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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칠레 축산업 개황1)
1.1. 칠레 축산의 성장배경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축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지역은 극
명하게 나뉘어 있다. 쇠고기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는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
루과이 등과 북미의 미국, 캐나다, 대양주의 호주와 뉴질랜드, 아시아의 인도를 비롯하여
유럽연합(EU) 등이다. 한편 쇠고기 주요 수입국으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많은 미국
을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의 일본, 한국, 베트남, 홍콩 등이 수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주요 수출국은 EU, 남미의 브라질, 칠레, 북미의 미국, 캐나다 등이
며,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 멕시코와 함께 일본, 한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이 주를 이
룬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요 수출국으로는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EU, 미국, 태국 등이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EU, 멕시코, 러시아와 아시아의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최근 중동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 등에서도 많이 수입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남미지역의 축산업은 1990년대 세계적인 시장개방의 흐름을 전환점으로
성장세가 현저하다. 즉, 이전의 국내 자급 위주로 산재해 오던 축산업이 새로이 적극
* 이 글은 필자가 2013년 6월29일부터 7월6일까지 칠레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것임.( huhduk@krei.re.kr, 02-3299-4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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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해 온 것이다.
그 중 칠레의 시장개방 흐름은 괄목할 만하다. 칠레는 세계 제2위의 FTA체결국으로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57개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적극적인 자유무역정책으
로 축산물 수출의 확대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간의 성과를 보면, 1999년부터 2009
년 사이 10년 동안 돼지고기 수출이 8배나 증가하였다.
그림 1 칠레의 돼지고기 수출액
단위: 백만 US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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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alic.go.jp).

칠레는 총면적 756천

㎢, 2012년 기준 총인구 1,710만 명, 인구증가율 0.88%, 농업인

구 224만 명, 2011년 기준 GDP 1만 5천 달러 수준, GDP 성장률 6.5%, GDP 중 농업
비율 5%, 수출 총액 861억 달러, 총 수입액 723억 달러 수준으로, 남미에서는 비교적
잘사는 나라에 속한다.
1990년대 이후 칠레에서는 수출지향적 축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집약적 기업
형 계열화 체계가 발전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아그로수퍼(Agrosuper)이다. 이
회사는 생산, 도축, 가공, 유통의 전 단계가 하나의 경영체계에 의해 통제되는 완전수
직계열화 형태의 기업이다. 2010년 기준으로 아그로수퍼의 생산 비중은 닭의 경우 전
국 생산물량의 49%, 돼지의 경우 전국 생산물량의 63%를 점유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아그로수퍼의 연간 닭고기 생산량은 24만 9천 톤으로 연간 매출액은 5
억 5,500만 달러이다. 보유하고 있는 육계농장 수는 1,500개에 이른다. 한편, 돼지의 연
간 생산량은 29만 8천 톤으로 매출액으로는 6억 3,900만 달러에 달한다. 아그로수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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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농장은 30개 돈사로 이루어진 섹터로 45개소가 있으며, 종돈 13만 5,000두, 사육두
수 330만 두 규모의 초대규모이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도축가공장 3개소에서는 하
루 18,000두의 돼지를 도축한다.
아그로수퍼에서 생산된 닭은 대부분 수출되며, 국가별 수출비율은 EU 약 40%, 멕시
코 31%, 미국 9% 수준이다. 돼지의 경우에는 수출액 기준으로 일본 34%, 한국 31%,
EU 13%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1.2. 칠레 양돈의 경쟁력
이처럼 칠레는 축산부문 기업화의 결과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
었다. 아그로수퍼만 하더라도 양돈의 경우 2011년 기준 모돈 두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
수(MSY)가 24.5두이며, 모돈 두당 연간 자돈 이유두수(PSY)는 26두로 한국의 15.2두,
19.8두에 비해 크게 높은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다. 그 결과, 칠레는 세계 돼지고기 수
출 시장의 2.7%(2009년)를 점유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칠레는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를 kg당 평균 수출단가 3달러 수준으로
물량으로는 총 3만 3천 톤, 금액으로는 1억1천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였다. 앞으로도
칠레는 세계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우리나라 축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1.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

칠레 축산업은 글로벌화된 생산 공급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남미지역 중심으로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례로, 칠레의 양돈기업들은 저탄소 친환경 녹색기업으로 발전을
모색하면서 사회기여를 확대하고 있다.
아그로수퍼의 경우 환경 친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0년부터 약 715억 원을 투
자 하는 등 전체 R&D 비용의 12%를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그 중 가축의 분뇨처리
를 위해 사육농장과 가공장 등에서 사용된 물과 분뇨를 정화하여 경작과 축사청소 등
에 이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즉, 돼지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난방용 에
너지와 전기로 전환하여 이용하고, 탄소 배출권을 농축산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시
카고 거래소를 통해 다른 국가의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사회 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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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001년 아그로수퍼 재단을 설립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초
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1.4. 칠레의 경제성장 동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칠레 축산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는 1990년대의 시장
개방과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편승하여 급속한 성장을 하여 왔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칠레 경제성장의 동력으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구수 대비 넓은 국
토, 그리고 대형기업화 출현에 대한 국민의 우호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데 있다. 역사적
으로 과거 스페인 등의 식민지, 쿠데타, 독재정권, 혁명 등을 거친 급진적인 사고와 잘
살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근대화를 이룬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칠레 축산은 대형 축산기업화의 결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수출지향적 축산업을 목표로 자본집약적 형태의 대형 축산기업이 발전한
것은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적 후원, 그리고 자본집중력이 핵심
이 되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외부적인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산물이
다. 그리고 공격적 경영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을 추구하는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칠레 축산업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ISO 9001이나 ISO 14001 등 글로벌 표준화된 제품으
로 다량 생산하는 시스템과 더불어 기계화,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효율 증진 및 품질
의 항상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도 눈에 띈다.

1.5. 칠레 축산물 수요 및 가격 개요
칠레에서의 쇠고기 수요는 유지 내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돼지고기와 닭고
기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돼지고기 시장의 확대 요인으로 첫째, GDP의 증
가 둘째, 아그로수퍼가 최근 규모 확대 전략을 포기함에 따른 수출전략의 변경 등을
꼽을 수 있다.
칠레의 2011년 연간 육류 1인당 소비량은 지육 기준으로 닭고기 인당 31.3kg, 돼지
고기 24.3kg(2012년 26.5kg), 쇠고기 21.4kg, 칠면조 4.7kg, 기타 육류 0.7kg 정도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돼지고기 30.5kg, 닭고기 16.4kg, 쇠고기 13.9kg과 비교하면, 닭고기나
쇠고기 소비량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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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축산물 소매가격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다. 2011년 기준 쇠고
기 등심의 경우 kg당 1만 5천 원(7,990 칠레 페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만 2천 원 수
준으로, 우리나라의 1/4 수준이며, 돼지고기 목심의 경우 kg당 칠레에서는 7천원(3,690
칠레 페소), 한국 1만 7천원으로 41% 수준, 닭고기는 kg당 칠레 2천원(1,070 칠레 페
소), 한국 6천원으로 1/3 수준이다. 다만, 계란의 경우 10개당 칠레 2,200원(1,124 칠레
페소), 한국 1,600원으로 칠레가 우리나라보다 37.5% 비싸다.

2. 칠레의 양돈산업 현황
2.1. 칠레 양돈산업 규모
칠레의 돼지 총사육두수는 2012년 기준 3,325,481두이며, 연간 돼지고기 생산량은
583,673톤, 그 중 돼지고기 수출량은 132,492톤으로 전년대비 31.3% 증가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2012년 연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6.5kg으로 2005년의 19.3kg에 비해
국내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표 1 칠레 돼지 사육두수 추이
구분

총사육두수

비육돈

자돈

번식돈

두

전년대비
(%)

두

전년대비
(%)

2006

2,854,646

111.0

2,592,215

111.2

343,937

112.1

2007

2,957,195

103.6

2,690,293

103.8

338,612

2008

2,845,760

96.2

2,581,646

96.0

2009

2,724,123

95.7

2,473,171

2010

2,751,813

101.0

2,503,982

2011

2,843,972

103.3

2,593,804

2012

3,325,481

-

3,041,036

년

사육호수

전년대비
(%)

호

262,431

108.6

139

98.5

266,902

101.7

133

325,384

96.1

264,114

99.0

118

95.8

330,819

101.7

250,952

95.0

97

101.2

314,823

95.2

247,831

98.8

73

103.5

349,281

110.9

250,168

100.9

74

-

408,278

-

284,445

-

68

두

전년대비
(%)

두

자료: 칠레국가통계국(INE).

칠레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료곡물의 해외의존도가 높다. 양돈용 사료의
수입곡물 의존도를 보면, 수입 비율이 옥수수가 30%인 것을 제외하면, 콩은 100%, 대
두 99%이다. 옥수수의 주요 수입원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이며, 2012년
에는 저렴한 파라과이산으로 구입선이 이동하는 상황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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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돼지고기 수출 동향 및 전략
2.2.1. 최근의 칠레 양돈산업 위협 사건
칠레는 이제까지 구제역, 돼지 콜레라와 같은 가축질병 발생이 없어 남미 최고의 위
생 수준을 자랑하며, 중기적으로는 국내 수요 증가로 순조로이 성장해 왔다. 일본, 한
국,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을 비롯한 세계 60개국 이상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중남미경제협정, 즉 MERCOSEUR에서는 준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멕시코, 콜
롬비아, 페루와는 태평양 동맹(Alianza del Pacifico)이라는 경제 공동체를 설립하는 등 국
제교역을 통해 선진국 대열 진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칠레에서는 몇 가지 양돈산업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가장 대표
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비롯된 다이옥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즉, 2008년 7월 한국으
로 수출된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발견되어, 한국이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
을 중단하는 조치가 있었다. 이후 일본 등 몇 나라에서도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을 중
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다음 해인 2009년 5월에는 신종 플루 발생에 따른 돼
지고기에 대한 소문 피해가 있었다. 신종 플루 발생 초기에는 돼지 플루라는 이름으로
불리었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요 축소로 양돈산업이 위기를 맞았던 것이다. 연이어 다
음 해(2010년) 2월에는 칠레 중남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이에 의한 생산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사태로는 칠레 최대 돼지고기 생산기업인 아그로수퍼의 환경 문제가
있다. 칠레 돼지고기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최대 회사인 아그로수퍼에서는 2005
년 최대 사육마릿수 15만 마리(모돈 기준) 규모의 번식 모돈을 가진 시설을 칠레 북부
후아스코(Huasco) 지역에 설치한 바 있다. 후아스코 지역에 투입한 총투자액은 6,600억

㎢

㎢ 규모의 부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로 사막 한가운데에 서울(605 )보다 더 큰 700

지에 친환경 농업 도시를 건설한 것이다. 그렇지만 2012년 5월 악취로 인근 주민이 양
돈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봉쇄하여 사육 돼지가 집단으로 폐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
다. 결국, 칠레 환경성은 사육 가능한 어미 머릿수를 8만 마리까지 축소하기로 결정하
였지만, 아그로수퍼 수뇌들은 2013년 2월 후아스코 지역 양돈장을 전면 폐쇄하는 조치
를 취하였다. 결국 아그로수퍼가 운영하는 대규모 양돈장의 환경 문제로 많은 돼지가
도축되어 출하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실질적인 생산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최근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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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칠레 돼지고기 수출동향과 전략
그 결과, 2009년과 2010년 칠레의 돼지고기 생산은 2년 연속으로 전년실적을 밑도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 2012년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58만
3,673톤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하는 상황을 보였다. 한편, 칠레에서 생산된 돼지고
기 부산물 중 전체의 50%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50%는 수출하고 있다.
그림 2 칠레 돼지고기 생산 및 도축현황
천두

생산량

톤
700,000

도축두수

6,000

600,000

5,000

500,000
4,000
400,000
3,000
300,000
2,000

200,000

1,000

100,000
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년

자료: (www.alic.go.jp).

칠레 양돈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또 다른 배경에는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의
강화 등 제도적 측면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각 수출기업은 주로 아시아 수출을 중심
으로 한 수출국 중 전문라인 설치와 국제규격 취득 촉진 등에 의한 수출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었다. 칠레산 돈육 리스크 관리제도는 우리나라에서의 다이옥신 혼입문제
를 겪으면서 실제로 작동이 확인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칠레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생산이력추적제(traceability system)가 시행되고 있었다. 2008년 7월 다이옥신 문제가 불
거지면서, 이 제도를 통해 1개월 뒤인 8월 8일 문제가 된 생산농장을 특정하였고, 또
1개월 뒤인 9월 16일까지 1개 농장에서 사료첨가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내어, 사료공장의 사료원료 공급시설에서 다이옥신이 혼입된 것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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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칠레산 돈육 리스크 관리제도

같은 해 8월 8일 생산농장을 특정,
9월 16일까지 전부 1개 농장

원인은 사료첨가제로 특정

◦등록시설
사료원료공급업자
양돈장
사료공장
도축장
◦모니터링 샘플
(대부분 농장)
◦제3자 기관 검사
◦관계자 연수

자료: (www.alic.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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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0
28
6
611

90
159

◦리스크 요인 추가
사료첨가용유지(동식물유래)
산화아연
칼슘
유산황
동물성 육골분
◦대상시설의 확대
해외의 사료원료공급시설도 대상
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
◦검사중
리스크요인으로 중금속 추가등록시설,
모니터링결과, 제3자 기관검사 결과 공표

칠레의 5대 주요 돼지고기 패커 기업은 아사(AASA), 아그로수퍼(Agrosuper), 코엑스카
(Coexca), 프리오사(Friosa), 막사그로(Maxagro) 등이다. 이들은 "CHILE PORK"라는 공동
브랜드로 주로 아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용 전문 생산라인을 설치하
고 ISO9001, ISO14001, HACCP 등 국제규격의 인증 취득을 추진하여, 부가가치 대응
동향을 보이는 등 세밀한 아시아 각국의 니즈에 대응하여 수출 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칠레 돼지고기 수출 시장에서 제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국에 일부 냉장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로서는 중국으로 머리, 족발, 귀 등 저가격 부위를 주로 수출하고 있지만 앞으
로 중국의 고급육 수입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2011년에 시장을
개방한 인도로의 수출 실적은 아직은 적지만 향후 수출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국가별 돼지고기 수출액 비율을 보면, 총수출액 4억 7,595만 달러
로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 39%, 한국 25%, 러시아 11%, 콜롬비아 4%, 독일 3%, 중
국 3%, 캐나다 2%, 아르헨티나 2%, 페루 2%, 기타 국가 9% 등이다. 같은 해 국가별
돼지고기 수출량 비율을 보면 총 132,490톤 중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27%로 가장
많으며, 일본으로 21%, 러시아로 15%, 중국으로 7%, 콜롬비아로 6%, 멕시코로 4%, 페
루로 2%, 아르헨티나로 2%, 기타 국가로 16% 수출하고 있다.

2.3. 칠레 양돈산업의 경쟁력
2.3.1. 돼지 생산자 가격 및 생산비
사료비는 돼지고기 생산비용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 칠레의 돼지고기 생산비
중 비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료비 73.0%, 노동비 6.7%, 위생비 3.6%, 가축비 1.8%, 수
도광열비 4.0%, 기타 10.9%이다. 정부에 의한 생산자 보조금이나 저리 융자 등 생산자
에 대한 정책 지원은 전혀 없다. 모돈 돼지 사육두수 600마리 규모의 일관 경영을 기
준으로 2011년 현재 생산비는 비육돈 생체 1kg 당 약 1.36달러 정도인데, 이 중 사료비
는 약 1달러 수준이다.
남미 주요국가와 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아르헨티나가 생체 kg당 1.37달러로 가장
낮으며, 브라질은 1.55달러로 칠레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칠레는 생산
비 변동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칠레통계조사국(ODEPA)에 의하면,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향후 경쟁력 저하를 예측하
고 있으며, 유가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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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가격 상승과 아그로수퍼의 증두 계획의 중지 발표로 향후 성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2013년 생산은 유지 내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5 남미 돼지고기 주요 생산국별 생산비(2011년)
달러/kg

사료비

총생산비

1.80
1.60
1.40

1.55

1.50
1.37

1.20
1.18

1.00
0.80

1.17

1.11

1.03

0.95

0.92

0.89

0.60

0.70

0.69

0.40
0.20
0.00

2010년

2011년

2010년

칠레

2011년

2010년

아르헨티나

2011년

브라질

자료: 칠레돈육생산자협회(ASPROCER).

칠레에서 돼지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가격규제는 없다. 도매시장 경매로
결정된 생체가격에 계열 가공장 비용을 더하여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 내
에서 가격변동성은 크지 않다. 수출가격은 세계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가격과
는 다소 달리 움직이게 된다.
칠레에서의 돼지 생산자 가격은 9월에 최고가격을 이룬 뒤 10월에 급격히 떨어지고

～

이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의 계절적인 변동이 있지만, 대략 연평균 생체 kg당 1.2
1.4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칠레산 돈육 생산자 가격 동향
달러/kg

1.8
1.6

▲
▲

1.4
▲

1.2
1.0

▲
■
◆

▲
■

자료: (www.alic.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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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돼지고기 수출단가
칠레가 수출하는 돼지고기의 수출단가는 다양하다. 칠레가 각국의 수요에 맞추어
수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일본의 고품질
돼지고기 수입 수요에 맞추어 일본으로의 수출단가는 1kg당 6.3달러로 가장 높다. 한
국의 평균 수출단가는 3.0달러로 칠레의 전체 평균 수출단가 3.8달러보다도 낮다. 일본
다음으로는 독일로의 수출단가가 5.2달러로 높고, 캐나다 수출단가도 4.1달러이다. 반
면 중국으로의 수출단가는 2.0달러, 기타 국가로의 평균 수출단가는 1.0달러로 중국이
나 기타로 분류되는 국가로는 부산물이거나 저품질의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부분육별 도착가격(C&F)을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 가브리살의
경우 kg당 4.9달러(2013.7.1), 전지 2.10달러, 후지 1.5-1.6달러 수준이며, 러시아에는 후
지를 4.5달러에 수출하며, 일본으로 등심을 6달러에 수출한다고 한다. 국내시장 가격
은 수출가격의 120% 수준이라고 한다.
표 2 칠레의 수출국가별 수출단가(2011년)
단가
(달러/kg)

전년동기대비

한국

3.0

17.0

일본

6.3

10.9

러시아

3.1

17.0

아르헨티나

3.0

0.9

콜롬비아

2.9

24.3

독일

5.2

18.4

중국

2.0

63.7

페루

2.6

17.3

캐나다

4.1

1.0

기타

1.0

▲56.6

3.8

10.5

합계
자료: (www.alic.go.jp).

2.4. 칠레 양돈산업의 경쟁력 확보 요인
칠레가 돼지고기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농장부터 가공까지의 공동 표준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둘째, 일치된 통
합 안전관리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가 인정하는 제품인증기관인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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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농축산청(SAG)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인 신뢰가 쌓였다는 점이 장점이다. 셋째,
기업의 적응성과 혁신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절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넷째, 관계를 중시하는 수출 전략으로 하는 지속성 확보이다. 예를 들면, 한번
거래를 하게 되면, 다소 이익이 눈앞에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장의 이익을 쫒
지 않고 장기간 거래한다는 소위 의리를 중시하는 거래관행으로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이들 업체들의 수출 전략을 요약해 보면, 첫째, 유연성
을 기본으로 하는 틈새시장 전략이며, 둘째, 부가가치 제품 확대 전략 셋째, 사회적 신
뢰도를 중시하는 파트너십으로 줄여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칠레의 양돈산업이 항상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 칠레 돼지고기산업
의 도전 요인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기류의 국제가격 변동으로 부가가
치를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물시장에서는 안전성 플러스 알파
(+α)를 요구하는 등 요구사항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돈육자체의 건강성, 환경
요인,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 등 다양한 현물시장의 요구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
다는 점이다. 셋째,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양돈산업과 주어진 조건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그로수퍼의 후아스코 지역에서의 철수 또한
환경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섯째, 도전에 대한 생산자들의 인식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으로, 무엇보다도 생산자들의 의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
라 보고 있다.
칠레 돼지고기 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은 비용절감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그 과정
에서 노출된 문제점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일례로 칠레의 양돈 도축장 구조조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환경보호, 위생기준 상향 제시 및 제품품질 기준 강화 등에 의해 생
산자와 가공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수치로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돼지고기 전
문 도축장수가 25여 개소였던 것이 현재는 5개소만 남아있다. 수출국들의 강력한 요구
등에 따라 정부는 계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안전성과 관련한 정부의 요구사항을 관철
시키려는 노력으로 가공업체수가 급감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특히 한국 수출 플랜
트들은 극히 일부 유럽 표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제시
된 표준이 너무 높아 큰 공장이 아니면 조건 충족이 어려울 정도로 앞으로도 구조조
정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전 세계의 식육시장 흐름에 따라 어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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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 너
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돼지고기 생산비는 1.5달러/생체kg(650 700 페소, 1달러
는 약 500페소), 추정 MSY는 29두, 도체중은 90~95kg, 생체중은 120kg 수준, 생체가격
은(120kg) 216달러(10만-11만 페소), 지육가격은(90~95kg) 1,200페소/지육 kg, 한 기업
(Temuso)의 한국 수출가격은 돼지고기 kg당 5달러, 우육은 4.6달러, 삼겹살 및 목살은
4.9달러라는 경쟁력 지표들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다.

3. 칠레 양돈 관련 협회 및 주요 기업 현황
3.1. 돈육생산자협회(ASPROCER)
3.1.1. 협회 개요
칠레돈육생산자협회(ASPROCER)의 회원수는 40개 회원농가로, 2013년 칠레 전체 55
개 농가(소규모까지 합하면 65개 농가) 중 72.7%를 차지한다. 칠레는 패커업체가 농가
역할을 직접 수행(직영)하는 ‘수직통합’ 형태이므로 미국·유럽 등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으며,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농가는 회원사에 포함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회원 계열사를 중심으로 보면, 아그로수퍼가 전체 70%의 돼지고기 생산을 담당하는
등 막사그로, 코엑스카 등 4개 메이저업체 중심으로 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협회의 회원사가 생산하는 물량은 칠레 총생산량의 62%를 차지하며, 7개의 수출작
업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아그로수퍼가 3개를 가지고 있다. 이들 회원사는 모돈
194,715두를 보유하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은 ASPROCER에서 담당하며, 7개의 수출작
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협회 본부에는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부서는 위생부문으로 12명, 대외협
력은 2명 등이다. 회장은 돼지 생산자가 아닌 전문 CEO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하 이사
13명은 생산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미국육류수출협회나 호주축산공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수출 브랜드도 ‘칠레포크(CHILLE PORK)’로 홍보와 마케팅을 하며, 개별회사 마케
팅은 아니다. 또한 협회는 신시장 개척에 필요한 정보와 개인회사 간 정보 교류 및 제
공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SAG와 협조적인 관계로 SAG에서 신기술 개발 시 공
동 비용을 부담하고, 회원사의 위생·환경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품질’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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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원사마다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나, 국제 표준규격 동향을 살펴보고 더 좋은 정
보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협회는 회비로 운영된다. 회비는 돼지 모돈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작
은 회사의 경우 3개월에 한번씩 500 달러 정도를 회비로 낸다.
3.1.2. 협회가 제시하는 칠레 양돈산업 개요
종돈과 관련하여, 칠레 고유 종자는 없고, 1990년대 초 캐나다로부터 종돈을 수입하
여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PIC사의 하이브리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아그로수퍼의
경우 독일 회사와 공동으로 개량에도 힘쓰고 있다.
돼지고기 품질보증프로그램으로는 PABCO(SAG의 위생관리프로그램)와 SSOP, GAP,
HACCP, ISO 9001, ISO 14001, 미생물·다이옥신 통제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협회 자체적인 품질보증프로그램도 있지만, 시장 반응에 따라 변경하면서 내부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칠레는 내수보다 수출이 주되기 때문에 각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품질개선을 함에
따라 내수용 품질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소의 경우 등급제도를 가지고 있
지만, 국가적인 돼지 등급제도 또는 돈육 품질평가프로그램은 없다.

3.2. 아그로수퍼(AGROSUPER)
3.2.1. 개요
아그로수퍼는 1950년대 설립되어 인수합병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림 6 참조>. 이 기업은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으로 경영효율을 달성한 모범적
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에는 5대륙에 걸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아그로수퍼가 이처럼 성장한 데는 정부의 품질보증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각각의 세부공정별 품질관리, 입고부터 출고까지 정부의 보증이 있었으며, 계류, 1
차 검사, CO2 기절, 화염, 내장적출, 샘플링검사, 검인, 급냉, 부위별 정형·선별, 포장,
냉장/냉동, 출고라는 각 공정의 관리상에서 정부의 보증은 아그로수퍼그룹 성장의 밑
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칠레 돼지고기 최대 생산을 자랑하는 아그로수퍼그룹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그로수
퍼그룹은 7개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즉 닭고기, 돼지고기, 칠면조, 연어, 소시지,
과일, 와인사업 부문이다. 이 그룹은 칠레뿐만 아니라 5대륙 40개 부문에서 16,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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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있다.
이 그룹의 사업 규모를 보면, 칠레 내 32개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돼지 전문
도축장 3개소, 사료공장 2개소, 1섹터 당 30개 돈사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45개 섹터를
운영 중이다. 도축장으로 로사리오(Faenadora Rosario) 도축장은 일평균 8천두를 도축하
며 2,4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미란다(Faenadora Lo Miranda) 도축장과 밀라그로(Faenadora
EI Milagro) 도축장에서는 각각 일평균 5천두를 도축하며, 각각 1,800명이 근무하고 있
다. 또한, 이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사료공장에서는 월 32만 톤의 사료를 생산하며, 그
중 돼지용 사료의 소비량이 월 12만 톤 정도로 일일 4 톤을 소비하는 셈이다. 사료 원
료의 수급은 칠레 자체 내에서 35%를 3~5월 사이에 구입하여 조달하고, 나머지는 수
입에 의존한다.
그림 6 아그로수퍼 그룹의 발전 과정

자료: 칠레돈육생산자협회.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섹터 즉 비육돈사는 총 4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1섹터
당 약 4만두 규모를 사육하고 있으므로 총 180만두 규모를 사육하고 있는 셈이다.1)
이들 섹타에서 사육하는 비육돈 조달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모돈은 18만두 규모로,
칠레 총 모돈 23만두 중 78.3%를 차지한다. 이로써 연간 400만두를 도축하여 칠레 생
산의 70%를 차지하며, 연간 40만 톤을 소비하고 있다.
돼지의 사육방법을 보면, 21일령에 비육돈사로 이동시키고, 52일령까지 적응기간을

㎡ 할당

1) 1개 섹터 = 30개 돈사 × 1,300두/돈사(1돈사 당 10구역) : 1두당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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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지만,

가진 후 180일령에 125~128kg일 때 출하한다. 칠레는 연중 기온이 20

∼

℃

℃ 정도이다.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7 9월의 겨울철에는 10 , 나머지 여름에는 25

백신접종 프로그램이 없고, 전염병이 없어 폐사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약품비 및 난
방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암·수를 구분 사육하지만, 병약돈이나 허
약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아그로수퍼그룹의 또 하나의 자랑은 폐수처리 부분이다.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오·폐
수는 물과 찌꺼기로 분리하고, 공기와 박테리아를 투여하여 산소를 제거한 뒤 정수 처
리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CO2 배출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뇨처리비용은
생체 kg당 6센트 정도로 생산비가 생체 kg당 1.5달러 인 것을 감안하면, 생산비의 4%
정도가 되는 셈이다.
도축에서 포장까지의 팩킹 공정을 보면, 계류, 1차검사, CO2 기절, 화염, 내장적출, 샘
플링검사, 검인, 급냉(2시간 보관), 부위별 정형·선별, 포장, 냉장·냉동, 출고의 공정을 가
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SAG에서는 입고부터 출고까지의 품질·위생 관리 및 보증업무를
담당하며, 수의사 6~9명과 보조자 7~10명이 근무한다. 이들의 월급은 정부에서 지급한다.
도축장 품질 및 위생 인증은 독일에서 인증하는 회사인 독일품질체계(Deutch Quality
System)로 DQS라는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영국소매협업체(British
Retail Consosium, BRC)로부터 인증도 받고 있다. 이들 인증은 3년마다 재인증을 받고,
그림 7 아그로수퍼의 품질관리 프로그램

(팩킹 공정)
자료: 아그로수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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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별 품질‧위생 검사 주요 포인트)

매년 4~5일 인증 관리·방문을 받으면서 품질을 체크해 나간다. 수출품은 SAG를 통해
인증을 받은 것만 수출한다<그림 7 참조>.
아그로수퍼에서 돈육 1kg 수출시 유통비용은 보통 돈육 kg당 생산단계 1.2달러, 도
축 및 팩킹 단계에서 간접비·내륙 운송비를 포함하여 1달러 정도이며, 수출 시 kg당
0.5 달러가 추가된다. 이로써 판매단가는 3달러 내외가 된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삼겹
살의 경우 kg당 냉장은 5.3달러(C&F 기준), 냉동은 4.8달러 정도이며, 한국의 칠레산 돼
지고기 수요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확대 전략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3.2.2. 아그로수퍼의 특징과 성공요인
아그로수퍼는 완전 통합경영으로 비용절감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왔다는 점을
첫 번째 성공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즉, 종돈, 사료, 직영농장, 도축가공장, 유통 및
수출을 통합하여, 사료의 70%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생산
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아그로수퍼 사의 돼지 생산비는 생체 1kg기준으로
1.1달러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2.3달러 수준이다.
또한, 완전 통합경영으로 인해 총비용 중 물류비 비중이 20%에서 10%로 감소되었
고, 8단계의 국제표준규격을 적용한 엄격한 품질 및 안전 관리와 더불어 완전수직계열
화를 통해 상품생산의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신선한 제품 유통을 위해 냉
장유통 터미널도 구축하였다.
두 번째 성공요인으로는 세계 각국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세 번째 성공요인으로는 브랜드 파워 제고 노력을 들 수 있다. 아그로수퍼는 초창기
부터 OEM(주문자생산방식) 생산 대신 자체 브랜드를 통한 생산판매를 고수해 왔다.
자체브랜드가 있어야 종업원이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하게 가지기 때문이다.
네 번째 성공요인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물류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 ․

생산 가공 유통의 농축산 복합단지를 조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례로 4천 ha
규모의 부지에 번식 모돈단지 6개소를 조성하고, 공동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주위에 키위, 포도 등 과수원을 조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아쉽게 환경문제가 불거져 폐
쇄되기는 하였지만, 2010년에는 수출증가에 대응하여 칠레 북부 후아스코 지역에 대

㎢ :, 6억 달러 투자)한 바 있다.

형 축산-농업 복합단지 건설을 추진(70

다섯째 성공요인으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들 수 있다. 칠레는 국토의 사방이 지리
적으로 격리된 생산지역으로 광우병, 구제역 등의 각종 가축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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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섯 번째 성공요인은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였다는 점이다. 아그로수퍼는 세계 6
개 도시에 거점 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곱 번째 성공요인으로는 정부의 지원 보다는 경영 및 생산효율화와 적극적 투자
를 통한 자율적 발전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8 아그로수퍼 전경 및 생산 제품

3.3. 프리오사(FRIOSA)
프리오사(Friosa)는 1954년 시작하여 많고 다양한 경험을 자랑하는 기업이다. 하루에
돼지고기 2,200두를 도축하여 하루에 1,500두를 발골하는 2개소의 돈육가공공장을 보
유하고 있다. 1개소는 가공공장이며, 1개소는 가공식품 공장이다. 종업원은 1,000명 정
도이며, 자체영업조직은 15명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농장은 수도인 산티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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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40km)에 1개소와 산티아고에서 400km 떨어진 티잔지역에 1개소로 총 2개소를 보
유하고 있으며, 농장규모는 15만두 정도로 모돈 13,000두 규모이다. 이 회사의 월 가능
생산량은 389톤 수준이다.
생산된 돼지고기는 주로 미국 등지의 월마트(Wal-Mart)와 일본의 식당, 한국으로의
수출이며, 이를 통해 연간 126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즉, 생산량의 80% 정도를
수출하며,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러시아,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유럽지역
국가, 니카라과,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 등으로 수출하며, 나
머지 20%는 국내시장 및 소시지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월간 한국 수출물량은 20 컨테
이너 정도이지만, 월에 따라 차이 많다. 이 회사의 중점 판매전략은 개별고객(국가 내
지 수입업체)대응형 수출전략이다. 양이 적기 때문에 햄, 소시지의 경쟁력은 없다.
수출계약의 형태는 대략 2-3개월 단위로 하지만, 비교적 오래 거래하고 있다. 한국
거래업체는 K미트와 동아푸드의 자회사 2군데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냉장육 수출은
못하고 있는데, 운송기간이 길고(28일), 컨테이너를 못 채울 정도의 소량 거래를 요구
하기 때문이다. 아그로수퍼의 경우 한국 도착 후 18일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지기 때문
에 그나마 냉장육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칠레 내수시장에서는 9월 18일부터
19일 사이 즉, 칠레독립기념 축제 등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이다.
인건비 수준은 오퍼레이터의 경우 세금을 포함하여 월 1천 달러 수준으로 높은 편
이지만, 종업원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회사의 현재 삼겹살 수출가격은 4.6달러
/kg(C&F 기준)이며, 도축 및 가공비용은 250페소/kg 정도로, 한국의 도축 및 가공비용
4,500원 정도 보다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3.4. 인수반(INSUBAN, Ltda)
인수반(INSUBAN, Ltda)은 케이싱 전문업체로 스페인계(바르셀로나 소재) 그룹의 자
회사이다. 같은 이름의 회사가 남미에만도 브라질과 콜롬비아에 소재하고 있다.
케이싱의 원료는 칠레 도축장에서 조달하여 케이싱 후 소시지 등의 원료 상태로 수
출하고 있다. 수출지역은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와 남미의 브라질, 콜롬비아
등지이다. 유럽과 브라질에는 돈육 소장 위주로 수출되며, 유럽지역과 페루로는 우육
소장, 콜롬비아로는 돈육 소장 위주로 수출하고 있다. 월 15컨테이너 정도를 수출하므
로 월간 300톤 정도인 셈이다. 이는 월간 돼지 205,000두 분, 소 25,000두 분 작업물량
에 해당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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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은 스페인과 비교하여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수출가격은
돼지 90m 대장 단위로 프랑스 기준으로 보면 24달러/1piece(가장 저렴한 것의 경우), 소

～

장 90m 단위로 12 14 유로, 소 소장 30m 단위로 1 컨테이너 분량(12만두 분에 해당)
으로 판매(1piece는 10마리 분)되고 있다.
이 회사의 수출 전략은 품질보증 및 HACCP, EU 기준에 맞춘 관리 작업이라고 설명
한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요구한다면 기술이전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중국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지역적으로 한국에 가까워 가격 경쟁은
어렵고, 품질을 향상하여 수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아직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
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8년 다이옥신 사태로 한국의 기준이 많이 강화된 데다가,
인근 국가인 중국에 비해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수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칠레 전국 도축장 5개 중 아그로수퍼 2개를 제외한 돼지 도축장 3개소를

～

포함한 소 도축장 중 9 10개소의 도축장에서 원료인 소장 및 대장을 구입한다.
한편, 케이싱 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18년 전 인수반이 칠레에 진입하기 이
전에는 10여개 업체가 있었지만, 대규모 전문회사인 인수반의 시장 진입으로 모두 정
리되었다. 아그로수퍼가 보유하고 있는 돼지의 2개 도축장은 아그로수퍼가 자체 케이

～

싱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의 대부분(9 10개 도축장)은 인수반이 거의 독점하는 형태
이다.2) 케이싱 업계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전문성을 갖춘 대규모 회사의 진입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자체 생산을 포기한 때문이다.
이 업계의 원료 구입가격 변동은 적지만, 수익성도 낮은 편이며, 현재는 원료가격이
높아 마이너스 수익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양적
거래밖에 방법이 없다고 한다. 원료 구입 시 계약조건으로는 장기간 거래를 하며 보증
금은 특별히 없다. 예를 들면, 프리오사 도축장에 교육을 받은 인수반 소속 작업자가
파견되어 위생적이고 표준화 된 상태의 내장을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인
수반이 도축장에 시설 및 인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구입가격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 한편, 장거리 이동시 제품 품질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일 운반하
기 때문에 24시간을 넘기는 것은 없고, 기후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얼음을 채워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2) 아주 규모가 작은 리마트리라는 회사가 있지만, 남미 수출을 목적으로 극히 소량만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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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만일 생산된 지 5일 이상 경과되면 폐기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이 회사 역시 오퍼레이터의 인건비는 월 1,000달러 수준이며, 현재 인력은 본사 200
명, 도축장 파견 직원 150명 등 350명 수준이다. 최근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회사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염장한 케이싱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통에 있다는 설명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림 9 인수반(Insuban) 전경

4. 칠레 양돈산업 시사점
현지 조사 결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칠레 돈육산업도 환경문제, 운송비 문제, 국
제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다소 밀리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돈육산업도 노력 여하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칠레는 돈육수출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경쟁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세계 수준의 위생수준이 요구됨에 따라 자연히 대규모
기업에 의한 독점시장에 가까운 시장구조를 갖게 된 점에 대해서는 자원배분 측면에
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특히, 산업의 구조조정 방법에서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구조조
정에 상당 수준 개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칠레처럼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거나 후
속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전략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각국 니즈에 맞추어 철저히 대응
하여 수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둘째, 각 부문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경쟁력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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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다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프리오사의 경험에서 1위 기업과 경쟁력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나름대
로 틈새시장 공략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었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인수반의 경험에서는 첫째, 제품생산에 있어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품질경쟁력
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둘째,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이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거나 후
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자연적인 구조조정으로 독점시장에 가까운 상황이 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자사의 직원을 교육한
뒤 직접 도축장에 파견하여 원료를 구입한다는 점은 효율성 측면이나 위생적 측면, 책
임소재 분명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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