜드육 가공시설 3.00 3.10 2.67 3.00

브랜드가맹점 육성 2.92 3.00 2.67 3.33

육가공업체 시설 지원 2.92 2.80 3.33 3.00

부분육 가공시설 2.92 2.90 3.00 2.33

축산물(돼지고기) 품질 향상 2.92 3.10 2.00 3.67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지원사업 2.92 2.90 3.00 2.67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2.85 2.80 2.67 3.00

도축장 HACCP 및 컨설팅 지원 2.77 3.10 2.00 3.33

축산위생시설 자금지원 2.77 2.90 2.67 2.67

돈가스 외식프랜차이즈 설치지원 2.69 2.80 2.00 2.67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 2.62 2.70 2.33 2.33

HACCP 컨설팅 지원 2.62 3.00 1.67 2.67

표 2-13. 양돈 유통분야 정책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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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책 분야는 한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많은 정책들이 평균 평

점 4점 이상을 받았다. 이 중 양돈계열화 사업과 소매단계 등급표시제도가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얻은 반면,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얻었다<표 2-13>. 양돈계열화 사업과 소매단계 등급표시제도

다음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받은 사업으로는 축산물종합직판장 및 공판장

직거래판매점, 도매시장가격상하한제, 선물시장 활성화, 도축장 구조조정,

수입축산물 관세 인하, 부정육 판매단속 강화, 시설현대화, 부분육 유통활

성화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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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일본은 1961년 농업기본법 을 제정하여 축산업을 선택적 확대산업으로

지정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1961년), 가공원료유생산자

보급금 등 잠정조치법(1965년) 등을 제정하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차

원의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후 1999년 식량·농업·농촌기본법 , 1994

년과 2000년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 등 잠정조치법 의 개정으로 축산물

가격 안정 정책에서 경영안정대책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축산물 가격 안정 제도는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육용 송아지, 낙농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축산물 경영안정대책으로는 육용우번식경영지

원사업, 육용우비육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 양돈경영안정대책사업, 가공원

료유 등 생산자경영안정대책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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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일본의 육류 가격 안정 제도

1.1. 축산물 가격 안정 제도1

1.1.1. 육류 가격 안정 제도

본 제도는 축산물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일본 농축산진

흥기구의 수급조절을 통해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의 안정을 유도하

기 위해 도입되었다.

제도의 목적은 생산자의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육류 공급을 위한 것이

다. 기준이 되는 가격은 도매가격이며, 도매가격의 상한(안정상위가격)과

하한(안정기준가격)을 설정한 후, 도매가격이 하한선인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수매하고, 안정상위가격을 상회할 경우에는

방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1 9월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나카무라대학 가이 사

토시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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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돼지 지육 도매가격 추이(도쿄․오사카 시장)

가. 돼지고기 안정가격

돼지고기 안정가격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되고, 2011년 돼지고기의 안

정기준가격은 1㎏당 401.26엔이며 안정상위가격은 542.88엔이다.

P=[(P0×I×m+k]×(1±)

P: 안정기준가격과 안정상위가격

P0: 기준기간(최근 5년)의 돼지고기 농가판매가격

I: 기준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의 돼지고기 생산비의 변화율(생산자 지수)

: 안정가격 폭(변동계수)

m, k: 지육 도매가격에 대한 농가판매가격의 회귀관계에서 얻은 계수(지육

환산계수) 및 정수

2011년 돼지고기 안정가격:

P=[(300엔×1.007×1.577-4.34]×(1±0.15)=472.07엔×(1±0.15)

자료: 농축산업진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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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쇠고기 지육 도매가격 추이(도쿄․오사카 시장)

자료: 농축산업진흥기구.

나. 쇠고기 안정가격

쇠고기 안정가격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2011년 쇠고기의 안정기

준가격은 1㎏당 817.04엔이며 안정상위가격은 1,061.22엔이다.

P=[(×)×+(×)×+]×(1±)

p: 안정기준가격과 안정상위가격

: 기준기간(최근 7년)의 거세화우 농가판매가격

: 기준기간의 육우(젖소 수소) 농가판매가격

: 기준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의 거세화우 생산비 변화율(생산비지수)

: 기준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의 육우 생산비 변화율(생산비지수)

: 안정가격 폭(변동계수)

, , : 거세화우고기의 지육판매가격에 대한 농가판매가격과 육우

농가판매가격의 회귀관계에서 얻은 계수(지육환산계수), 정수

2011년 쇠고기 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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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122엔×0.829)×0.003] + [431엔×0.909)×2.446] - 21.95

= 939.13엔×(1±0.13)

1.1.2. 육용 송아지 가격 안정 제도

본 제도는 육용송아지생산안정 등 특별조치법 에 따라 199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을 위해 도입

되었다. 육용송아지의 시장거래가격이 보증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보조금

을 교부하고, 합리화목표가격 아래에서 송아지 가격이 형성되면 협회에 적

립된 생산자 적립금을 재원으로 교부하여 육용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한다. 보증기준가격은 수입 자유화 이전의 농가판매가격을 기초로 산

정되며, 송아지 가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리화목표가격을 산정한

다. 두 가격 모두 흑모화우, 갈모화우, 기타, 유용종(홀스타인종 수소), 교잡

종(육용종과 홀스타인종) 등 품종별로 산정한다.

그림 3-4. 육용자우생산자보급급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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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가. 보증 기준 가격 산정법

육용 송아지의 보증기준가격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기준기간은 수

입 자유화 이전 7년간(1983년 2월~1990년 1월로 고정) 이며, 산정 연도에

예상되는 생산비용은 최근 7년간의 생산비 변동에 기초하여 산출한다.

그림 3-5. 송아지 보증기준가격 산출식

나. 합리화 목표가격 산정법

육용 송아지의 합리화 목표가격은 수입 쇠고기 가격에 비육우 환산 계수

를 적용하여 비육우 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비육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값에 시장거래가격 환산계수와 품종 격차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림 3-6. 합리화 목표가격 산출식

쇠고기

평균쇠고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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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 목표가격 산출식에 의하여 계산된 각각의 2010

년 가격은 아래와 같다.

구분 흑모화우 갈모화우
그 외

육류전용종
유용종 교잡종

보증기준가격 310 285 204 116 181

합리화목표가격 268 247 142 83 138

두 가격 간 차이 42 38 62 33 43

표 3-1. 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 목표가격(2010년)

단위: 천 엔/두

일본에는 해마다 육용송아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육용

송아지 시장거래 가격 중 최소 하나 이상의 가격이 보증기준가격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0년대 초반에 보급금 지출액이 많았던 것으

로 나타났다.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교부액 325 187 244 175 26 7 29 110 71

표 3-2. 육용송아지 보급금 교부 실적

단위: 억 엔

1.2. 경영 안정 대책

1.2.1. 양돈 경영 안정 대책 사업

본 사업은 지육가격의 하락, 생산비 상승 등 양돈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

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육가격이 보증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양돈생산자

에게 그 차액의 80%를 지급하며 2010년부터 3년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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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연계, 에코피드 활용 등에 참가하고 있는 대형사업자를 제외한 양돈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금 마련을 위한 갹출 비율은 생산자와 국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2011년 생산자 갹출금은 1마리당 580엔이다.

그림 3-7. 양돈 경영 안정 대책 사업의 구조

자료: 농축산업진흥기구.

1.2.2. 육용우 번식 경영 지원 사업

육용우 번식의 경우 송아지 생산과 판매에 걸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본 회수율이 낮고 거액의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여 송아지 가격이 변동되

기 쉽다는 특징을 가진다. 육용우 번식사업은 육용송아지 생산자 보급금

제도를 보완하며 농가소득을 확보하고 육용우 번식경영의 기반을 안정화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육용 송아지의 매 분기 평균매매가격이 발동기준(가족노동력의 80%를

보상하는 것으로 설정)보다 낮은 경우, 해당 분기의 판매 또는 판매 보류된

육용 송아지(흑모화우, 갈모화우, 기타 육용 전용종)를 대상으로 차액 의

3/4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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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흑모화우 갈모화우 기타 육용 전용종

발동 기준 38만 엔 35만 엔 25만 엔

표 3-3. 품종별 발동 기준

그림 3-8. 육용우 번식경영 지원 사업의 구조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1.2.3. 육용우 비육경영 안정 특별 대책 사업

본 제도는 육용우 비육경영의 수익성이 악화된 경우 생산자의 갹출금과

국가의 조성금으로 이루어진 기금(생산자:국가=1:3)으로 수익과 생산비 차

액의 80%를 보조하는 것으로 육용우 비육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매 분기 비육우 1마리당 수익(전국평균)이 생산비(전국평균)보다

낮은 경우 비육우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대상 품종은 육용 전용

종, 교잡종, 유용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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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육용우 비육경영 안정 특별 대책 사업의 구조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1.2.4. 육용우 경영 안정 대책 보완 사업

본 제도는 육용우 생산이 중산간지역의 기간산업으로 지역경제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고령화 등에 대처할 수 있

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육용우의 안정적인 공급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참가 원활화 대책: 육용우 번식사업의 신규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

여 농협 등이 사료관리시설 등을 정비하여 사료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

력하고 있는 신규 참가자에게 임대하는 등

② 육용우 생산기반 강화 대책: 육용우 생산기반의 강화를 위해 헬퍼 지원,

번식 능력이 좋은 번식우 보급

③ 육용우 진흥대책: 지역의 특색 있는 품종의 생산과 이용을 장려하고, 이

도 및 산간지역의 육용자우 수집 분산 등을 지원

④ 육용우 유통 촉진 대책 및 도입 보증 기금 지원: 육용우 유통을 촉진시

키기 위한 조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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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류 유통 합리화 및 개선 종합 대책 사업 

본 사업은 소비․유통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소비

자,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함과 더불어, 수

입육과의 경쟁, 경기 악화, 구제역(FMD) 발생 등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육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

해 도입되었다.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① 유통 합리화 시설 설비 사업: 산지육류센터의 가공․위생관리․수출용

육류가공 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 정비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② 유통합리화 추진․촉진사업: 효율적인 도축과 폐기물 감량화 등에 필요

한 기술 개발 비용 지원, 기존 개발된 기계 도입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축산 부산물 수급 안정 대책 및 가축시장 유통 촉진 대책 등에 필

요한 비용 지원

③ 육류 유통시설 등 설비 개선 지원: 산지육류센터․가축거래시장․처리

시설의 효율화 및 비용, 환경대책․위생관리 향상에 필요한 설비, 수출

용 육류 처리․가공에 필요한 설비 개선에 필요한 융자의 일부 지원

④ 육류 도매시장 기능 강화: 육류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게 가격이 설정될

수 있도록 육류 도매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전달․수집분산․결

제기능을 강화하며 품질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⑤ 육류 도소매 경영의 안정화: 안정적인 대규모 거래처를 이용하도록 권

장하며 육류 유통에 관한 세미나나 강연회 개최, 경영 개선에 필요한

비용 융자

1.4. 차액관세제도

본 제도는 1971년 수입 자유화로 싼 외국산 돼지고기가 시장에서 유통

돼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도입되었다. 수입 돼

지고기의 가격이 분기점 가격인 393엔/㎏보다 낮은 경우 종량세를 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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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준수입가격인 409.90엔/㎏에 맞추고, 분기점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4.3%의 관세를 징수한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수입가격이 분기점 가격보다 낮은 48.9엔/㎏인 경우

에는 361엔/㎏의 종량세를 징수하고, 수입가격이 분기점 가격보다 높은

489엔/㎏인 경우 4.3%의 관세를 적용하여 과세 후 가격은 510.06엔/㎏이

된다. 4분기의 수입량 누계가 일정 수준(과거 3년간 평균 수입량의 119%)

을 넘는 경우, 현행 세율을 적용하여 WTO협정에서 인정한 수준까지 공급

량을 조절한다.

그림 3-10. 차액관세제도의 구조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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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2

2.1. 미국의 축산 정책

미국 농업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많은 보호 정책과 규제에 영향을 받

고 있지만 축산업은 그렇지 않다. 축산 분야에 정책이 많지 않은 이유는

우선 다른 농산물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고, 타 품목에 비해 농가 수취

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곡물이 축산물 생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곡물류에 대한 정책

이 곧 축산 분야의 간접적인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옥수수 소

비의 55~65%, 대두 소비의 45~50%가 축산물 사료로 이용된다. 양계와 계

란 생산에서 사료비 비중은 60~64%를 차지하며, 돼지고기 생산에서 47%,

쇠고기 생산에서 17%를 차지한다.

미국의 축산업은 고도로 수평적 수직적 계열화가 확대되는 등 기업 형

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료비가 낮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축산업 관련 정책이 많지 않다. 축산

관련 정책은 축산업이 점점 더 기업화되어가면서 개방 시장에 적합한 위험

관리 및 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육류제

품의 위생·안전, 육류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생산농가의 위험관리 등에 초

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2.1.1. 축산물 의무가격보고 제도

의무가격보고 제도는 축산물가격 의무보고법(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Act of 1999)에 의해 축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각 마케팅 단계

2 이 부분은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의 위탁 연구 내용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오클라호마대학 정찬진 교수의 발표 내용을 참조하

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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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참여자들이 거래 가격, 국내 소비 및 수출에 관련된 정보 등을 USDA

에 보고하고 해당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1년 4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시행되었고, 2차례(1차 2006~2010년, 2차 2010~2015년)에

걸쳐 기간이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다.

2.1.2. 축산물 이력추적제

미국의 가축 이력추적제(the 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

NAIS)는 개별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처음

도입되었다, 2009년 이력 추적이 가능한 축산물은 축종별로 가금류가

95%, 양이 95%, 돼지가 80%, 염소가 60%, 말이 50%, 소가 18%이다.

2010년 2월 5일부터는 가축질병이력추적제(Animal Disease Traceability)의

개념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어 향후 이력 추적이 가능한 축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력추적제는 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주를 옮길 때도

추적이 가능하다.

미국 가축 부문 이력추적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는 생산된

육류의 추적시스템이며, 두번째는 개별동물의 이력시스템이다. 현재 이 둘

을 연결하여 농장에서 소비자까지 통합된 가축 이력추적제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1.3. 원산지표시제

원산지표시제(COOL, Country-of-Origin Labeling)는 우리나라와 마찬가

지로 소매상이 반드시 그들이 파는 식품에 대한 원산지를 밝혀야 하는 법

으로 2002년 미국 농업법(Farm Bill 2002)에 의해 의무사항이 되었다.

2008년 미국 농업법(Farm Bill 2008)은 원산지 제도의 확대 실시를 결정하

였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ground

meats)이다. 라벨에는 미국산(U.S. country of origin)임을 알리고, 주 출생

지, 사육지, 도축지 등의 이동 경로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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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위생 및 안전 관리 프로그램

푸드체인(farm-to-table)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을 두고 있다.

HACCP은 1995년 12월 처음 법제화되었으며 식육산업(Livestock Industry)

에 의무사항이 된 것은 1996년 7월이다. HACCP은 원재료 생산, 확보, 처

리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의 분석과 관리를 통

하여 제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육류 품질보장 프로그램은 BQA(Beef Quality Assurance)와 PQA(Pork

Quality Assurance)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질과 안

전성을 담보하고 식용으로 사육되는 가축의 복지를 담보할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제도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HACCP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아 개발되었으며 이를 농

장에 맞도록 적용하였다. PQA와 BQA는 식품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육방법을 식별하고 농장에서 실제 농가교육을 통하여 위

험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되었다.

2.1.5. Packers & Stockyards Act

육류시장에서 패커들의 과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1920년대부

터 Packers & Stockyards Act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 법은 불공정한 가축 거래 금지, 신속한 거래대금 지불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08년 농업법을 근거로 2010년 6월 가축 및 가금류

거래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규칙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이번 개

정안은 유례없이 강한 상거래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는

육류 유통의 공정 거래를 확립하고 가축 및 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

호하고 패커들의 불공정한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함

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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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료 곡물 관련 농가 보조 프로그램

농업 보조 정책은 농업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를 광의로 해석하면 농

업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기

술 개발 지원, 농업의 교육 지원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미국에서 이런

의미의 농업의 보조 역사는 18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정된

Morrill Act3는 연방정부의 토지를 주정부에 불하하고 주정부는 그 판매수

익으로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을 설립하게 된다. 하지만 농업 보

조 정책은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가격 지지를 통해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안정시킴으로써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미국에서 최초의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1929

년에 제정된 Agricultural Marketing Act를 들 수 있다. 이 법에 의거해

Federal Farm Board가 신설되었고, 이 기구는 농산물 비축사업을 통해 농

산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후 수많은 농업 보조 정책이 실시되었

다. 1930년대에 시도되었던 정책들은 가격지지, 수입 장벽, 유통 규제, 작

물 보험 등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정책들이었다.

1940년대 이후에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에 따른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가

격이 높았던 시기에는 농업 개혁이 시도되었고, 가격이 낮았던 시기에는

농업 보조를 늘리는 정책이 시도되었다. 1980년대에는 농업 보조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감축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업 보조를

늘리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1996년에 제정된 Freedom to Farm Act는 기존 농업 보조를 보다 더 시

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켰고 농업 부분의 여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의해 Direct Payment가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

램은 가격과 연계되지 않는 보조금을 농가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농가 소득

3 이 법률의 공식 명칭은 An Act Donating Public Lands to the Several States and

Territories which may provide Colleges for the Benefit of Agriculture and the

Mechanic Art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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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정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다.

미국의 농가 보조 정책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만큼 수많은 정

책들이 시행되고 폐지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하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농업 보조를 살펴보려고 한다.

2.2.1. Marketing Loan

유통 융자 프로그램은 농산물 가격 보조 정책으로 그 시행은 뉴딜 정책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의 유통 융자는 단순히 수확기에 융자를 제공

하여 농산물의 출하가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유통 융자는 1986년 Farm Bill을 거치면서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

장해주는 제도로 변환되었다. 최저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농가는 가격 변

동에 따른 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최저가격

을 보장함으로써 시장 가격에 의한 공급량 조절 기능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농가는 수확기에 자신의 수확물을 담보로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

다. 융자액은 정부가 정한 목표 가격에 의해 정해진다. 융자로 인해 현금

흐름에 여유가 생긴 농가는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출하 집중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가격이 융자가격보다 높은 경우 농가

는 자신의 생산물을 시장에 팔아 융자를 상환하고 차액을 수익으로 가진

다. 반면 시장가격이 융자가격보다 낮으면 농가는 융자금 전액을 갚는 대

신 시장가격으로 융자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는 시장가격과 융자

가격의 차액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아 최저가격을 보장받는 효과를 얻게 된

다. 또한 농가는 유통 융자를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융자 부족분 지불

(Loan Deficiency Payments)을 받을 수 있다. 융자 부족분 지불액은 융자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이다. 이 경우 역시 농가는 정부에 의해 설정된 최

저가격을 보장받는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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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Direct Payments

기존 가격 보조 정책은 농산물 생산량을 증가시켜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

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의회는 1996년

Freedom to Farm Act를 통해 직접 지불 제도를 신설하였다. 보조 자격 결

정은 1986년의 농지 이용 상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단, 자격 요건을 갖

추면 그 농지의 현재 상태에 관계 없이 토지의 소유주에게 보조금이 지불

된다. 현재의 작물 생산 여부는 보조 자격 결정에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격 보조 프로그램에 비해 시장 왜곡이 적다고 평가된다.

2.2.3. Counter-Cyclical Payments(CCP)

1996년 Freedom to Farm Act는 직접 지불을 시행함으로써 시장 친화적

농업보조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2002년에 제정된 Farm Bill은 시장 친화적

농업 보조의 근간을 훼손하는 Counter-Cyclical Payment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과

거의 생산 이력을 보조 대상 결정에 이용한다. 따라서 현재의 생산에 기반

을 두고 있는 유통 융자에 비해 시장을 덜 왜곡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렇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는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에 비해 낮을 경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2.2.4.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Program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많은 농가 보조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그

프로그램들의 목표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는데, 이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었던 것은 주로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이었다.

하지만 농가가 직면하는 위험은 가격의 등락뿐 아니라 생산량의 감소도 포

함한다. 따라서 가격과 생산량의 변동에 따른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고안되었는데 이것이 2008년 Food,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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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nergy Act에 의해 시행된 ACRE(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프

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농가 보조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

에 이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보장을 포기해

야 한다. ACRE에 가입된 농가는 CCP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없고, 20%

의 직접 지불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가입 농가에게는 30% 낮은 융자 가

격이 적용된다.

2.2.5. Disaster Payment

자연 재해로 인하여 농가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작

물 보험과 여러 농가 보조 프로그램과 같이 농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2.2.6. Crop Insurance

농업 생산량은 기상 등 외부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가

의 소득도 외부 환경에 따라 불안정성이 커진다. 작물 보험은 이러한 농가

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농가가 작물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는 일정 부분의 보험금을 지원하는 구조를 갖는다.

<그림 3-11>은 옥수수에 지급된 정부 보조를 나타낸다. Direct Payment

에 의한 보조금이 꾸준히 집행되고 있고, 해당 연도의 시장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곡물가격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가격에 연계된 프로

그램이 발동하지 않고 직접 지불과 작물 보험에 대한 보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옥수수에 지급된 보조금은 2005년 $10 billion으로 가장 많았고 2010

년에는 $3.5 billion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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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미국의 옥수수 보조, 1995-2010.

자료: http://farm.ewg.org

위에 열거된 여러 농가 보조 프로그램은 농가가 직면한 위험으로부터 보

호해줌으로써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면 농산물의 수요자들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축산농가를 예로 들어보면, 생산비 중 사료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

지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하락은 축산물 생산에 도움을 준다. 미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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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축산업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곡물에 대한 보조

를 통한 효과가 축산물 생산에 영향을 주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

할을 한다.

2.3. 축산 계열화 확대에 따른 육류시장 효과

2.3.1. 수평계열화의 확대

미국의 축산업계, 특히 축산물 도축 및 유통업자(Packer)들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수평적 M&A를 통해 기업의 규모를 확대해 왔다. 상위 4개

기업의 집중도는 비육우의 경우 1980년 36%에서 2009년 81%, 비육돈은

같은 기간 34%에서 63%로 증가하였다. 포장 쇠고기의 경우 1980년에

53%에서 2005년에 85%로 증가하였고, 가축 구매는 같은 기간 26%에서

66%로 증가하였다.

연도 쇠고기 포장육 비육우 비육돈 가축 구매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53

62

79

84

85

83

-

36

50

72

79

82

79

81

34

32

40

46

57

64

63

26

34

53

62

66

67

-

주: 2007년 이후 쇠고기 포장육과 가축 구매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음.

자료: USDA, GIPSA Annual Report 20010.

표 3-4. 미국 축산업의 4개 기업 집중도(198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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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쇠고기
소매시장

축우공급시장
비용효율성 총효과

현물시장 계약시장

유통마진
효과

33.06 19.65 6.18 -198.68 -139.78

자료: In Bae Ji, 2011

표 3-5. 시장집중도 증가에 따른 유통마진 효과 분석
단위: cent/cwt

2.3.2. 수평계열화 확대에 따른 효과

이러한 축산업계의 급속한 계열화(집중화)로 인해 축산업자들과 정부,

학계는 대형화․집중화된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산지시장에서

의 농가 수취가격 하락과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독과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학계에서는 시장 집중화에 따른 시장 지배력의 가격효과

(농가수취가격 하락 또는 소비자가격 상승)와 유통비용 감소 효과를 분석

하여 시장 집중화가 사회후생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시장 집중도 증가에 따라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어 농가수취가격은 하락하

고,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비

용효율성이 높아져 전체적인 유통 마진은 감소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결과이다.

아래 표는 시장집중도 증가에 따른 유통마진 효과를 계측한 결과로 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가 0.01 증가할 때 100파운드당 변화 금액(cent)을

나타낸 것이다(In Bae Ji, 2011). 시장 집중도가 증가할수록 쇠고기 소매

시장과 축우 공급 시장에서 유통 마진은 증가하지만, 비용이 감소하여 전

체적으로 유통마진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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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수직계열화의 확대

미국에서는 수평계열화 확대와 더불어 수직계열화도 빠른 속도로 확대

되고 있다. 수직계열화는 투입재,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수직 흐

름에서 각 단계를 연계하기 위한 경제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민국 등,

2010). 미국의 경우 수직계열화의 주요 초점은 패커가 생축을 확보하기 위

한 방법, 즉 농가와의 계약 거래, 경매시장 구매, 자가 사육 등 생축의 거래

형태에 맞춰져 있다.

수직계열화의 진척은 농가와 패커 간 계약거래 물량을 통해 파악이 가능

하다. 미국에서 도축을 위한 소의 계약거래 물량은 1990년대 약 20% 수준

이었으나, 199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이후에는 35~45%에 달하

고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경매시장(Spot Market)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2. 미국 소 조달시장에서의 4대 기업 계약 물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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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약시장 효과 비용효율성 총 효과

유통마진 효과 1.11 -10.95 -9.83

자료: In Bae Ji, 2011.

표 3-6. 계약거래 증가에 따른 유통마진 효과 분석
단위: cent/cwt

2.3.4. 수직계열화 확대에 따른 효과

수직적 통합과 관련한 미국 축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Captive Supply

(계약에 의한 거래나 패커들이 직접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 증가에 따라

현물거래의 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물거래

물량이 높을 경우에는 현물가격이 계약거래의 기준가격이 될 수 있었으나,

현물거래 물량이 줄어들면서 기준가격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계약거래가 증가하면서 확보된 물량을 이용하여 패커들이

현물시장에서 현물가격을 낮게 책정한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USDA)는 패커들이 그들의

도축 조달 물량과 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내용을 농무법에

포함시켰다(축산물 의무가격 보고 제도).

다음 표는 계약거래 증가에 따른 유통마진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In

Bae Ji). 분석 결과, 계약거래가 1,000만 파운드 증가하면 계약시장에서

100파운드당 마진이 1.11센트 상승하지만, 비용은 10.95센트 하락하여 전

체 유통마진이 9.83센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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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식품 안전 정책 요소

덴마크

생산에서 소비까지 위험 관리 시스템 정비

식품 위험 요소 분류를 위한 검사 강화

농식품부에서 위험관리 수행

아일랜드

식품안전청의 관리 책임 수행.

식품안전부(FSA, Food Safety Agency) 전문 위원의 위험 관리, 프

로파일, 과학적 제안

농식품부에 의한 동물 및 육류 수출입에 관련된 식품 안전성 규

스웨덴

국가 식품 행정부(National Food Administration)의 식품 육류 패커

와 식품 가공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수입 규제와 규정

농식품부에 의한 위험 평가 및 관리

영국

식품기준부(Food Standards Agency)가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 안

전 지휘권을 가짐.

FSA이 EU의 일반식품법에 의한 식품 및 사료법 시행.

식품 기준부의 위험 평가 및 관리

자료 : HM Treasury 2003; Slorach 2008; Hoffmann 2010.

표 3-7. 유럽 주요 국가들의 식품 안전 정책 요소

3. 유럽4

EU의 축산물 유통 관련 정책은 통합된 유럽시장하에서 다양한 식품 문

화 유지와 함께 이 시장에서의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Alemanno, 2006). EU의 대부분 국가들이 1990년대 이후 주요 식품

안전 관련 입법 개혁을 해왔다. 이들 국가들은 2002년 시행된 EU의 일반

식품법 (GFL, General Food Law)과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로 강화해야 할 정책적 요소를 다듬어 식품 안전에 관련된 정

책 또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주로 위험관리와 푸드체인관리

시스템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이 부분은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의 위탁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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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식품 안전 정책 변화

광우병과 구제역(FMD) 파동을 심각하게 경험한 유럽연합은 식품안전

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 2000) 를 통해 역내 식품안전정책의 변

화 및 개혁을 추구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위험분석 원칙, 푸드체인 일관관

리원칙(Farm to Table), 사전예방주의 원칙, 업체의 자율적 안전 관리원칙

준수 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위험 분석 원칙에 근거한 식품안전성 정책은 위험분석을 토대로 대

응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가축위생 분야에서도 위험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분석이란 식품오염 및 유해물

질에 노출되어 실제 인체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확률을 과학적 지

식을 활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분석은 위험관리(risk manage

-ment),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의 3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푸드체인 일관관리원칙(Farm to Table)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푸드 체인

의 식품위해요소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식품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위해요인이 존재하고, 유통 단계를 거치

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추가되므로 단계별 위험을 명확히 분석하고 확실

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안전을 통합하여 관리되어야 한다.5

위험분석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개별적 과학기술 방법과 수준에 따라 수

행하고 있는데 특정 식품 및 물질이 잠재적 위험은 있으나 현재로서 과학

적으로 위험 존재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과학적 확신이 없거나, 과학적 조

사 결과가 서로 엇갈릴 때는 예방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러한 사전예방

주의 원칙을 식품안전성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 목적은 과학이 밝힐 수 없

는 위험 한계에 대응하고, 안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안전하지

5 최지현 외 3명, 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 , 연구보고 R4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1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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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개념을 원칙으로 하자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공규제와 감시만으로는 식품 안전성을 완벽하게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또는 제조 및 생산자) 부문에게 업체의 자율

적 안전 관리 원칙 준수를 부과하였다. 이는 식품안전 기준․법규 등을 엄

격히 준수하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업이 보다 엄격

하게 식품 관련 부과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통제 수단보다 자율관리 수

단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만들어진 원칙이다. 자율적 안

전 관리 원칙은 정부가 품질개선제도, 국제표준 안전기준, 안전인증제 등

과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과학적 승인제도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정

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푸드체인에서 식품 안전을 이루고자 함이다.

3.2. 동물복지

3.2.1. 동물복지법 강화

동물복지는 1997년 EU 성립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암스테르담 조약의

‘가축복지에 관한 특별 의정서 선언’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의정서

에서 ‘가축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감수성과 지각력이 있는 생명존재

(Sentient being)'로 정의하고 있다.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으로는 1993년에

영국의 ‘농업용 동물복지심의회(UKFAWC)’가 제창한 ‘다섯 가지의 자유’

를 포함하고 있는데,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불쾌감으로부터의

자유, 통증․상처․질병으로부터의 자유, 통상적인 행동에 대한 자유, 공포

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로부터 시작된 초창기 동물복지법은 사

료급여 제한, 성장촉진 호르몬제 사용 금지, 금지된 절단, 절개처치, 가축

이동, 도축 시 동물복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유럽의 축산식품은 동물 복지 및 식품 안전성, 첨가제 등을 규제하

는 법률에 의해 생산 및 가공 유통된다. 특히 식품가공은 동물복지법 가운

데 운송 및 도축에 관련된 법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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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Council Regulation, 2005)에 규정한 동물복지 법에는 운반 중인 동

물은 상해나 고통을 입지 않아야 하며, 운송시간(또는 경로) 및 휴식 시간

동안 건강에 대한 규정, 운송 수단뿐 아니라 동물을 싣고 내리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2009년에 ‘도축 시 동물 보호’까지 동물복지

법에 포함하여 이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이 EU에 축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같은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

에 EU의 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돈산업은 2013년 1월부터 암모니아 배출 규제 및 돼지 축사, 모

돈 관리 축사, 자돈용 축사 등 동물 복지에 관련하여 엄격한 축사 관리가

시행될 예정이다. EU의 많은 양돈농가들이 이러한 규정을 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2013년까지 많은 농가들이 폐업할 것으로 예측된다

(Gain Report, 2011).

2010년 12월 EU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외과적 거세를 금지하는 것을 발

표하였다. EU의 농가협회, Copa-Cogeca 그리고 EU 육류, 수의, 번식 협회

는 이에 찬성하며 거세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에 협조하고 2012년 1월까

지 마취없이 돼지의 거세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2018년까지 이러한 행

위를 모두 금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3.2.2. 동물복지 제도가 유통 체계에 미친 영향

현재까지 동물복지(animal welfare)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

물복지 제도가 육류산업 또는 시장에 미친 또는 미칠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맥도날드나 패밀리 레스토랑 등이 고유 브랜드

이미지 및 동물복지를 옹호하는 소비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복지 육류

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Hudson and Lusk, 2004). 많은 연구들이 동물복지

육류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사를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동물복지 기준

에 의해 처리된 돈육에 대해 Lagerkvist 외(2006)는 스웨덴 소비자들이,

Lusk 외(2006)와 Tensor 외(2009)는 미국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추가 비용

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동물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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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미치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건강 또는 식품 안전성과 연관되어 동물복지라는 속성은 육류 수

요를 변화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동물복지는 소비자가 지각

하는 육류 품질의 주요한 신용 속성으로 이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육류 수

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Nocella 외, 2010). 그러나 최근 Tonsor 외(2011)

의 결과를 보면 동물복지에 대한 정보가 육류 수요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미디어 정

보가 육류 수요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수요는 미미하게 감소되었으며 쇠고기의 수요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동

물 복지에 대한 정보를 육류 소비 지출에 연관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수요는 주로 비육류

식품으로 그 수요가 옮겨간 것으로 나타나 동물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

는 식품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3.3. 유기 식품가공(Organic Food Processing)

EU는 축산물을 포함한 유기농 식품 및 그 식품의 표지에 대한 단일 기

준을 세우고 이를 2009년부터 생산농가에서 유통업체에 이르는 모든 유기

농 식품 생산 가공 과정에 적용했다. 식품에 ‘유기(organic)’라는 표시를 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EU 법률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은

상품은 2010년부터 새롭게 제작된 EU 유기 로고(EU organic logo)를 부착

하였다. 로고 밑에 설명된 UK-BIO-000에서 ‘UK’는 유기농을 생산한 국가

의 ISO 코드를 의미하며 BIO는 유기생산을 의미한다. 마지막 세 자리 숫

자는 조회 번호이다.

유기식품 로고를 부착하는 경우 ① 최소한 95%의 재료는 반드시 유기적

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② 그 식품은 반드시 EU 생산 규정을 지켜야 하며,

③ 생산과정에서 푸드 체인 및 표지(label)에 표시된 코드 숫자에 따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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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관리되어야 하며, ④ 마지막으로 농산품 재료가 어디에서 재배(또는 생

산)되었는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유기식품 가공업체는 최소한 일 년에 한 번씩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즉 재료들이 유기 생산, 유기 재료가 아닌 경우

그 재료의 EU 규정 위배 여부, 규정 이상의 첨가제 사용, 유기 및 비유기

재료들의 저장, 처리 및 가공 등이 항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실시된다.

그림 3-13. EU의 유기농 식품 인증 로고

UK-BIO-000

EU/Non-EU Agriculture

3.4. 원산지 농산품 품질 보증서

이 밖에 원산지 보호를 위해 PDO(Protected Disignation of Origin),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그리고 TSG(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와 같은 원산지 품질보증서가 발행되고 있다. 이들 보증서의

내용을 보면, 먼저 PDO는 한 지역 내에서 그 지역만의 고유 기술로 생산

되고 가공되며 조리된 농산품과 식품에 대해 보증한다. PCI는 지역과 관련

된 농식품과 식품을 보증하는 것으로 생산, 가공 및 조리 중 최소한 한 단

계라도 그 지역과 연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TSG는 식품의 구성 및 생

산 기술에서의 전통적 특징을 강조하는 보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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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원산지 농산품 품질 보증서

자료 : food: from farm to fork statistics, 2011 eurostat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일본은 축산물의 가격 안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축산정책의 방향은

가격 안정에서 경영 안정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육류의 안정적

인 공급과 생산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육류의 수매 및 방출, 수입관세 조

절, 그리고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육류 및 육용 송아지의 가격안정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우 번식기반의 안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그동안 한우산업의 안정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지만 최근

들어 과잉 사육두수의 한 원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육류가격 안

정을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 제도는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시장의 왜곡도 야기할 수 있어 적

극적인 도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축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개입은 매우 미미하다. 미국

축산업은 그동안 계열화가 확대되어 왔고, 상위 몇 개의 계열업체가 시장

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다. 계열화로 인해 비용 효율성이 높아져

전체 유통마진은 감소하지만 시장의 과점화에 따른 문제점 발생도 함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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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물 의

무가격보고법(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Act), 패커의 과점적 행위방

지 관련법(Packers & Stockyards Act)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축장 구조조정, 거점 도축장 육성, 그리고 대형 패커 육성

등을 통해 축산물 유통의 구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책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축산물 유통 주체의 규모화와 대형화에 따른 긍정적인 면을 높이

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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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 안정을 위한 축산물 유통 정책 평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기존 유통 관련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앞선 2

장에서의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공무원, 축산경영학회 회원 등

축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1년 7~8월에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총 47명의 전문가가 조사에 응답하였다. 조사 내용은 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설정된 축산 유통 관련 정책과 쇠고기․돼지고기 가격 안정의 메커니

즘에 대한 동의율, 가격변동성 완화와 인하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시행성․수용성 등이다.

축산물 유통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

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대’ 정책이 공급량 증대와 생산비 감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가져온다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98%가 동의하였다. ‘산지조직

화’ ‘부분육 유통활성화’ ‘모돈 전문농장 육성’ ‘계열화 확대’ 정책이 가격

안정 혹은 가격 인하에 기여한다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수입축산물 관세 인하’ ‘선물시장

활성화’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의 정책이 가격안정 내지는 인하에 기여한

다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 동의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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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축산물 유통정책과 물가안정 메커니즘

축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가격 수준의 인하 측면에서 각 정책의 중요

도를 조사한 결과,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가 가격 변동성 완화 측면과

가격 인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산지조직화(규모화)

가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두 정책 이외에 가격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민간 계열화 활성화’ ‘축

사시설 현대화’ ‘부분육 유통활성화’순으로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고, 가격

인하 측면에서는 ‘직거래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부분육 유통 활성

화’순으로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다.

머커니즘

생산성 향상

송아지생산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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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축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및 인하를 위한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주: 각 정책에 대해서 0~2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음.

축산물 물가 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축산 관련 정책들을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관계자의 수용성 등 4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정책의 효율성은 정책 집행의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를 의미하고, 효과

성은 축산물 물가 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

도를 나타낸다. 정책의 시행 가능성은 정책당국이 축산물 물가안정 및 유

통체계 개선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관계자의 수용

성은 축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정책의 관계자(정

책의 대상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가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책의 시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축산물 이력제’,

수용성 측면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대’가 각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의 경우, 시

행가능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변동성 완화 측면

송아지생산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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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관계자의 수용성 평가

효율성, 효과성, 시행 가능성, 수용성 점수를 평균하여 순위를 정한 결

과, ‘협동조합형 계열화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대’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협동조합형 계열

화 활성화는 1위를 차지하였지만 ‘민간 계열화 활성화’에 대해서는 시행가

능성, 효과성, 수용성에서 낮은 것으로 평가받아 전체 9위를 차지하였다.

선물시장 활성화, 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등의

정책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시행성, 수용성에 대해

낮게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유통체계 개선 방향과 주요 방안 61

2. 유통체계 개선 기본 방향 도출

2.1. 기본 방향 도출

국민 소득의 증가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축산식품에 대한 소

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축산물의 가격 변동이 소비자의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

책 대안의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축산물의 급격한 가격 변동 원인으로는 가축질병 발생과 같은 외부 요인

에 의한 갑작스럽고 단기적인 수급 변화와 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체계에

의한 문제가 주된 것으로 지적된다.

이 연구는 축산물 가격 변동을 포함한 축산물 유통체계의 문제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축산물시장의 가격인과성 및 가격전

달 체계를 분석하고, 축산물 유통정책을 평가했다. 또한 외국의 축산물 유

통 관련 사례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참여 주체가 다양한

축산물의 다단계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격불안정성

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를 통합하여 유통 주체의 의사결정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축산물 유통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

달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주체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계열화 확대 및 활성화, 산

지조직화(규모화), 직거래 확대 등이 물가와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

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로 선택된 것과 일치한다.

2.2. 기본방향 제안

유통 단계를 통합하여 유통 주체의 의사결정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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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쇠고기 및 돼지고기 물량의

대부분이 생산, 도축․가공, 배송, 그리고 판매 등 일련의 유통 과정이 독

립된 주체에 의해 유통되는 것을 통합하여 유통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

도록 하는 계열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양돈산업은 전체 유통물량의 약 20% 수준만이 계열화되어 있으며,

한우산업은 산지 단계에서 산지조합이나 브랜드경영체 중심의 부분계열화

는 진행되고 있으나 도축, 가공 등 유통 전반에 대한 수직계열화는 추진되

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계열화 추진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우고기의 생산과 판매는 돼지고기나 닭고기와 달리 생산기간

이 장기간 소요되어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진입을 통한 계열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계열화의 추진을 위해 한우산업은 농협중

앙회의 도축․가공․판매시설과 산지조합의 생산 및 유통체계를 효율적으

로 연계한 협동조합 중심의 계열화 체계 구축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축산업 계열화의 확대는 비용 효율성 증가로 유통마진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축산물시장이 소수의 계열업체가 지배하는 과

점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점시장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무가격

보고제도’나 ‘Packers & Stockyards Act’ 등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우산업과 양돈산업의 계열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개별농가 중

심의 생산 및 출하방식을 조직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거래 교섭력을 제고해

야 한다. 둘째, 유통 주체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축, 가공, 배송 기

능을 통합시켜 규모의 경제 및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일관경영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안정된 판매처를 확보하

고 소비자 Needs의 충족과 더불어 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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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축산 계열화 체계 구축(협동조합형 계열화 및 민간계열화)

목표

생산 및 출하 단계 도축 가공․배송 단계 소비 단계

산지조직화 일관체계 구축 안정된 판매처 확보

대책

•종축, 사료, 사양관리

통일과 생산요소 안정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대

•모돈전문농장 육성

•송아지생산안정제

•안정적인 출하 물량

확보

•가축전염병 예방 프로

그램(공급 안정 도모)

•거점도축장 육성 및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LPC와 도축장 기능

강화 및 물류기능 구

축

•포장육 생산기반 확충

및 부분육 유통활성화

•브랜드 직영 및 가맹

점 확대

•지산지소 강화

•대형할인점과의 거래

표준계약서 개발 및

장기계약 구축

•인터넷 등 통신판매

확대

•축산물 등급제, 이력

제, 원산지표시제 정

착 및 강화(부정육 유

통 단속 강화)

기대

효과

•생산성 향상 및 교섭

력 제고

•수급조절 기능 강화

•규모의 경제 및 경영

효율화

•소비자의 Needs 충족

및 소비기반 확충

표 4-4.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체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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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및 개선 방안

3.1. 생산 시스템 변화

3.1.1. 시설 및 기술 지원과 생산의 계절성 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및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국립축산과학원을 비롯한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제때 보급될 수 있도록 보급체계 구축도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 및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농

가 경영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정부

의 지원정책도 개별 사업별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가

맞춤형 종합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양돈산업에 있어 모돈의 수태율은 계절별로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

며 이로 인해 출하물량과 가격이 뚜렷한 계절성을 가진다. 돼지는 여름철

더위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수태율이 연중 가장 낮으며, 겨울에는 수태

율이 향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절별 축사의 실내 온도차를 최소화하고 환기 시설을 개선하여 수태율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축사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역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모돈 두당 시장출하두수도 지속해서 증가

시켜 나가야 한다.

3.1.2. 산지 조직화 및 규모화

현재 추진 중인 산지 조직화는 시 군 단위 생산자단체나 자생적인 농가

조직이 공동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협업체(예, 한우사업단)를 구성하고 자

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미 한우의 경우

지역별 브랜드사업, 양돈 부문에서는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어 산지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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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지조직의 규모화를 위한 시 군 단위 협업체들의 연계 모델

개발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산지 조직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자단체와

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중요하며, 조직화된 협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과 산지 생산자조직에 대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지자체는

산지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자체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국립축산

과학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협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지원사업도 개별농가 중심에서 협업체 대상 중심으

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개량사업, 축사시설 현대

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 축산업허가제 등 관련된 축산정책들과 연

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양돈산업의 경우 한우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열화 정도가 높은 편이

지만 산지조직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출하의 계속성 안

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통업체는 지속적으로 대형화 집중화

되고 있어 산지의 시장 대응력이 매우 부족하다. 예를 들어 전국 규모의

양돈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 출하의 20% 미만 물량만 조합을 통해 유통되

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별조합 위주의 판매 확대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안정적인 유통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출하집중 현

상이 자주 발생하여 가격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돈 선진국인 덴마크의 경우 1970년대 50곳의 협동조합을 통합하여 규

모화하면서 2002년 이후 2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데니쉬 크라운이

90% 이상의 물량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 양돈조합의 경우 계약에

의해 조합원은 출하 돼지 중 80%는 의무적으로 조합에 출하하고 나머지

20%만 임의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결과 돼지 생산량은 조합원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가격 결정권한은 협동조합에 일임하며, 조

합은 조합원이 출하한 돼지를 전량 판매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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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축산물 생산요소가격의 안정화

한우 및 양돈산업은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외부의 충격에 극

히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우의 경우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

지하는 비중이 39%, 돼지는 55%로 매우 높아 국제곡물가격 변화에 따른

사료 가격의 변동은 산지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사료구입량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사료곡물 수입선의 다변화

와 국제 곡물 선물거래 전문가 육성, 국내 사료작물 생산량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 등이 중요하며,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

여 사전 리스크 완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사료비 이외에 생산 단계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가축

입식 비용이다. 한우산업의 경우 소 사육두수와 가격에 의해 급변하는 송

아지가격에 따른 한우 번식농가의 손실 경감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송아

지생산안정제를 운용하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에 도입 및 작동한 후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던 2008～2009년에

다시 작동하여 송아지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지지하면서 한우산업의 안정

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판매 시점에 따라 보상금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한우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균 거

래가격의 산정 기간을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계

약된 암소를 판매․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약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

전금을 지급받지 않은 계약암소에 대해서는 차년도 계약으로 자동 갱신하

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은 최소한 1

년 전에 예시되어야 중장기적으로 송아지 생산비 절감 목표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4～5개월령에서 송아지를 거래하였으나 고급화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6～7개월령 송아지가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 기준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송아지 월령을 현행 4～5개월령에서 6～7개월령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와 쇠고기 이력제도

를 통해 획득되는 D/B를 연계하여 어미암소와 송아지의 생산 실태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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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양돈산업에서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비육

과 번식의 분리에 의한 번식전문농장과 비육위탁 전문농장을 육성해야 하

지만 현재의 실정은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양돈농가 중 92%가 일관사

육 형태의 경영을 하고 있다. 영세한 양돈농가의 경우 일관사육체계로는

질병관리 및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기에 소규모 양돈농장을 중심으로 비

육위탁 전문농장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한 모돈 전문농장의

경우에는 사육규모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설계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시설

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3.2. 유통 시스템 변화

3.2.1.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다양한 판매 경로 개척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의 직거래는 농가 수취가격 제고와 서민 생활 안

정을 위해 정부에서 1998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

분의 경우 축산물 직거래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축제와 명절 등의

기간, 특정 요일에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

동식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직거래는 해당 지역 인근 정육 판매업자와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한 축산물 전자 상거래

의 실적은 정육의 표준화와 규격화 미흡, 소비자의 불신 등으로 미미한 실

정이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거

래 유형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의 관광사업과 연계한 산지형 브

랜드 직영점이나 소비자들의 접근이 유리한 도시 근교형 브랜드 직영점의

조성 및 확대 추진을 고려할 수 있고, 기존 온라인 판매를 보완 및 활성화

시키고, IPTV, 사이버 거래소 등 신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온라인시장의 개

척이 필요하다. 기존 부정기적인 직거래 장터 운영을 지자체 및 농축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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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해 정기적인 직거래 장터의 개설을 확대해야 한다.

축산물의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는 차원에서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2009년 1월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사이버거래소

조직을 갖추고 28개 품목을 거래하고 있는데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

류, 정산, 품질관리 등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신유통채널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는 위생과 안전성을 담보하고 산지에서 가정까지 육류의 신선도를 유지하

면서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배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육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포장소재 및 고품질 유통기술 개발, 축산물 종류에

따른 유통과정 중 최적 품질유지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병행되

어야 한다.

한편 국내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차별적 선호 소비계층의 Needs를 충족

하기 위해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한 전문 판매점을 통한 고급

육 유통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2세부과제의 소비자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축산물 구매처를 선택할 때 소비자가 브랜드 직영점을 선택

하는 이유는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가정에서 유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주요 판매처 중 하나가 생활협

동조합이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산지와 생활협동조합의 장기 계약생산

체계 구축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2.2. 저지방부위 소비 촉진

축산단체의 자조금을 적극 활용하여 음식점에서 선호부위와 저지방부위

를 조합한 모둠 주문 및 판매방식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음식점 등에서 이

를 추진토록 하여 저지방부위의 재고 비용이 선호부위 가격에 전가되는 현

행 가격 구조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저지방부위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메뉴의 개발이 필요하며, 근내지방 중심인 축산물 등급판정기준을

영양성분 및 맛 기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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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소비 트렌드인 웰빙, 로하스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저지방부위 소비 촉진의 한 방안으로 해당 부위를 활용한 고품질의 다양

한 햄과 소시지 등을 즉석에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가칭)축산물 가

공판매업을 신설하고 식육가공품의 분할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 식육판매업소 중 경쟁력과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식육가공판매장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저지방부위 상

품화와 소비 촉진 및 저지방부위 수급 조절을 추진해야 한다.

3.3. 제도 개선

3.3.1. 도축장 구조 조정 및 거점 도축장 육성

국내 도축장 숫자는 가축 사육두수에 비해 과잉 상태에 있으나 시장자율

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 부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영세성으로 위생시설에 대한 재투자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도축장 내에

서 도축과 가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도축장 외부로의

지육 반출이 일반화되어 있고 운송 과정에서의 지육의 위생 상태 저하 가

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도축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2009년 99곳의 도축

장을 2015년까지 36곳으로 조정하고 지역별로 거점 도축장을 육성하는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축장 구조조정이 미진하여 그 효과는 현재

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축장의 위생수준, 가동률,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해 엄격히 평가하여 상황이 열악한 도축장을 선별해야 한

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대상 도축장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가

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기도 하나 사회 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분포장육 유통을 활성화하여

물류과정에서의 단위당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운송 과정에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건설 도축장의 가공시설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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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도축을 위한 운송 및 계류 과정에서의 근출혈과 PSE육 발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수송전용차량 보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수송기사에 대한 생

체 운송교육 실시, 도축장 계류 과정에서 스트레스 저감과 같은 동물복지

적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축 부산물과 폐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자원화 등을 이루고 소비자의 식품안전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도

축장 내에 부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 도

축 부산물 중 위생적으로 포장하여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부위 외에도

혈액은 식용, 의약품 원료, 사료화가 가능하며, 다른 비식용 도출 부산물은

바이오 연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지역별 거점 도축장은 도축뿐만 아니라 가공 및 물류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부분포장육 유통을 주도하고 각 지역에서의 축산물 유통

을 선도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되어야 한다.

3.3.2. 도매시장 가격정산방식 개선

출하 돼지에 대해 지급률 위주로 가격을 정산하기 때문에 농가는 출하

전 사료 급여로 생체 중량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이 절식하지 않은 돼지가

도축장 운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PSE육 발생이 지속적으로 나

타나고 이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육가공업체가 지고 있어 이해 주체 간

갈등 증폭과 돼지고기 육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지급률과 생체중 위주의 가격 정산체계를 도체중과 품질 중심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돼지의 도체중에 등급별 경락가격을

적용하여 정산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통해 불필요한 사료급여

감소와 육질저하 예방, 도축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육가공업체의 직영 및 양돈농가와의 계약생산비율이 증가하고 있

어 도매시장 상장두수는 2003년 20.2%에서 2009년 12.7%로 감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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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일부 축산물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상장 물량 변동에 따른 돼

지 가격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며, 지육의 가격 변동 및 부분육의

지역별 업체별 유통가격 편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

기 위해 전국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평균가격을 가격지표로 적용하는 방안

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전체 지육의 7～8% 수준에 불과한 박피로

설정된 돼지고기 기준가격을 탕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3.3.3. 축산물 등급표시 정착 및 모니터링 강화

쇠고기 품질등급판정제도는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와 시장 차별화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지만 여전히 쇠고기 품질등급 표기는 대형할인점 등

소매점을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쇠고기에 대한 등급

을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아 등급제 시행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며, 돼지고

기의 품질등급제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도매단계에서만 실시

되고 소매단계까지 연계되지 않아 돼지고기 품질등급제의 취지가 크게 퇴

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소비자 신뢰 확보 및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음식점의 쇠고기 품질등급 표기를 의무화하여

추진토록 하고 돼지고기의 품질등급표기를 소매단계까지 조속히 확대 시

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현행 축산물등급제에 관한 영

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축산물 등급제 표기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

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음식점의 축산물 등급표기가 의무화될 경우 제

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음식점의 지도점검 및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축산물 등급표기 방법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쇠고기 품질

등급은 1++, 1+, 1, 2,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소비자의 상당 부분이 1

등급을 최상등급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

자가 축산물 등급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표시 방법을 개

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가 부족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는 낮은 상태이다.



유통체계 개선 방향과 주요 방안72

3.3.4. 선물시장 도입 및 적극 활용

선물시장은 가격 예측 기능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가격 변동폭을 감소

시키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는 가격 변동 위험 감소로 인한 최적

생산과 적기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8년 7월 21일 돈육선물이 국내

농산물 가운데 최초로 선물시장에 상장되었으나, 돈육 유통액 대비 돈육선

물 거래액 비중은 2010년 기준 1.5%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어서 현

재까지는 현물시장의 가격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돈육선

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

하고, 기본예탁금 및 증거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기본예탁금은 2010년 9월

13일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한 차례 인하한 바 있으나, 현행 개시

증거금률 21%와 유지증거금률 14%는 KOSPI200 선물의 개시증거금률

13.5%, 유지증거금률 9% 등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할 때 아직도 높은 수준

이다.

쇠고기의 경우 생산액 규모가 양돈산업과 비슷하고 도매시장가격이 존

재하여 대표가격 설정에 어려움이 없으며, 현물가격의 변동성(volatility)은

22.2%로 나타나 가격변동성 측면에서도 적합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특히 현물가격의 변동성이 20% 이상일 경우 해당 상품이 선물

시장에 상장될 때 성공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돈육과 함께 우육선물시장의 개설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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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소득 증가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및 축산식품 소비

가 증가하고, 축산물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어

국내 축산물 가격 변동이 소비자의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의

수립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축산물의 급격한

가격 변동의 원인으로는 급변하는 수급 변화와 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 및

가격구조에 의한 유통체계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생산부

문에서의 문제, 전염병 발생 등에 의한 수요 감축과 같은 산업 외부적인

문제 등의 요인에 의해 가격 변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생적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수의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전개

되어 왔다. 그렇지만 정책의 중복은 물론이고 효율성 면에 있어 그다지 효

과적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축산물과

축산식품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생적 요인을 분석하고, 제

1세부과제부터 제3세부과제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양한

물가안정정책의 작동 체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각종 정책의 집행 성

과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의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물가 안정을 위한 정

책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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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 관련 제도 

가. 일본

일본은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축산정책의 방향은

가격안정에서 경영안정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육류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육류의 수매 및 방출, 수입관세 조절, 그

리고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육류 및 육용 송아지의 가격안정제도가 시행

되어 왔으나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축산물 가격 안정 제도는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육용 송아지,

낙농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축산물 경영안정대책으로는 육용우번식

경영지원사업, 육용우비육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 양돈경영안정대책사업,

가공원료유 등 생산자경영안정대책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육류유통합리화

및 개선종합대책사업과 차액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 미국

미국에서 축산업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낮고, 농가 수취율

이 높아 정부의 정책 개입이 매우 적다. 미국의 축산정책은 주로 축산물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 그리고 생산농가의

위험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련 제도로는 축산물 의무가격보고

제도, 축산물 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제, 위생 및 안전 관리 프로그램, 그

리고 패커의 과점적 행위 방지법(Packer & Stockyards Act) 등이 있다.

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사료 곡물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축산보조정책에 포

함할 수 있다. 미국의 사료 곡물 관련 농가 보조는 유통 융자 프로그램, 직

접지불, Counter-Cyclical Payments(가격보전지불),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Program(수입보전 직불제), Disaster Payment(재해지불),

Crop Insurance(작물보험)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료곡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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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는 낮은 가격으로 사료를 구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축산업에 직접

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곡물에 대한 보조를 통한 효과가 축

산물 생산에 영향을 주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 유럽

EU의 축산물 유통 관련 정책은 통합된 유럽시장하에서 다양한 식품 문

화 유지와 함께 이 시장에서의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

고 있다(Alemanno, 2006). EU의 대부분 국가들이 1990년대 이후 주요 식

품 안전 관련 입법 개혁을 해왔다. 이들 국가들은 2002년 시행된 EU의

일반식품법 (GFL, General Food Law)과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에 대응

하기 위해 국가별로 강화해야 할 정책적 요소를 다듬어 식품 안전에 관련

된 정책 또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주로 위험관리와 푸드체

인관리 시스템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물가 안정을 위한 쇠고기 돼지고기의 유통체계 개선방안

가. 쇠고기․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 관련 정책 평가

축산물 유통정책의 물가안정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동의율을 조사한 결

과,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대’ ‘산지조직화(규모화)’

‘부분육 유통활성화’ ‘모돈 전문농장 육성’ 그리고 ‘계열화 확대’ 등의 가격

안정 혹은 가격 인하에 대한 동의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수입축산물 관세 인하’ ‘선물시장 활성화’ ‘송아지 생산안정제’

의 물가 안정에 대한 동의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물가 안정의 가격 변동성 완화와 전반적인 가격 수준의 인하 측면에서

각각의 정책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가 가격 변

동성 완화 측면과 가격 인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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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직화(규모화)가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두

정책 이외에 가격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민간 계열화’ ‘축사시설 현대

화’ ‘부분육 유통활성화’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가격 인하 측면에

서는 ‘직거래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부분육 유통 활성화’ 순으로 높

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축산물 물가 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축산 관련 정책들의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관계자의 수용성 등 4가지 측면의 평가에서는 ‘협동조

합형 계열화 활성화’가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의 시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축산물 이력제’, 수용성 측면

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대’가 각 항목에서 가

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의 경우, 시행가능

성과 수용성 측면에서도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 유통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 및 개선 방안

참여 주체가 다양한 현행 다단계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하고 가격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를 통합하여 유통 주체

의 의사결정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축산물 유통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개별농가 중심의 생산 및 출하방식을 산지를 중

심으로 조직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거래 교섭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 주체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도축, 가공, 배송 기능을 통합시켜

규모의 경제 및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관경영체계를 구축해

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정된 판매처를 확보하고 소비자 Needs 충족과 더불어

소비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단계에서는 ①

산지조직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브랜드 및 계열화사업을 연계하여 추

진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하고, 조직화된 협업체에 대한 종합지원 및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축산물 생산요소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료의 가격 불안정성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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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국제선물거래 전문가 육성, 국내 사료작물 생산량 확대, 축

산농가와 사료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료안정기금 조성도 적극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송아지생산안제의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하다.

한우 사육두수를 고려한 보장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

로 송아지 사육생산비 절감 목표와 연계한 안정기준가격 설정도 검토되어

야 한다. ③ 가격의 계절성 완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도매단계에서는 ① 구조조정 대상 도축장 정리를 촉진하고 지역별 거점

도축장 육성하여 부분육 유통을 주도하고 지역별로 축산물 유통을 선도하

는 기능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돼지고기 선물시장을 활성화하고

쇠고기시장으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선물상장 기본예탁금 및 증거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소매단계에서는 ① 비선호부위의 재고 비용이 선호부위 가격에 전가되

는 현행 가격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모둠판매방식 개발 등 비선호부위

소비 촉진을 통한 선호부위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② 국내 고

품질 축산물에 대한 차별적 선호 소비계층의 Needs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

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한 전문 판매점을 통한 고급육 유통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③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브랜드 직영점 종합센

터 등 다양한 축산물 직거래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사이버 직거래 활성화

를 위한 정육의 표준화와 규격화, 직거래에 필요한 물류, 정산, 품질관리

등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④ 대형 할인점 등 소매점을 중심으로 실

시되고 있는 축산물 등급표시제를 일반 음식점등으로 확대 추진하고 단속

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부 록 79

구분 사업명 물가 관련 작용메커니즘
물가에의 영향 정도

(1은 약, 5는강)

사육기반

확충

한우경쟁력강화사업(통합) 시설개선-생산성향상-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한우다산장려금(폐지) 사육두수 증가-가축비 하락-가격 하락 1 2 3 4 5
□ □ □ □ □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통

합)
사육두수 증가/생산성 향상-비용 하락-가격인하

1 2 3 4 5
□ □ □ □ □

산지 조직화 대량거래의경제, 브랜드형성, 생산성향상→비용절감
/수익증진

1 2 3 4 5
□ □ □ □ □

사육기반

확충(공

통)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료비 절감-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사료사업 지원 사료비 절감-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처리비 절감/질병축소-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 고품질/생산성향상-소득증가/비용절감-가격상승/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단지 조성사업 규모경제/질병가능성-비용절약/증가-가격인하/상승 1 2 3 4 5
□ □ □ □ □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지원 생산성향상-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수급 및

가격안정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송아지공급 증가-가축비절감-가격하락 1 2 3 4 5

□ □ □ □ □

부록 1

축산 정책의 물가안정 영향에 대한 전문가 사전 조사표

※ 표 왼쪽의 1～5까지의 네모 안에 각 정책들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물

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

랍니다. 1은 가장 약하다는 의미이며, 5는 가장 강함을 의미합니다.

< 한육우 관련 사업의 물가 관련 작용 정도- 생산 부문 >



부 록80

소산업 정보화산업(폐지) 수급상황파악-경쟁시장형성-가격인하
1 2 3 4 5
□ □ □ □ □

한우자조금 소비확대-가격상승 1 2 3 4 5
□ □ □ □ □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품질고급화장려금 고급화-가격상승
1 2 3 4 5
□ □ □ □ □

한우개량사업 생산성향상-가축비절약-가격인하 1 2 3 4 5
□ □ □ □ □

우수축출하포상금 고급화-가격상승 1 2 3 4 5
□ □ □ □ □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공통)

가축질병근절대책 질병축소-생산성향상-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가축공제 위험성 관리-경영안정-단위비용 증가억제
1 2 3 4 5
□ □ □ □ □

가축방역 질병축소-생산성향상-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업등록 지원사업 수급상황파악-경쟁시장형성-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경영자금 지원 경영안정-단위비용 증가억제 1 2 3 4 5
□ □ □ □ □

가축개량협의 운영 생산성향상-가축비절약-가격인하 1 2 3 4 5
□ □ □ □ □

종축등록 및 신기술 보급 생산성향상-가축비절약-가격인하
1 2 3 4 5
□ □ □ □ □

가축개량전산망구축 생산성향상/수급파악-가축비절약/안정성증가-가격인하 1 2 3 4 5
□ □ □ □ □



부 록 81

구분 사업명 물가 관련 작용메커니즘 물가에의 영향 정도(1은 약, 5는강)

유통
체계
개선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구축사업 수급상황파악-경쟁시장형성-가격인하 1 2 3 4 5
□ □ □ □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시장분리-가격차별 가능 1 2 3 4 5
□ □ □ □ □

식육소매유통시설 비용절감-가격인하 가능 1 2 3 4 5
□ □ □ □ □

직거래 매취사업 유통단계 축소-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선물시장 활성화 리스크축소-물가안정 1 2 3 4 5
□ □ □ □ □

도축장 구조조정 규모의경제성/위생성향상-비용절감/수익증진 1 2 3 4 5
□ □ □ □ □

도매시장가격상하한제 가격변동성 축소 1 2 3 4 5
□ □ □ □ □

소매단계 등급표시제 상품차별화-등급간 가격변동율 축소/수익증진 1 2 3 4 5
□ □ □ □ □

시설현대화 규모의 경제성/위생성강화-비용절감/수익증진 1 2 3 4 5
□ □ □ □ □

부분육 유통활성화 상품차별화-수익증진-가격/품질경쟁력제고-가격인하 1 2 3 4 5
□ □ □ □ □

부정육 판매단속강화 시장 차별화-수익증진 1 2 3 4 5
□ □ □ □ □

수입축산물 관세인하 국내산 가격 하락 1 2 3 4 5
□ □ □ □ □

원산지표시제 시장분리-가격차별가능-국내산수요증가-가격상승 1 2 3 4 5
□ □ □ □ □

수입쇠고기유통이력시스템구축사업 수급상황파악-경쟁시장형성-가격인하 1 2 3 4 5
□ □ □ □ □

유통
체계
개선
(공통)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생산성향상/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물 등급판정 상품차별-수요부문세분화-가격안정화 1 2 3 4 5
□ □ □ □ □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지원 비용절감/생산성향상-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물 종합처리장․공판장 및 도매
시장 운영활성화

규모화/경쟁시장 조성-비용절감/가격안정-가격인하/가격
안정

1 2 3 4 5
□ □ □ □ □

도축장 시설 현대화 작업 도축단계 생산성향상/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물종합직판장및공판장,직거래판
매점

유통단계 축소-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브랜드육 가공시설 비용절감/생산성향상-가격인하 1 2 3 4 5
□ □ □ □ □

브랜드가맹점 육성
수요확대/안정적 판매-가격상승/경영안정 및 확대-가
격상승/안정,인하

1 2 3 4 5
□ □ □ □ □

도축장 HACCP 및컨설팅지원 위생수준향상/생산성향상-비용증가/비용하락-가격상승/인하 1 2 3 4 5
□ □ □ □ □

축산물 종합처리장건설 규모화,단일작업화-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물 공판장건설 경쟁시장 형성-가격하락및 안정 1 2 3 4 5
□ □ □ □ □

부분육 가공시설 비용절약/위생수준향상-가격하락/비용상승 1 2 3 4 5
□ □ □ □ □

냉장육 전문판매점 시설 개선 위생수준향상/생산성향상-비용상승/비용절약 1 2 3 4 5
□ □ □ □ □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수요확대/안정적 경영-가격상승/가격안정 1 2 3 4 5
□ □ □ □ □

축산위생시설 자금 지원
위생수준향상/생산성 향상-비용증가/비용하락-가격상
승/가격인하

1 2 3 4 5
□ □ □ □ □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
품질수준향상/생산성 향상-가격상승/비용하락-가격상
승/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물 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생산성 향상-비용절감-가격하락 1 2 3 4 5
□ □ □ □ □

HACCP 컨설팅지원 위생수준향상/생산성제고-판매가격상승/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물 검사 질병축소-생산성향상-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 한육우 관련 사업의 물가 관련 작용 정도 - 유통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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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물가 관련 작용메커니즘 물가에의 영향 정도(1은 약, 5는강)

사육기반

확충

(공통포함)

돼지경쟁력강화사업 시설개선-생산성향상-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사료사업 지원 사료비 절감-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처리비 절감/질병축소-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 고품질/생산성향상-소득증가/비용절감-가격상승/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단지 조성사업 규모경제/질병가능성-비용절약/증가-가격인하/상승
1 2 3 4 5
□ □ □ □ □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 생산성향상-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산지 조직화
대량거래의경제, 브랜드형성, 생산성향상→비용절감
/수익증진

1 2 3 4 5
□ □ □ □ □

모돈전문농장 육성 규모의경제성-비용절감
1 2 3 4 5
□ □ □ □ □

수급 및

가격안정

양돈자조금 소비확대-가격상승
1 2 3 4 5
□ □ □ □ □

조사사업(공통) 수급상황파악-경쟁시장형성-가격인하
1 2 3 4 5
□ □ □ □ □

가축개량

돼지개량 생산성향상-가축비절약-가격인하
1 2 3 4 5
□ □ □ □ □

가축개량협의회 운영 생산성향상-가축비절약-가격인하
1 2 3 4 5
□ □ □ □ □

종축등록 및 신기술 보급 생산성향상-가축비절약-가격인하
1 2 3 4 5
□ □ □ □ □

가축개량전산망구축 생산성향상/수급파악-가축비절약/안정성증가-가격인하
1 2 3 4 5
□ □ □ □ □

경영개선

가축질병근절대책 질병축소-생산성향상-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가축공제 위험성 관리-경영안정-단위비용 증가억제
1 2 3 4 5
□ □ □ □ □

가축방역 질병축소-생산성향상-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업등록 지원사업 수급상황파악-경쟁시장형성-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경영자금 경영안정-단위비용 증가억제
1 2 3 4 5
□ □ □ □ □

< 양돈 관련 사업의 물가 관련 작용 정도 - 생산 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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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물가 관련 작용메커니즘 물가에의 영향 정도(1은 약, 5는강)

유통
구조
개선

축산물(돼지고기) 품질향상
수요확대/안정적 판매-가격상승/경영안정 및 확대-가격상
승/안정,인하

1 2 3 4 5
□ □ □ □ □

돈가스외식프랜차이즈설치지원
수요확대/안정적판매-가격상승/경영안정및확대-가격상
승/안정,인하

1 2 3 4 5
□ □ □ □ □

가공판매시설 및 운영 생산성향상/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양돈계열화 사업 규모경제/안정적소득확보-비용절약/안정화-가격하락/안정 1 2 3 4 5
□ □ □ □ □

선물시장 활성화 리스크축소-물가안정 1 2 3 4 5
□ □ □ □ □

도축장 구조조정 규모의경제성/위생성향상-비용절감/수익증진 1 2 3 4 5
□ □ □ □ □

도매시장가격상하한제 가격변동성 축소 1 2 3 4 5
□ □ □ □ □

소매단계 등급표시제 상품차별화-등급간 가격변동률축소/수익증진 1 2 3 4 5
□ □ □ □ □

시설현대화 규모의 경제성/위생성강화-비용절감/수익증진 1 2 3 4 5
□ □ □ □ □

부분육 유통활성화 상품차별화-수익증진-가격/품질경쟁력제고-가격인하 1 2 3 4 5
□ □ □ □ □

부정육 판매단속강화 시장 차별화-수익증진 1 2 3 4 5
□ □ □ □ □

수입축산물 관세인하 국내산 가격 하락 1 2 3 4 5
□ □ □ □ □

육가공업체 시설 지원 비용절약/위생수준향상-가격하락/비용상승 1 2 3 4 5
□ □ □ □ □

유 통
구 조
개 선
(공통)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
업 생산성향상/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물 등급판정 상품차별-수요부문세분화-가격안정화 1 2 3 4 5
□ □ □ □ □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지원 비용절감/생산성향상-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물 종합처리장․공판장 및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규모화/경쟁시장 조성-비용절감/가격안정-가격인하/가격안
정

1 2 3 4 5
□ □ □ □ □

도축장시설 현대화 작업 도축단계 생산성향상/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물종합직판장및공판장직
거래판매점

유통단계 축소-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브랜드육 가공시설 비용절감/생산성향상-가격인하 1 2 3 4 5
□ □ □ □ □

브랜드가맹점 육성 수요확대/안정적판매-가격상승/경영안정및확대-가격상
승/안정,인하

1 2 3 4 5
□ □ □ □ □

도축장 HACCP 및컨설팅지원
위생수준향상/생산성 향상-비용증가/비용하락-가격상승/
인하

1 2 3 4 5
□ □ □ □ □

축산물 종합처리장건설 규모화,단일작업화-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물 공판장건설 경쟁시장 형성-가격하락및 안정 1 2 3 4 5
□ □ □ □ □

부분육 가공시설 비용절약/위생수준향상-가격하락/비용상승 1 2 3 4 5
□ □ □ □ □

냉장육 전문판매점 시설 개선 위생수준향상/생산성향상-비용상승/비용절약 1 2 3 4 5
□ □ □ □ □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수요확대/안정적 경영-가격상승/가격안정 1 2 3 4 5
□ □ □ □ □

축산위생시설 자금 지원
위생수준향상/생산성 향상-비용증가/비용하락-가격상승/
가격인하

1 2 3 4 5
□ □ □ □ □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
품질수준향상/생산성 향상-가격상승/비용하락-가격상승/
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물 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생산성 향상-비용절감-가격하락 1 2 3 4 5
□ □ □ □ □

HACCP 컨설팅지원 위생수준향상/생산성제고-판매가격상승/가격인하 1 2 3 4 5
□ □ □ □ □

축산물 검사 질병축소-생산성향상-비용절감-가격인하 1 2 3 4 5
□ □ □ □ □

< 양돈 관련 사업의 물가 관련 작용 정도 - 유통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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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화번호

E-mail

소 속

정 책 물가 안정 메커니즘 동의 여부
물가 안정 메커니즘

대한 의견 제시
1. 계열화 확대

(협동조합형 또는

민간계열화 활성화)

․규모의 경제→유통 비용 감소→

가격 인하

․계약 거래→가격 안정

(예, 아니오)

2. 직거래 확대 ․유통비용 감소→가격 인하 (예, 아니오)

3. 축산물 이력제

․유통과정 투명→수요확대, 관리

비용 증가→가격상승(단기)→생산

확대→가격인하, 소비자 후생

증가(장기)

(예, 아니오)

4. 산지조직화(규모화) ․공급안정→가격 안정 (예, 아니오)

5. 선물시장 활성화
․위험관리→판매자 수입 안정,

구매자 비용 안정→가격 안정
(예, 아니오)

6. 도축장 구조조정

(시설 확충 및 현대화)

․물량확대→가격안정

․규모의 경제→비용 감소→가격인하
(예, 아니오)

부록 2

축산 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표

※ 응답자 정보

문 1. 다음에 나열한 물가 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관련 정책수단

들입니다. 제시된 물가 안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동

의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수단별 물가 안정 메

커니즘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물가 안정은

1) 축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가격 안정)하거나 2) 가격 수준을 낮

추는 것(가격 인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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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물가 안정 메커니즘 동의 여부
물가 안정 메커니즘

대한 의견 제시

7.가격 결정 체계(도매

시장 가격 상하한제)
․일일 등락폭 제한→가격 안정 (예, 아니오)

8.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 표시

․정보 확대→관리 비용 증가, 소비

확대→가격 상승(단기)→고품질

축산물 생산 증가→가격 인하,

소비자후생 증가(장기)

(예, 아니오)

9. 축산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생산성 증대→공급 증대, 생산

비용 감소→가격 인하
(예, 아니오)

10. 모돈전문농장육성*

․생산의 계절별 진폭 감소→가격

안정

․생산성 증대→공급 증대→가격 하락

(예, 아니오)

11.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육 기반 안정→공급 안정→

가격 안정
(예, 아니오)

12. 부분육 유통 활성화 ․물류 비용 절감→가격 인하 (예, 아니오)

13. 부정육판매단속강화

․부정육 유통 감소→소비자 신뢰

회복 및 수요 증가→가격 상승(단기)

→공급 증대→가격 하락(중장기)

(예, 아니오)

14. 수입축산물관세인하

․수입육 가격 인하→국내산 축산물

시장 조정(생산성 향상/국내산

공급 감소)→가격 인하/증가

(예, 아니오)

※ 본 연구에서의 물가 안정은 1) 축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거나 2)

가격 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 2와 3은 축산 관련 정책이 축

산물 물가 안정(1. 가격 변동성 완화, 2. 가격 인하) 측면에서의 상대적

중요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2. 다음은 축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축산 관련 정책 방안들

의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 2-1. 다음의 15가지 정책 중 8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선

택(2개 이상 가능)하시고 0부터 20까지 제시된 점수 란의 ‘10’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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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점수

1

계열화 확대

(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계열화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직거래 확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축산물 이력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
산지조직화

(규모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6 선물시장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7

도축장 구조

조정(시설 확

충 및 현대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

가격 결정 체

계 ( 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
소매단계 축산

물 등급표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축사시설 현대

화 및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
모돈 전문농장

육성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2
송아지생산

안정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3
부분육 유통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4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5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문 2-2. 나머지 14개 정책에 대해서 정책 간 상호 중요도를 고려하시어 각

정책의 점수란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기입 방법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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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정책이 8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면 10점보다 큰 점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표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1번 정책이 8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보다 2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12점에 √표시해 주십시오.

○ 1번 정책이 8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10점보다 작은 점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표시해

주십시오. 예) 1번 정책이 8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보다

2점 정도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8점에 √표시해 주십시오.

○ 만약 1번 정책이 8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과 중요도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10점에 √표시해 주십시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정책들 간 상호 중요도의 정도를 비교하시

여 √표시해 주십시오.

○ 정책 간 중요도가 다를 경우 다른 점수를 부여하시고, 정책 간 중

요도가 같을 경우 같은 점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1) 10점보다 큰 점수에 √표시한 정책의 수가 7개 이하

이고 2) 10점보다 작은 점수에 √표시한 정책의 수가 7개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만약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2-1에서 8번째로 중요

하다고 답하신 정책이 조사표 작성 결과에서 8번째로 중요한 정

책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다시 조사표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해야 될 정책 물가 안정 메커니즘 점수

①

②

③

④

문 2-3. 위에 제시된 15개 정책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며 기존

정책과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할 때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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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점수

1

계열화 확대

(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계열화 확대

(민간 계열화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직거래 확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축산물 이력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
산지조직화

(규모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6 선물시장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7

도축장 구조

조정(시설 확

충 및 현대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

가격 결정 체

계 ( 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
소매단계 축산

물 등급표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축사시설 현대

화 및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
모돈 전문농장

육성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2
송아지생산

안정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3
부분육 유통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4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5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문 3. 다음은 2) 가격 수준을 낮추기(가격 인하) 위한 축산 관련 정책 방안

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 3-1. 다음의 15가지 정책 중 8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선

택하시고(2개 이상 가능) 0부터 20까지 제시된 점수 란의 ‘10’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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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의 효율성은 정책 집행의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2. 정책의 효과성은 축산물 물가 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이라는 목표 달

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3. 정책의 시행 가능성은 정책당국이 축산물 물가 안정 및 유통체계 개

선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4. 관계자의 수용성은 축산물 물가 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을 정책의 관계자(정책의 대상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추가해야 될 정책 물가안정 메커니즘 점수

①

②

③

④

문 3-2. 나머지 14개 정책에 대해서 정책 간 상호 중요도를 고려하시어

각 정책의 점수란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표시해 주십시오. 다

음과 같은 기입 방법은 앞(문2-2)과 동일합니다.

문 3-3. 위에 제시된 15개 정책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며

기존 정책과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할 때 몇 점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문 4. 축산물 물가 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축산 관련 정책들을 효율

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관계자의 수용성 등 4가지 측면에서 평가하

는 문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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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 낮음 =1

정 책 효율성 효과성
시행
가능성

관계자(대상
자의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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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생산안정제

13 부분육 유통 활성화

14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15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16 기타1 ( )

17 기타2 ( )

18 기타3 ( )

각 정책에 대해서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관계자의 수용가능성을

평가하시어 다음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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