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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년

월 일 한 호주

타결을 비롯하여

가 타결되었으며 한 뉴질랜드

년 월 한 캐나다

또한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

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개국들은 축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한 영
연방 개국

추진은 국내 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년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

만

톤중

가 호주산 쇠고기이다

호주는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이미 최대 수출국이며 뉴질랜드는 우유 생
산량의
국

를 치즈와 버터 등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미

와 대등한 유제품 수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캐나다로부터 돼지고기 수

입도 국내 총수입량의
따라서 한 영연방
때문에 기존

를 차지하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 추진에 따른 축산업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국내대책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축산부

문의 추가적인 보완대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 영연방

추진이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축산업 관련

대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축산업 보완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영연방 개국의 축산업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국내 축산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축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한 영연방

추진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대책을 수립하는 데 유

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축산 관련 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여러분
들께 감사드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요

한 호주 한 캐나다

약

타결에 이어 한 뉴질랜드

또한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연방 개국은 축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
추진은 국내 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
는 한 영연방

추진이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기존

대책을 검토하여 축산부문의 대책을 수정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 영연방

추진은 국내 쇠고기 시장을 비롯하여 돼지고기 시장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유제품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소 사육두수가 우리나라의 약
비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배 뉴질랜드는 약 배 수준이며 생산
년 기준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호주

이며 뉴질랜드가

이다 한 영연방

가 이행될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 쇠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는 돼지 사육두수가 국내의

배 수준이지만 돼지고기 생산량의

를 수출하고 있어 수출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년부터 국내 수입시장

에서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수입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준이지만

가 발효되면 점유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뉴질랜드는 젖소 사육두수가 우리나라의
뉴질랜드는 우유 생산량의
어 국제시장에서 미국
연방

년

배 호주는 배 정도이다 특히

를 치즈와 버터 등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

와 대등한 유제품 수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 영

추진은 국내 치즈 및 버터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영연방
추정치를 기준

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기 체결

협상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한 호주 한 캐나다

년 월에 발효되고 한 뉴질랜드

는

는

년 월에 발효되는 것을 가정하여

추가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호주와 캐나다는 양허결과를 적용하고 뉴질랜드

는 예상타결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약
감소액은 한육우가
한 영연방

년 평균 축산업 총산생산액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품목별 생산
돼지

유제품이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진에 따른 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국내보완대책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였다 기존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현장 농업인의
건의사항으로는 기존 농정사업과

국내보완대책의 차별화 담보 및 융자금리

부담 경감 지원 절차의 간소화 국내보완대책의 홍보 강화 등이 지적되었다 세부
사업별 개선과제로 가공원료유지원 사업은 사업목적에 맞게 생산량의

에대

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향후 일정 물량의 유제품 가공용 쿼터를 설정하여 국내산
유제품의 자급률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효성 제고를 위해 피해보전비율을 기존
한 영연방

에서

피해보전직불제는 실
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에 따른 신규 보완 대책으로 축산업의 차 산업 활성화 사료

공급 및 지원체계 강화 협동조합형 계열화 추진과 지역 품목조합과의 연계 강
화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리고 축산농가
의 경영환경 개선 및 소득안정망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 산업 활성화 목장의 가공 교육 체험 기능 활용 방안 마련 축산분야 외국인 고
용 쿼터 확대 추진 등
사료 공급 및 지원체계 강화 농가단위

사료 생산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강화

배합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
협동조합형 계열화 추진과 지역 품목조합과의 연계 강화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
열화 추진 지역 품목조합의 생산 가공 유통기반 구축 지역조합 생축장의 송아지생
산 기지화 번식전문 위탁농가 육성 등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우유급식 방식 개선 및 급식
대상 확대 학교급식 및 군납의 국내산 축산물 사용 의무화 수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발 고부가가치 열처리 가공품 개발 수출 관련 원스톱 방식 종합지원 체계 구축 등
축산농가의 경영환경 개선 및 소득안정망 구축 수입보장보험 도입 가축재해보험
확대 추진 도축 및 가공시설 사용 전기료 농사용으로 전환 영농상속 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 공제 허용 축산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ABSTRACT

The Study of the Livestock Industry's Measures to the Korea-British
Commonwealth FTA

Following a Korea-Australia FTA and a Korea-Canada FTA, Korea is
expected to sign an FTA with New Zealand soon. As those three British
Commonwealth countries have the advanced livestock industry, signing of
FTAs with these countries will have a major impact on the livestock industry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impact of the
Korea-British Commonwealth FTA on the livestock industry in Korea and
review the existing measures to FTAs in order to correct or complement the
measures related to the livestock industry.
The Korea-British Commonwealth FTA is expected to affect the beef
and pork markets in Korea and also the dairy market to some degree.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cow population that is around 10 times and
3 times that of Korea, respectively, and their production cost is only half of
Korea's. In 2013, the market share of Australian and New Zealand beef in the
import beef market in Korea is 55.6% and 8.7%, respectively. When the
Korea-British Commonwealth FTA is implemented, Australian and New
Zealand beef is likely to gain the market share competing with US beef.
Although the hog population in Canada is only 1.3 times Korea's, the
country exports 68% of pork meat and thus has a great export potential. Since
2011, the market share of Canadian pork meat in Korea’s import market has
continually decreased to reach 5.6% in 2013. However, the market share is
likely to increase again when the FTA is implemented.
The milk cow population in New Zealand and Australia is 12 times
and 4 times Korea's, respectively. New Zealand particularly exports 98% of
milk production processed into cheese, butter, etc. and is categorized as the
dairy product exporting country in the level of the US and EU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The Korea-British Commonwealth FTA is expected to
affect the cheese and butter markets in Korea.
To estimate the ripple effect of the FTA, the estimate according to the
existing results of FTA negotiations was set as the baseline, and the
additional effect was analyzed by assuming that the Korea-Australia FTA and

Korea-Canada FTA would take effect in January 2015 and the Korea-New
Zealand FTA would take effect in January 2016. Application of the result of
bilateral concession for Australia and Canada and analysis of the expected
agreement for New Zealand indicated that the total average livestock
production in 2015~2029 was expected to decrease by around 0.8~0.9%
compared to baseline. In terms of each item, production of Korean beef is
expected to decrease by 2.1%, pork meat by 0.6% and dairy products by
1.3~2.6%.
To minimize the damage to the livestock industry by implementation
of the FTA with the British Commonwealth, this study intended to correct or
complement the existing countermeasures to FTAs in Korea. Suggestions by
farmers include differentiation of existing agricultural policy and FTA
countermeasures, reduction of interest on collateral and loan, simplification of
application procedure and strengthened PR of countermeasures. As for the
improvement measures of each program, the ‘Assistance on Raw Milk for
Processing’ program should subsidize 10% of production and set the dairy
product processing quarter of a specific volume to improve the
self-su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of domestic dairy products. The FTA
damage preservation direct payment program needs to increase the damage
preservation rate from current 90% to 100% to be more effective.
For the new countermeasures to the Korea-British Commonwealth
FTA, promotion of converting livestock as the sixth industry, strengthening of
feed supply and assistance system's, cooperative type integration and
strengthening of linking with regional product cooperatives,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expand the consumption base of livestock products and promotion
of export of livestock products, and improvement of the livestock business
environment and establishment of an income stabilization network need to be
seriously reviewed.
- Promotion of the sixth industry: Measures to utilize the processing, education
and experiential functions of the farms, expansion of a foreign worker quota
in the livestock industry, etc.
- Strengthening of feed supply and assistance systems: Promotion of TMR
feed production by farmers, strengthening of assistance systems, upward adjustment of the deemed purchase tax credit rate of the compound feed manufacturing business, etc.

- Cooperative type integration and strengthening of linking with regional product cooperatives: Integration of livestock centered on cooperatives, development of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bases of regional product cooperatives, conversion of local cooperative livestock farm into the production
base for calves, and training of breeding specializing farmers, etc.
-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expand the consumption base of livestock
products and promotion of export of livestock products: Improvement of how
to supply milk and expansion of the free school lunch program, obligation
to use domestic livestock products at schools and military bases, development of assistance programs specific for export, development of high value
added heat treated products, development of the one-stop assistance system
for export, etc.
- Improvement of the livestock business environ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income stabilization network: Introduction of import indemnity insurance, expansion of livestock casualty insurance, conversion of electricity billing rate
of slaughter houses and processing facilities to be the same as agricultural
usage, expansion of inheritance deduction in farming and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inheritance, exemption of transfer income tax for livestock sites, etc.
Researchers: Jeong Minguk, Ji inbae, lee Byeonghun, Mun Hanpil,
Nam Gyeongsu, Lee Changsu
Research period: 2014. 4. 1. ~ 201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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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캐나다 호주 미국

표

한 영연방

표

기준 시나리오 대비 평균 축산업 생산액 감소 비중

표

한국의

표

미국과 호주의 소 사육마릿수와 쇠고기 생산량 동향과 전망

표

중국과 홍콩의 쇠고기 수입량 동향과 전망

표

악취 관련 민원 발생 건수

표

년

년

품목 물량 증량률

협상 축산물 양허내역
최고 수준 협상타결안
협상 축산물 양허내역 비교

영향분석 시나리오

추진 현황

환경문제와 관련한 축산업 규제

표

축산분야

국내보완 대책 예산

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목적과 개요

표

브랜드경영체지원 사업 목적과 개요

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 목적과 개요

표

가공원료유지원 사업 목적과 개요

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목적과 개요

년

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목적과 개요

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편

표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법

표

폐업 지원금 산출방법

표

피해보전대책 예산 및 실적 현황

표

피해보전직불금의 한우농가 소득 증대 효과

표

폐업 지원제의 규모화 효과

표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법 개선 안

그 림 차 례

그림

호주의 지역별 쇠고기 생산량

그림

호주의 지역별 수출용 쇠고기 생산 비율

그림

호주의 원유 생산량 추이

그림

호주의 주요 유제품의 수출 단가 추이

그림

캐나다 낙농가수와 호당 원유 생산량

그림

캐나다 원유 생산량 추이

그림

캐나다 유제품의 종류별 수출액 비율

그림

캐나다 유제품의 종류별 수입액 비율

그림

캐나다 젖소 유전자원의 수출액 추이

그림

뉴질랜드와 호주의 원유 생산 추이

그림

주요 유제품 생산국의 유제품 생산량 및 수출량

그림

뉴질랜드 원유생산비 중 사료비 비율

그림

호주의 원유 리터당 생산 비용 추이

그림

한육우 모형 흐름도

그림

양돈 모형 흐름도

그림

젖소 모형 흐름도

그림

낙농 모형 흐름도

년

년

그림

국제 곡물가격 변화

그림

환율 변화

그림

한미

그림

축산분야

그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성과지표 및 만족도 조사

그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비수혜농가 대비 수혜농가의 생산성 변화율

그림

축산물 수출 단체별 역할 표

농업부문 투융자계획 규모와 주요 사업
국내보완 대책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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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 필요성

년 월 일 한
미국

와의

와

년 월

일 한미

가 발효되었음

는 축산업계에 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

많은 축산대책이 추진되어 왔음
년

월

일 한 호주

타결을 비롯하여

가 타결되었으며 조만간 한 뉴질랜드

년

월 한 캐나다

또한 타결될 것으로 예상

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개국들은 축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
에 한 영연방 개국

추진은 국내 축산업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됨
영연방 개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량은
의

년 총쇠고기 수입량

에 이르고 있음 이 중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산은 각각

톤임 그리고 캐나다로부터 돼지고기가 만
의

를 차지하고 있음

만
톤

톤
톤으로
만

톤 수입되었으며 총수입량

영연방 개국은 낙농산업이 발달해 있어

추진에 따른 유가공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낙농업 및 유가공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음
따라서 한 영연방
때문에 기존

의 추진에 따른 축산업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국내대책에 대한 검토와 축산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연구 목적

영연방 개국과의

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축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됨 따라서 이 연구는 한 영연방
을 추정하고 기존
데 그 목적이 있음

추진이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책을 검토하여 축산부분의 대책을 수정 보완하는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영연방 개국의 축산업 현황 한 영연
방

추진 현황 및 영향 한 영연방

에 따른 축산분야 국내보완대책

등임
제 장 영연방 개국 축산업 현황에서는 영연방 개국 호주 캐나다 뉴
질랜드 의 축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축산업과 비교 분석함
제 장 한 영연방

추진 현황 및 영향 분석에서는 협상이 타결된 호

주 캐나다 타결안과 뉴질랜드 예상 타결안을 기반으로 피해가 예상되
는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을 중심으로
제 장 한 영연방

영향을 계측함

에 따른 축산분야 국내보완대책에서는 최근 축산

업 여건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축산분야

국내보완대책을 평

가하고 수정 보완사항 및 신규대책을 건의함

3.2. 연구 방법
선행연구 및 자료 검토를 통해

추진 현황과 해당국 영연방 개국 호

주 캐나다 뉴질랜드 의 축산업 및 축산물 수출입 현황 조사
기존 축산분야

국내보완대책 평가를 통해 정책의 수정 보완사항 검토

이해관계자 관련 협회 등 의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기존 대
책에 보완 및 신규대책 마련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
가공협회 농협중앙회 등 관련 업계 및 협회 의견 수렴
전문가 협의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축산 관련 협회의

대책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정부 농협중앙회 관련 협회 연구진 등과 함
께 종합토론을 통한

보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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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방 개국의 축산업 현황

호주의 축산업 현황

1.1. 쇠고기 산업
소 사육 및 쇠고기 생산 현황

호주는 세계 위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내륙 대부분은 사막지대이
며 쇠고기 생산 및 수출은

이상이 동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동부지역 중 퀸즐랜드주
를 사육하고 있으며 쇠고기 수출량의
년 기준

는

년 기준 호주 육우의
를 차지하고 있음

의 쇠고기 생산량은 호주 전체 생산량의

인

만 톤임
동남부지역인 뉴사우스웨일스주
는 각각 호주 전체 쇠고기 생산량의
톤과

만 톤을 생산하고 있음

와 빅토리아주
와

인

만

주 생산량은 지육 중량 기준임
자료

호주의 소 사육마릿수는
년
년에는

년 기준

만 마리로 한국의

배 수준임

만 두로 최고두수에 도달한 이후 계속되는 가뭄으로
만 두까지 감소하였으나 수출호조로

년에

만두

로 다시 증가함
년에는 가뭄의 영향으로 사육마릿수가 감소함
가뭄의 영향으로 사육마릿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됨

호주의 도축마릿수는 약
의 영향으로

만 두 수준이지만

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년의 도축마릿수는 가뭄
만 두였음

년 이후 도축마릿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년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도축마릿수 증가로
한

년 대비

증가

만 톤 수준임
장기적으로는 기후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년까지 쇠고기 생

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호주의 지육 도체 중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가
뭄의 영향으로 도체 중량이 감소함
년대 후반
까지 증가한 후

수준에 머무르던 지육 도체 중량은
년

년

으로 감소함

쇠고기 수출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은
는

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년에

만 톤 수준에 이르고 있음
년 기준 호주는 쇠고기 생산량의 약

를 수출하고 있음 호주의 쇠

고기 생산체계는 수출 대상국 등 해외시장의 요구에 반응하기 용이한 구조임
이러한 수출 대상국들의 요구에 맞추어 호주에서 수출되는 쇠고기의 일정
부분은 곡물로 비육되고 있음

주 쇠고기 수출량은 선적기준임
자료

호주는 소 도축마릿수가 증가하면서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외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증

가함
일본과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수출
이 전년 대비

한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함

중국이 일본 미국 다음으로 호주의 쇠고기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함
년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의 수출이
만

톤 전년 대비

감소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

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로 호주 쇠고기의 일본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다음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만

톤이었음

미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서 우위에 있는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함
중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만

년 월 이후 급증하여
톤이었음

년에는 전년 대비

주

년은
전망자료이며 기타 국가는 동유럽 및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 태국 등임

독립국가연합

필리핀

자료

호주산 쇠고기의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으로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호주는 수
출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최근 육류 수요가 늘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판매를
확대하면서 시장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음
년 이후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수출 시장의
지속적인 수입 증대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호주 쇠고기 산업의 특징

호주의 쇠고기산업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 방목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가뭄 홍수 등 기후여건이 호주의 소 사육마릿수 변동에 영향을
크게 미침
최근 잦은 가뭄으로 초지의 생육상태가 악화되고 사료가 부족해지면
농가는 확보할 수 있는 목초의 양에 따라 조기 출하 또는 암소 도태 등
을 통해 사육규모를 조절하고 있음

호주에서 곡물 비육우는 약
리의 약

만 마리로 전체 사육마릿수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수출용 도축마릿수인

만마

만 마리의 약

수준임
원래 호주의 육우 곡물 비육은 가뭄으로 초지 비육이 곤란한 경우 활용
하던 방법이었으며 주로 곡물 생산이 활발한

주 남동부 및

주

남부 지역 등에서 발전하였음
호주는 한국과 일본 이외에도

중동 국가 등으로 곡물 비육우를 수출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 중국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호주의 육우비육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목초지에서 차로 사육한 후 비
육장에서 육질을 높이기 위해 곡물비육으로 마무리하는 시스템으로 이
루어져 있음

호주는 검역상의 이유로 곡물 수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육에 사용되
는 곡물은 호주 내에서 생산되는 밀 보리 수수 등임

따라서 호주의 사육마릿수는 국내 곡물 생산량 및 가격과 호주의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함

주 생산량은 지육 중량 기준임
자료

1.2. 낙농 산업
젖소 사육 및 원유 생산 현황

호주는 퀸즈랜드주
리아주

북부를 기점으로 뉴사우스웨일즈주

동남부에 낙농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태즈마니아주

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빅토
와웨

남부가 주요 낙농지역임

이 중 빅토리아주가 호주 원유 생산량의
농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를 차지하고 있어 낙

호주 낙농업은 목초사육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전반적으로 강수량에 의존하지
만 빅토리아주 중부지역과 뉴사우스웨이즈주 일부는 관개용수를 사용하고
있음

호주의

년 기준 젖소 사육농가는

여 호이며 젖소 사육마릿수는

만 두임
호당 평균 사육마릿수는
은
호주의
의

억

두이며 젖소 두당 평균 연간 우유 생산량

리터 정도임
년 우유 생산량은

억 천 리터이며 기후의 영향으로

리터에 비해 약

호주의 우유 생산량은

년

감소한 수준임
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여

년 최고점에

달한 후 몇 번에 걸친 심한 가뭄으로 최근에는 크게 감소했음
년 기준 생산된 우유 중

자료

인

억

만 리터는 음용유로 소비됨

호주는 목초의 생산성이 높은 월부터 이듬해 월까지의 시기에 원유 생산
량이 증가하며 연중
호주는

월경 생산량이 가장 많은

억

만 리터 수준임

년 월 유례없는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덥고 건조한 기후

가 지속되어 대부분의 낙농지역이 타격을 입은 바 있음
홍수와 산불은 유제품 생산과 제조 시설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
았지만 호주의 동부 일부 해안지역에는 피해를 주었음

자료

호주의 대표적인 낙농기관은 데어리 오스트레일리아
는 낙농가들이 유대에서 일정액을 떼어 내는 연간

임
만 호주달러

규모의 자조금으로 운영되는 낙농가 소유의 서비스기관임
우리나라 낙농진흥회는 낙농진흥법 에 의한 특별법인인 반면
수한 민간단체임

는순

는 목장의 원유 생산 이전단계부터 처리가공 유통 소매 수출에 이
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정부에서 보조하는 연간

만 달러의

자금을 낙농가와 대 로 매칭해주는 역할도 함
국제시장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해외시장에서 낙
농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콘퍼런스에도 적극 참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이 밖에도 호주산 유제품 원료를 활용한 매뉴얼로 제품 개발을 유도하
고 계간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호주 낙농산업 동향과 세계 각국
의 유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호주 낙농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는 낙농제품 및 원료의 수출은 절대적
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낙농품 수출확대를 위해 많은 나라와

를 추진

하고 있음
호주는 현재 개의

가 이행 중에 있음 여기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

국 말레이시아 미국 칠레와의
함께 맺은 지역협정인

및 아세안
가 포함되어 있음

말레이시아 호주

는

호주는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와
협상 즉

년 월부터 발효되었음
협상을 비롯하여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태평양 지역 경제협력 협정
협정 등 총 건의

연합과 뉴질랜드와

협상을 진행 중임

건의 지역

걸프 협력 회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유제품 수급 및 수출입 현황
년 기준 호주의 치즈 생산량은
톤 탈지분유 생산량은
치즈 소비량은

만

만

만

톤 버터 생산량은

톤 그리고 전지분유 생산량은
톤 버터 소비량은 만

비량은 만 톤 그리고 전지분유 소비량은 만

자료

만
만 톤임

톤 탈지분유 소
톤 수준임

호주의 유제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치즈이며 그 다음으
로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 순임
년 기준 치즈 수출량은
유 수출량은

만

만

톤 그리고 전지분유 수출량은 만 톤 수준임

유제품 평균 수출 단가를 보면 버터는
톤 분유

자료

톤 버터 수출량은 만 톤 탈지분

톤 그리고 치즈

톤 탈지분유
톤 수준임

캐나다의 축산업 현황

캐나다의 국토면적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 위인
배나 넓은 국토를 갖고 있으며

만

로 우리나라보다

개 주와 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국토의 대부분이 툰드라 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의
남부지역인 미국 국경선으로부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광활한 토지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인구는 약
수준이며 인구의

는

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가 수도인 오타와와 대도시인 토론토 몬트리올

등에 집중되어 있음

2.1. 쇠고기 산업
소 사육 현황
캐나다 소 사육마릿수는

년 기준

만 마리로

년

만 마리

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사육두수 감소로 암소 사육마릿수 또한
에

만 마리로

년

년

년에

만

마리에

만 마리로 감소함

캐나다는 생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만 마리임

만 마리에서

감소하였음

캐나다의 도축마릿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서

년

년의 생우 수출 실적은

년 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병함에 따라 미국으로의 생우 수출
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생우수출은

년에는 수출 자체가 중단됨

년 이후 증가하여

년까지

만

마리에 달했

으나 이후 캐나다의 사육마릿수가 감소하면서 수출마릿수도 감소함

자료

쇠고기 수급 동향
캐나다의 쇠고기 생산량은

년

수출됨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량은

만

톤이었으며 이 중

만 톤 수준임

만 톤이

자료

쇠고기 수출입 동향
캐나다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대부분 미국산이며
수입량의

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년 기준 전체 쇠고기

톤 를 차지함
년 광우병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함
미국 이외의 수입국은 호주 뉴질랜드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임

주

년
임
괄호는 국가별 비중임

를 적용한 값이며 해당

는

자료

캐나다산 쇠고기와 생우 수출의 주요 상대국 또한 미국임
의 쇠고기 수출량은

만

년 미국으로

톤으로 캐나다 전체 쇠고기 수출량의

에 달함
국내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년 이후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음
미국 이외의 주요 수출국으로 홍콩 멕시코 일본 등이 있으며
준 한국으로 수출한 쇠고기는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년기
수준임

주

년
임
괄호는 국가별 비중임

를 적용한 값이며 해당

는

자료

2.2. 돼지고기 산업
돼지 사육 현황
캐나다의 돼지 사육두수는
그 이후 감소하여

만 마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만 마리에 이름

년 모돈두수는
양돈 농가수도

년까지

만
년

마리이며 도축두수는
호에서

년

호로

만 마리임
감소함

자료

돼지고기 수급 동향
년 캐나다의 돼지고기 총생산량은
만

톤 를 수출함
돼지고기 수입량은

자료

만 톤이었으며 이 중

만

톤으로 수출량의

수준임

돼지고기 수출입 동향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년

만

톤에서

년 들어 전년 대비

년

감소한

만

톤

만

톤임

캐나다에 수입되는 돼지고기는 대부분 미국산임 미국산 돼지고기가 수
입량의

주

를 차지함

년

을 적용한 값이며 해당

는
임

괄호는 국가별 비중임
자료

캐나다의
며

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년 대비
년 기준

만

톤이

증가하였음

돼지고기 주요 수출 대상국 비중 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임

캐나다 돼지고기 수출량 중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임 우리나

라도 캐나다 돼지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임
중국의 경우 주요 수출 대상국이 아니었으나

년 이후 중국으로 수

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부각되고 있음

주

년

을 적용한 값이며 해당

는
임

괄호는 국가별 비중임
자료

2.3. 낙농 산업
원유 생산 개요
년 월 일 기준 낙농가수는 만

호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는 추세임 낙농가수는 소규모 농가의 탈농이 지속되어
약

년 만 호에서

가 감소하였음
주별 낙농가 분포는 퀘벡

주와 온타리오

역 개 주에 캐나다 낙농가의
는 캐나다 낙농가의

주 등 동부지

가 집중되어 있음 퀘벡

주

가 분포하고 있는 캐나다 최고의 낙농 주산지임

농가수(호)

호당 생산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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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캐나다 낙농위원회

젖소 사육두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
육두수는
보다는

만

마리로 전년과 비슷하지만
감소함

년의

년 기준 젖소 사
만

마리

원유 생산량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도의

만 톤이던 것이

년에는

만

년

톤으로 증가하였음

젖소 사육두수가 감소세임에도 불구하고 젖소의 두당 산유량 증가로 전체
원유 생산량은 증가
두당 평균 산유량은

년도의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에서

년 기준

년도의
의

으로

수준임

자료

주별 사육두수 분포를 살펴보면 퀘벡

주와 온타리오

동부지역 개 주에 캐나다 젖소 사육두수의

주등

가 집중되어 있지만 낙농

가수 비중보다는 작음
이는 캐나다의 낙농가 가구당 젖소 사육두수가
주의 가구당 사육두수는

마리인 데 비해 퀘벡

마리로 캐나다에서 가장 적기 때문임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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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캐나다 낙농위원회

년도에 생산된 원유의 용도별 사용형태를 보면 시유용이
제품 가공용이

만 톤으로 음용 가공 비율이

원유 생산량의

만 톤 유

로 구성되어 있음

이상을 시유용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와는 반대의 현상

을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퀘벡
주에서 음용유의

주와 온타리오

주 등 동부지역 개

이상 가공용 원유의

이상이 처리되고 있음

낙농품 수출입 동향
원유공급관리제도에 의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제한되고 있으며 국내 수
요를 고려하여 원유가 생산되기 때문에 유제품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한정되어
있음
국내수요가 적어 항상 잉여가 발생하는 무지고형분 탈지분유 은 국제 가격
수준에서 계획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은 보조금에 의한 수출
로 간주되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음

협정에 의해 탈지분유의 수출량은 상한선이

년을 기점으로 캐나다의 유제품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탈
지분유의 수출은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캐나다 달러의 강세로 유제품
수입은 증가함
년 유제품 수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치즈로서 수출액
의

를 점유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아이스크림이
유제품조제품이

탈지분유가

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출 대상국별 비중은 중동지역이 전체의
제외한 유럽이

아시아가

유장제품이

가

를 차지하며

를

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한편 유제품별 수입 비중을 보면 치즈가 가장 많은
유단백 제품이

카제인이

를 차지하고 있음

이며 그 다음으로

자료

캐나다는 유제품 이외에도 젖소 정액 수정란 등 유전자원을 수출하고 있음
년 유제품 수출액은 억
다 달러
약

만 캐나다 달러 약

원 였으며 이들 유전자원 수출액은

네덜란드

임

캐나

만 캐나다 달러

억 원 였음
년의 유전자원 수출 대상국 비중 은 미국

자료

억원

러시아

자료

뉴질랜드의 축산업 현황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온
화한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지형상 남북

으로 길게 분

포되어 있고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중 강우량이 풍부함
이러한 기후와 지리적인 특성을 배경으로 초지생산을 통한 낙농과 목
축 다양한 원예산업이 발달하였음

3.1. 쇠고기 산업
소 사육 및 도축 현황
년 뉴질랜드의 소 사육마릿수는
증가한

년 대비

년 대비

만 마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전체 소 사육마릿수 중 젖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수준임

송아지 생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소 사육마릿수 및 생산
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년 소 도축마릿수의 경우에도
증가한

만 마리임

년 대비

년 대비

자료

쇠고기 수급 및 수출입 현황
뉴질랜드의
산량은

만

년 쇠고기 총공급량은

만

톤 수입량 만 톤 으로

톤이었으며 그 가운데 생
를 차지함

뉴질랜드는 전형적인 쇠고기 수출국으로 쇠고기 생산량 가운데
톤 를 수출하고 자국 내 소비는

만

톤에 불과함

만

자료

3.2. 낙농 산업
젖소 사육마릿수 및 우유 생산량
뉴질랜드의
억

년 젖소 사육마릿수는

만

마리임 우유 생산량은

만 리터이고 우유의 국내소비량은 억 리터임

자료

뉴질랜드 낙농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목으로 인한 저비용 생산구조를 가
지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특징은 뉴질랜드의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의한 것
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제환경도 영향을 미침

뉴질랜드는 국내시장이 작아 수출 의존적이라는 사실
음용 우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이 큰 버터 분유 등으
로 수출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주요 수출 대상국과 지리적으로 멀어 운송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점
이외에도

년 영국의 유럽공동체

로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수출 시장이 상실된 점

가입으
미국 등의 수출

보조금 유제품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등임

자료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뉴질랜드 유제품은 저렴한 비용을 무기로 점차
생산을 확대해 왔으며 최근 유제품의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어

년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년 우유 생산량은

억

만 리터에 달함

이는 호주에 비해 약 배 수준이며 호주가 몇 차례의 가뭄으로 인해 감산
추세로 돌아선 것과는 대조적인 것임

유제품 생산 및 수출 동향
뉴질랜드의 우유 생산량은 세계의 약

에 불과하지만 뉴질랜드 인구가

만 명으로 유제품의 국내 소비가 작아 대부분 수출을 하고 있음
미국과 대등한 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뉴질랜드는 생산된 우유의

를 치즈 버터 분유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음

년 유제품 생산량은 치즈

만

며 이들 유제품의 수출량은 각각
생산된 탈지분유

톤 버터
만 톤

만 톤 와 전지분유

만

만

만

톤이었으

톤이었음
톤 는 대부분 수출됨

자료

낙농가에게 지급되는 유가는 국제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정부로부터의 보조
금은 없음
원유 생산 확대에 따라 뉴질랜드가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버터와 분유의

년 수출량은 각각

만

톤

만

톤으로 세계 위이며 국제시장에서 점유율은

또한 탈지분유는

자료

를 상회함

미국에 이어 제 위의 수출국임

자료에서 재인용

뉴질랜드 유제품의 특징

방목을 통한 초지 사육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뉴질랜드 낙농은 사료 작물
재배 수확 조제 급여 분뇨 처리 운반 환원에 따른 노동력과 이에 필요한
시설 기계가 필요하지 않음
따라서 뉴질랜드의 낙농가가 소유하는 것은 착유시설 정도이며 축사는 물론
트랙터조차 없는 경우가 보통임

방목을 통한 낙농업일지라도 유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고급 우군 관리 기
술 및 초지 관리 기술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에는 보조사료 급여를 위한 목장과 사료작물 재배용 기계
및 사료의 저장시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음

뉴질랜드는 우유 생산량의

를 저장이 가능한 유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

하고 있음 따라서 연중 착유할 필요는 없으며 목초의 생산성이 높은 시기
에 맞춰 착유 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즉 년 중 대개 월부터 월까지

개월 정도 착유를 하고 유제품 공장

을 가동하지만 나머지 개월은 건조기로 유제품 공장도 조업을 중지함

뉴질랜드에서도 한때 국내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와 수입 규제로 인해
점차적으로 수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재정적자와 대외채무가 심
화되어 가는 경험을 겪은 바 있음
그 결과

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철저한 재무 행정 개혁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등을 대부분 폐지함
이러한 개혁은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실시됨
결과적으로 뉴질랜드는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만을 특화하고
있으며 유제품을 비롯한 농업부문이 특화된 수출산업의 중심에 있음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불필요하다
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

한 영연방 개국 축산업 비교

4.1. 쇠고기 산업
호주의 소 사육마릿수는 우리나라의

배 수준이며 캐나다는 배 뉴질랜

드는 배 수준임
도축마릿수는 호주가 우리나라의 배 수준 캐나다는 배 수준 뉴질랜드는
배 수준임

주 미국 수출량은
자료 통계청

년 기준임
호주는

자료를 이용함

년 기준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량은 총
이

만

톤으로
만

톤

만

톤임 이 중 호주산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산이
뉴질랜드산이

캐나다산 쇠고기는

만

톤 수준 를 차지함

년 광우병으로 인해 국내 수입이 매우 적었음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통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쇠고기 도매가격을 추정한 결과

년 기준 냉동 기

타와 냉동 갈비 모두 미국산이 가장 높게 나타남
냉동 기타의 경우 미국산이
캐나다산

원

뉴질랜드산

냉동 갈비의 경우 미국산이
호주산

원

원

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

원

캐나다산

원

호주산

원

순임

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산

원

순임

호주산 쇠고기 냉동 기타 냉동 갈비 가 미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한 호

가 발효되면 미국산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까지 냉동 기타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점유율
이 매우 높음
냉동 갈비의 경우 제품의 세부구성 및 품질 유통업자의 선호 등으로 인
해 미국산의 점유율이 높음
단 한 영연방
로 보임

가 체결되면 냉동 갈비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대부분 냉장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가격 및 소비에
있어 절대적 비교는 어려우나 영연방 개국과

가 체결되어 관세가 인

하되고 수입 쇠고기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내산 쇠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됨

주

냉동 기타는
냉동 갈비는
임
수입산 쇠고기 도매가격은 수입단가 환율 관세 부대비용 이윤을 고려하여 추정함
자료 관세청 축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 각 연도별 한우 부분육 경락가격 농수산식품수출
지원정보 각 연도 품목의 국가별 수출입 통계

한우 생산비는 두

당

만 원으로 호주와 캐나다보다

배 높은 수

준임 한우 사료비는

만 원으로 호주의 배 캐나다의 배 수준이며 농

후사료만을 기준으로 할 때 호주의 배 캐나다의 배 수준임
사료원가는 한국이

당

원으로 호주 캐나다보다

소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우가
나다는

배 높음

이며 호주는

임 뉴질랜드의 경우는 캐나다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됨

캐

주

호주 캐나다 생산비는 지육
기준을 한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함 생체
지육률
적용 시 지육
분석 대상국 생산비는 비육장
비용 사료비 사료비외 임금 등 송아지 구입비
로 추정한 것임
사료원가는 농후사료 기준이며 북미와 호주의 경우 배합 원료곡 차가 있으며 배합
비율 정보가 미반영된 단순평균임 미국과 캐나다는 옥수수와 소맥가격 호주는 소
맥 보리 옥수수 가격을 평균하였음 환율은
년은
원 달러 적용 캐나다 미
달러
배 호주 미달러
배

자료

4.2 돼지고기 산업
국내 돼지 사육마릿수는 호주의 배 수준이며 캐나다의
국내 도축마릿수는 호주의 배 수준 캐나다는

배 수준임

배 수준임

자료 통계청

년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총수입량은
만
는

만

톤으로 이 중

인

톤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
인 만 톤 수준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통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돼지고기 가격은 미국산이
며 칠레산이

원 캐나다산이

원이었음

원으로 가장 높았으

주 수입산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수입단가 환율 관세 부대비용 이윤을 고려하여 추정
자료 농수산식품수출 지원정보 각 년도 품목의 국가별 수출입 통계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생산비는
약

당

원으로 캐나다

배 높은 수준이며 사료비는 캐나다의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원 에 비해

배 수준임
이며 캐나다는

임

한국이 캐나다보다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의 비중은 낮은 반면 절
대금액은 높은 수준임

주
자료

한국은
년 기준이며 캐나다는
년 기준임
환율 유로화
원으로 환산하였으며
기준임

4.3. 낙농산업
경산우 두수는

년 기준 호주가

다는 우리나라의 배 뉴질랜드는

만 마리로 우리나라의 배이며 캐나
배 수준임

원유 생산량은 호주가 배 캐나다 배 뉴질랜드는

배 수준임

뉴질랜드 낙농산업은 유가공품의 수출에 특화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유제품은 크게 조제분유 혼합분유 조제버터 탈지분
유 전지분유 치즈임
조제분유

년 기준 수입량 비중은 수입단가가 가장 낮은 호주산

톤
랜드산

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톤

톤

뉴질

순임

혼합분유 미국산과
은

산

산이

산 혼합분유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입 비중

를 차지함

조제버터 수입량 비중은 수입단가 가장 낮은 뉴질랜드산
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미국산
톤

톤

톤

호주산

순임

탈지분유 탈지분유의 단가는 개국이 비슷한 수준이나 수입 비중은
산이

미국산

호주산

순임 단 최근

은 감소하고 미국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산 비중

전지분유 전지분유는 상대적으로 수입단가가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서 주로 수입되고 있음 두 국가의 수입단가는
비슷하고 수입량도 뉴질랜드산이
으로 약

톤

달러
호주산

수준으로
톤

가 두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음

치즈 치즈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단가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전반적
으로
국산이
산

주
자료

산을 제외한 국가들의 단가는 비슷한 수순임 치즈 수입량은 미
톤
톤

으로 가장 많았고 뉴질랜드산
호주산

톤

품목별 분류코드는 낙농진흥회 분류 기준을 적용함
괄호는 각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순임

톤

그림

는 뉴질랜드의 지역별 원유생산비 조사 결과임 주요 생산 지역

인 와이 카토 캔터베리 오타고의 생산비를 비교하면
은 각각

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음 또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
생산비 중 사료비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고형분

를 생산할 때 생산비

은 약

이며 캔터버리 주는 약

년도 와이카토 주의 경우

달러 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오타고 주는 약

임

주

기타에는 가족 노동비를 포함시켰음
는 고형분을 의미함
자료
、

그림

은 호주의 우유 리터당 생산비를 나타낸 표임 호주의 우유 생

산비는
약

년
원로

차지하고 있음

호주달러 약

원 에서

년

호주달러

상승하였으며 생산비 중 사료비의 비중은 약
년의 사료비는

년 대비

를

증가하였음

주
자료

년도는 잠정치임

4.4. 대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체결로 인해 이들 국가들로부터 국내 축산

물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쇠고기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며 캐나다는 광우병 문제가 해결되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캐나다로부터 일부 수입되고 있지만 수입량이 많지
않음 그러나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출 잠재력은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유가공품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캐나다의 낙농업은 내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 유제품의 수입
이 수출을 크게 앞질러 유제품의 수출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제

한 영연방

장

추진 현황 및 영향

한 호주 한 캐나다 한 뉴질랜드

추진 현황

년 월 일 한 호주
타결을 비롯하여
년 월 한 캐나다
가 타결되었으며 조만간 한 뉴질랜드
또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 현
재 협상 중인
는 총 건임
이미 한 호주
와 한 캐나다
는 협상이 타결된 상태이며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
을 진행한 후 한 호주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
을
년 상반
기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개국들은 축산업 강국으로 이들 국가와
의
발효가 국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사료비 상승 등 국내 농업의 어려운 여건과 수입축산물에 대한 국내
축산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국내시장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함

1.1. 한·호주 FTA
한 호주

협상경과

년 월 한 호주

협상개시 선언 이후 차례 공식협상이 개최되었음

제 차 협상

호주
호주

주

제 차 협상

제 차 협상

년

월

제 차 협상
서울

서울

서울

제 차 협상

제 차 협상

제 차 협상

발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호주 정상회담

양국은 한 호주

호

에서

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데 합의함

년 월 호주 총선 이후 정권 교체로 호주 측이 투자자 국가소송제
수용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후
협상이 급진전됨
년

월 한 호주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한 호주

이 개최되었으며 이 협상에서 한 호주

상

제 차 공식협상

조항 반영 및 상품 양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짐
년

월제 차

제 차 한 호주
주

각료회의

인도네시아 발리 를 계기로

공식협상이 개최되어 한 호주 통상장관회담에서 한 호

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
한 호주

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기술장벽

무역구

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개장으로 구성됨
년 최종합의 이후

년 월 일 최종 서명을 완료함

한 호주

주요 축산물 양허내용

쇠고기에 대해서는

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를 확보

하였음
발효 첫해 적용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며

는

물량은

년차인

년까지 운용되고

년 평균 수입량의

기준 물량의

의 기준 물량은

만

년차에 철폐

이며 연도별

톤
기준

증가 물량은

로 설정함

낙농품 중 치즈 버터 조제분유의 경우 과거 대 호주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
에 대해

저율할당관세 를 부여함
년 대호주 평균 수입량의

며 해당

는 매년 전년 대비 복리

를 발효시점

로 설정하였으

씩 단 조제분유 치즈는

추가 증량
탈지 및 전지분유는 양허 제외 요구르트 버터 치즈 등은 관세 철폐 기간
을

년

으로 설정

주 농림축산식품부

년

월 기준

주 농림축산식품부

년

월 기준

1.2. 한·캐나다 FTA
한 캐나다
한 캐나다

협상경과
의 경우

년 월 협상개시 이후

차례 협상 차례 실무

협상 포함 을 진행하였음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 등으로

년 월 이후 협상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쇠고기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이후

차례 회의
그리고

년부터 비공식 협의가 진행됨
제 차 공식협상

년 월 수석대표급 회의 등을 통해 상품 양허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짐

년 월

일 캐나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 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및

정상회담에서 한 캐나다

한 캐나다
쇠고기 관세

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

주요 축산물 양허내용
는

년에 걸쳐 철폐되고 갈비 등 주요 세번 개 에 대해

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돼지고기

가 설정됨

의 경우 삼겹살 냉장 냉동 과 기타 부위 냉장 는

년

에 걸쳐 장기간 철폐되고 기타 부위 냉동 는 년에 걸쳐 철폐되는 것으로
타결되어 한 미 한

에 비해 관세 철폐 기간이

며 삼겹살과 기타 부위 개 세번 에 대해서는
발동 수준이

년 정도 더 연장되었으
도 설정됨

년 평균소비량의

쇠고기

평균수입량의

돼지고기 로 설정됨으로써 한 미

보다 실효적인

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

낙농품의 경우 분유
되었으며 천연꿀
합의함

치즈

버터

은 양허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년
에 비해

등은 양허에서 제외
를 제공하는 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년 월 기준

1.3. 한·뉴질랜드 FTA
한 뉴질랜드
현재 한 뉴질랜드

협상경과
추진을 위해

년 월 이후부터

년 월까지

총 차례의 양국 간 공식협상이 진행되었음
상품양허 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 차이로 협상이 중단되었
으나

년 월 통상장관 회담 및 한 뉴질랜드

수석대표급 회의

등을 계기로 협상이 재기되고 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가 이어짐

주요 협상 쟁점 중 하나로 뉴질랜드는 쇠고기와 낙농품 키위 등에 대해 한
미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음
년 월

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 차 공식협상이 개최됨

한 뉴질랜드

의 주요 축산물 예상 양허안

현재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에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확정된 양허안은
없는 상태임 참고로 뉴질랜드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체결
수준의 양허안은 다음과 같음

주 농림축산식품부

년 월 기준

중 최고

주 농림축산식품부 각 협상별 정리

한 영연방

에 따른 축산업에의 영향 분석 및 시사점

2.1. 분석모형
이 연구에서 한 영연방

영향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전

망모형인

를 사용하여 자유무

역협정 체결 시의 파급영향을 분석함
는 주요 거시변수 전망부문 투입재가격 전망부문 재배업부
문 전망부문 축산부문 전망부문 농가인구 전망부문 총량부문 전망부문 등
크게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은 상호 연계되어 있음
세부구조를 요약하면 먼저 주요 거시변수부문은 실질

와 인당 가처분

소득을 전망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이를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
가상승률 이자율 환율 소비자가격지수 생산자가격지수 등은 한국은행 통
계청

등 관련 기관 전망치를 이용하고 국제유가

는 미국

의

전망치를 이용하며 국내 총인구 수는 통계청 추계인구전망치를 이용함 그
리고 국제 곡물가격 및 축산물 가격은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

의

전망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치를 이용함
특히 축산부문은 한육우 낙농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로 구분되어 있으
며 낙농은 시유 및 가공품 치즈 버터 분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조제분유
발효유 연유 으로 세분류됨
사육두수 등과 같은 공급부문 함수는 연령별 생존율 등을 적용한 생물
학적 모형으로 수요 및 수입수요함수 등의 수요부문 함수는 계량경제
모형으로 추정되어 축종별 수급전망 및 균형가격을 도출하도록 구성됨
한석호 외
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전망모형

운용 개발 연구

한국

자료 한석호 외

자료 한석호 외

자료 한석호 외

자료 한석호 외

김명환 외

2.2. 시나리오 설정
한 영연방

의 파급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되었으며 한 영연방

는

년

월

모형이
일 발효되고 개방 수준은

국가별 이행 기간 및 관세감축률에 따라 연차별로 확대된다고 가정함
우선 파급영향분석을 위해 기준 시나리오와 한 호주

발효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기준 시나리오

년 이후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 수준은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

한미

등 협상의 양허안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함
한 영연방

발효 시나리오 한 호주

월 일에 동시 발효되고 한 뉴질랜드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그리고 한 호주

한 캐나다
는

는

년 월 일에 발효

와 한 캐나다

안은 협상 타결 내용이 적용되었으며 한 뉴질랜드

년
의 양허

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예상 가능한 양허안 을 시나리오 형태로 설정하여 적용함
한 영연방

가 국내 축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준

시나리오와 한 영연방
생산액 변화로 정의하였으며

발효 시나리오의 차이를 한 영연방
년부터 향후

년

에 따른

년 까지 전망하였음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간 양자협의 경과에 의하면 뉴질랜드 측은 기체결
중 최
고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쇠고기 및 기타 부문은 최근 타결된 한 호
주
타결안을 낙농부문은 한 미 한
및 한 호주
중 최고 개방 수준 타
결안을 시나리오 적용하였음

주 한 뉴질랜드 예상타결안은 낙농품

제공 수준에 따라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

2.3. 한·영연방 FTA 파급영향 분석 결과
총괄
한 영연방

타결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 대체효과 포함 로 국내 축산

물 생산액은 일정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년 평균 축산업 총생산액의

에 해당하는 수준임

품목별로 기준 시나리오 대비 한 영연방

시나리오에 따른 향후

년간

연평균 축산업 생산액 감소분에서 차지하는 축종별 비중은 한육우 부분이
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돼지 낙농 순인 것으로 추정됨

이는 발효 이후 영연방 국에게 특혜관세
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고 이에 따른 국내산과의 전환현상이 동시에 발생함으로 나타나는 피
해와 국내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 시장에서 영연방 국들 간의 가격 경
쟁인하로 인한 추가피해임

주

년 평균 품목별 축종별 생산액 대비 생산 감소액 비중임
축산업 생산 감소액 대비 품목별 축종별 생산 감소액 비중임
뉴질랜드와
협상은 진행 중으로 변동가능성 있음

한육우
한 영연방

가

년에 발효되어 관세감축이 연차별로 이행될 경우 관

세인하에 따라 쇠고기의 수입량이 증가하여 국내 생산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년 평균 한육우 생산액의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 영연방

발효 이후 연차별로 관세인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영연

방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무
역창출효과
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영연방산 쇠고기로 수입이 전환됨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 대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무역 전환 효과
영연방산 쇠고기 수입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생산의 일정 부분을 위
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한 영연방

이행으로 영연방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 등 영연방산 쇠고기로 대체되는
수입 전환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호주산 뉴질랜드산 캐나다산 쇠고기의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수
입량이 증가하고 국내시장에서 수입 쇠고기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
우 가격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돼지
한 영연방

타결로 영연방산 돼지고기의 관세 감축이 이행될 경우 향후

년간 국내 연평균 양돈 생산액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다소 감소하는 것으
로 추정
향후

년 평균 양돈생산액 감소분은

정치의

년 평균 양돈생산액 추

에 해당하는 수준임

한편 한 영연방

로 인한 영연방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는 한우고기의

가격하락뿐만 아니라 소비 대체재인 돼지고기 가격하락도 유발함 국내 쇠
고기 가격 하락으로 쇠고기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대체재인 돼지고기 수요
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어 국내 돼지고기 가격 하락을 유도함
쇠고기 수입
수요

국내 쇠고기 공급량

돼지고기 수요

쇠고기 가격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

쇠고기와 돼지고기 간의 대체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쇠고기 가격 하락
시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

이들 품목이 쇠고기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육류소비 대체효과임 일부 캐나
다산 돼지고기 수입증가에 의한 직접 피해 이외에 실제로 다른 영연방국가로부터 이
들 품목이 수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모형에 이들 품목의 관세인하 스케줄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생산이 감소하는 것은 쇠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함에 따
라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의 수요가 감소한 것에 기인함

낙농
한 영연방

발효에 따른 유제품 수입증가는 낙농가에게도 일정 부분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낙농 원유 생산액 감소분은

년 연평균 원유 생산액의 약

에 해당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
저렴한 수입 유제품 증가는 유제품용으로 이용되던 원유의 수요 감소를
야기하여 중장기적으로 낙농가의 원유생산 쿼터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낙농가의 원유수취가격은

쿼터 내 물량에 주어지는 가격과

쿼터 초과물량에 주어지는 가격의 가중합으로 결정됨
쿼터 물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은 원유생산원가와 원유생산이윤의
합에 의해 결정됨 낙농진흥회

따라서

등 시장개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
반면 쿼터량을 초과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국제 수입유제품에 준하는
가격을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한 영연방

발효로 인한 영연방산 유제품의 관세 인하 또는

증량

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산 유제품의 국내시장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유제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의 국내산 원유 수
요 감소로 결국 국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제

한 영연방

장

에 따른 축산분야 국내보완대책

한 영연방

추진과 축산업의 여건변화

1.1. 축산업의 대외 여건 변화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년간

개국과

검토 중인
표

건의

를 체결 발효 건 하였으며 이미 협상 중이거나

를 고려할 때
은 우리나라와

에 두고 지난

체결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를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인 국가들이며 이미

를 체결한 국가들 대부분은 축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임
특히
월 호주

년 월 미국

년 월

년 월 캐나다와

와의

가 발효된 데 이어

년

가 타결되어 국내 축산물 시장의 개방

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축산선진국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축산물 생산비 상승
우리나라 가축은 대부분 곡물사료에 의해 비육되고 있으며 곡물사료의
이상이 수입되고 있음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은 국내 축산물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

년

년 그리고

년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은 축산물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채산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
음 이러한 국제 곡물가격의 불안정성은 국제 곡물 수급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옥수수 가격은
년 월

달러로 상승하였으며

년 월 톤당
년 월에는

달러에서

달러까지 상

승하였음

시장개방으로 환율의 영향 확대
국제 곡물가격과 함께 환율 또한 사료곡물의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환율은 사료곡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수입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하고 있음
년과 같이 환율이 크게 상승할 경우 곡물의 수입원가가 높아져 사
료비가 인상되고 축산물의 생산비가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옴

자료 한국은행

축산물의 수입은 국내가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지만 환율도 축산물 수입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

년 이후 환율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

어 사료가격의 하향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축산물의 수입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환율의 변동은 사료곡물과 축산물의 수입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축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침

세계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축산물 시장에의 영향 확대
추진 등으로 세계적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곡
물 수출국의 기후변화나 축산물 수출국의 수급 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가
국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국제 옥수수 시장에서 축산수요뿐만 아니라 에탄올 원료용 수요 증가로 국
제 옥수수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음 미국의 경우 옥수수 가격 상승에 따른
소사육비용 상승 등으로 소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산 쇠고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호주는 지속되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 등의 쇠고기 수입 증가로
소 사육마릿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쇠고기 수요 증가는 국제 쇠고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자료 미국 농업부 해외농업국

중국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스테이크 문화가 확산되면서
수입량이 크게 급증하고 있음
량은

년에는
년에는

만

톤

년 만
년에는

년부터 쇠고기

톤이던 중국의 쇠고기 수입
만

톤에 이르렀으며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국의 쇠고기 수입 증가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쇠고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단기
적으로는 우리나라 한우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자료 미국 농업부 해외농업국

1.2. 축산업의 대내 여건 변화
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환경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
고 있음 이러한 환경의 질에 대한 요구는 축산업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에 대한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축분뇨와 산업시설로 인한 악취 관련 민원건수는
년

건으로 지난

년 동안 연평균

년

씩 증가함

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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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해 나아가고 있음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가축분뇨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주거밀집지역으
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축산법 을 통해 가축사육업에 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년부

터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가 도입될 예정임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결국 축산물
생산비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됨 축산업이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자료 지인배 외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전축산물에 대한 요구 확대
환경문제와 더불어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이러
한 추세로 유기농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유기축산은
복지는

년 무항생제는

년 환경친화농장은

년에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음

년 동물

년 월에는 우리나라 최

초로 돼지농장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음
유기 및 동물복지 축산물 생산은 계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
러한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

이 축산

물의 생산 도축 및 가공 유통 등 전 과정에 도입되고 있음
은

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장에는
닭

년 돼지

년부터 도축장에
년소

년

년 오리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

축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
내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는 국내 수요기반 확대와 수입축산물과 경쟁을
위해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임

가축질병 발생의 대규모화와 축산물 수급의 불균형 심화
구제역
영향을 미침

과 조류인플루엔자
와

등 가축질병 발생은 축산물 수급에 큰

등과 같은 가축질병 발생은 축산물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축산농가의 소득불안정뿐만 아니라 육가공업체와 소
매점 등의 원료육 조달에도 어려움을 발생시킴

축산업이 점차 규모화 전업화되면서 질병발생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확대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질병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수급의 불안정성 심화
는 육가공업체와 소매점으로 하여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육을
선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는 결국 수입 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계열화의 진전과 분쟁 발생
우리나라는 육계산업과 오리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계열화가 진전되면서 양
돈산업 등으로 계열화가 확대되고 있고 한우산업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됨 축산업의 계열화는 생산성 향상과 유통비용 절감 등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지만 계열주체와 계열농가의 갈등 계열업체와 소매업체의 갈등 계
열주체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미국과

등 축산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의 축종에서 이미 계열화가 대부

분 완성되었으며 계열화의 발달과정에서 계열주체와 농가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형성 계열 주체들의 독과점 방지 등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추고 있음 우리나라도 축산계열화로 인해 발생 가능
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축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계열화 진행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기존 축산분야

국내보완 대책

2.1. 축산분야 FTA 국내보완 대책 개요
투융자 규모
정부는 한 칠레
때부터
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함
특히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된
년 월 이후 정부는 농업인의 피해
보전 및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
억 원 규모의
‘한 미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마련
함
국내보완대책의 기본방향은 한 미
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감 해소
소득기반 확충 등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년한미
협상타결 당시 정부가 발표한 농업분야 보완대책에
제시된 투융자 규모는 년간
조
억 원 이며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년부터 예산에 반영
하여 실행하고 있음
년에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한 미
파급영향을 다시 추정한
결과 피해규모는 조
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조 원의 추가적인 투융자 계획 발표
함
또한
년 월에는 한 미
비준에 앞서 조 원 규모의 추가 보완
대책을 수립
두 차례의 추가보완대책을 통해 농업분야에 추가 배정된 투융자 규모는
조
억 원

이는 수산분야
억 원을 제외한 규모로
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년간의 농업부문 생산감소액 조
억 원에 기초한 것임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가 수립한 농업분야의 ‘한 미
자 규모는

조

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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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국내보완대책’ 투융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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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효에 앞서 정부는

년

월에 피해가 집중될 것

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조

억 원을 추가 배정함

결국

이행과 관련한 국내보완대책으로 정부

년 이후

년까지

가 농업분야에 지원계획을 수립한 투융자 규모는 총
이 가운데 축산분야 투융자 규모는

조

조

억 원이며

억 원임

사업 구분 및 예산
기존 축산분야

국내보완 대책은 개 사업군

축산업 경쟁력 강화

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됨

개 축산물 수급관리 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

년 최종 확정 발표된 한 미

투융자 계획의 지원규모는

조

억 원임

고 개 친환경축산 지원 개 가축방역 개 축산기술 보급 개 사업으
로 구성됨

자료 정민국 외

년

축산분야 예산은

년

억 원으로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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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년

조

증가함

년 축산분야 전체 예산 가운데 축산업 경쟁력 강화가 차지하는 비
중이
이었음

로 가장 컸고 친환경축산 지원이

가축방역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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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축산분야 FTA 국내보완 대책 평가 및 개선과제
종합평가
축산 분야의 투융자 사업들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 시장차별화
수급안정 위생 안전성 제고 등 국내 축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되며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핵심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산물 생
산성 향상과 규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그 외 쇠고기
생산성향상지원

브랜드경영체 지원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 등의

사업 또한 생산비 절감 시장차별화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추진으로 한우 등급 출현율은
에서
기간 동안

년

로 상승하였으며 모돈 두당 출하 두수
두에서

두로 증가함

년
는 동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축산물 이력제

도입 등은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단계에서 걸쳐 국산 축산물의 시장차별화를 촉진시
켰으며 축산물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기존 농정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담보 및 융자금리로 인한 부담 복잡
한 절차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국내보완대책은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예상 규모의 배

가까이를 해당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투융자였으나 많은
농가들이

보완대책으로 추진 중인 생산기반 조성 경영안정 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의 정책 사업을 기존의 농정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보완대책이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축사시설현대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 지
원 사업 등에 대한 수혜자 조사 결과 각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으나 담보 및 융자금리 부담 복잡한 절차 등에 대한 개선
요구됨

주요 세부사업별 평가 및 개선과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축사시설 신개축 개보수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
고급화 송아지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함
년 예산

억 원 이차보전 포함 중

억 원 집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사육환경이 개선되어 대다수 축종의 생산
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사업수혜자 조사에서도 노동환경 개선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의 이유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

로높

게 나타남
한우
한후

등급 이상 출현율 은

년

에서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양돈부문의 연간모돈두당 출하두수 는
두로 증가하였으며 폐사율은
양계의 일당증체량 도
하였고 폐사율은 하락

년
년

까지 상승

년

로 회복됨

두에서

에서
에서

함

년

년

년
년

년
로 하락함

까지 크게 증가

자료 정민국 외

년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비육우 효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사업수혜농
가는 비수혜농가에 비해
은

등급 출현율 이

증가 또한 폐사율 은

시간 은

자료 정민국 외

상승 판매 시 평균 체중

하락 축사면적당 인 일 평균 노동

감소함

년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다만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설투자에 따른 담보부담 인근 주민들의 민
원발생 까다로운 지원조건 등으로 보조 융자 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률은
보조금 사업 이차보전 은

에 그침

개선과제
보조금의 금리를 시장금리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축산농가의
사업 수요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지원사업을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년 이내에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규모 지원의 경우 인증의무화 완화가 필요함
축사시설현대화 보조금사업 보조

융자

자부담

연리

의

경우 기업농 미만에 적용되고 있으나 기업농의 기준이 사육규모와 축사면
적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이차보전사업 융자
부담

연리

자

을 신청한 경우도 있음

사육두수 규모는 전업농 수준이나 밀집사육을 방지하기 위해 축사면적
을 넓히다보니 면적기준으로 기업농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함
사육두수는 계절 및 시기에 따른 변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요건을
안정적인 면적 기준으로만 적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수요를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사시설에
대한 범위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음
현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양봉시설 등

브랜드경영체지원 사업은 브랜드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한
브랜드육 판로 및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
년 예산

억 원 중

억 원 집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브랜드경영체지원 사업은 한우와 돼지의 브랜드 출하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브랜드경영체의 규모화와 국산 축산물의 시장차별화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
한우브랜드 연간 출하물량 은

년

두에서

년

두로

증가
돼지브랜드 연간 출하물량 도

년

만 두에서

년

만 두로

증가
개선과제
도시형 한우 판매장 및 육우고기 판매처 확보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시행으로 브랜드육 유통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
었으나 도시형 한우 및 육우고기 판매처를 설치하기에는 입주조건 제
반시설비용 등이 과다 발생함
대도시 지역 등에 입주하는 판매처를 지방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역별 조건에 맞게 지원 세부내용 개선 필요
육우에 대한 소비 홍보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문판매장 지원 사업
필요함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년 신규 사업으로 사료의 현금 및

선급금 거래 공동구매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경감을 목적
으로 시행함
년 예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억 원 중

억 원 집행 초과집행

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년에 시작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은 사료 현금거래 및
공동구매를 통하여 농가의 사료구입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사
업수혜자 조사 결과 사료비 및 이자부담 경감 선급금 거래를 통한 이자수
익 확보 등의 이유로 만족도가
농가 사료구입비 절감액 은

매우만족
억

로 높게 나타남

만 원으로 목표

억 원 달성

개선과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의 융자금액 상환기간을 현재

년에서 그 이

상으로 연장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으며 담보여력이 부족한 영
세 축산농가의 경우 담보율 완화 및 융자금리 인하도 필요함

가공원료유지원 사업은 수급 계절편차에 의해 발생되는 잉여원유를 가공유
제품 생산에 사용한 집유 주체에 지원하여 낙농가의 경영안정 및 수급의 계
절편차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함
년 예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억 원 중

억 원 집행

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가공원료유지원 사업은 국산 유가공품 생산량 증가 및 잉여원유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낙농가의 수급 및 경영 안정 수급의 계절
편차완화 그리고 국산 유제품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가공원료유지원율 이 성과목표치에는 미달하였으나 전년
년

에서

로 크게 증가함

현재 수준의 지원으로는 수입 유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 국산 원료
사용을 통한 국산 유제품 자급률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
대표적인 유제품인 치즈의 경우 인당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 증가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급률은 하락하고 있음

수입산 치즈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계절
적 수급에 따른 잉여원유 부족으로 미집행된 예산을 삭감하여 잉여원유가
과잉되는 시기에 지원금액 부족 현상 발생
현재 우유 생산비와 가공원료유 공급가격의 차액

원

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잉여원유 물량이 부족할 경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잉여원유 물량이 과다할 경우 차액의

도 지급되지 않음

개선과제
가공원료유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절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물량을
가공품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지원 예산 확보 이 선행되어야
낙농가의 경영안정 및 국산 유제품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가공원료유지원은 생산량의

수준으로 명시하고 기준 생산량은 직

전 개년의 올림픽 평균으로 설정하여 생산량 증감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 해야 함
지원금액은 현행과 같이 생산비와 국제가격의 차액을 지급
추가적 생산이 농가에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으므로 정책의 시행이 공급
과잉을 유발하지 않음
원유 생산량 감소로 불용 예산이 발생할 경우 차년으로 이월하여 일정
수준의 예산 유지
장기적으로 국산 유제품 생산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일정 물량에 쿼터 가공쿼터 를 제공
시유 쿼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체 국내산 원유 사용 쿼터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가공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일정량의 원유를 확
보함으로써 국내산 유제품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국산 유제품 생산 활성화는 시유 소비량 증감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현재 우유 생산비와 가공원료유 공급가격의 차액

원

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있으며 시유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낙농가의 피해 가격 하
락으로 인한 생산 및 소득 감소 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역할
시행 초기에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유제품 치즈 요구르트 등 을 대
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은 부존자원 활용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 및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
년 예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억 원 중

억 원 집행

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 등 조사료 생산 유통 가공 지원 겨울철 유휴논 등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확대로 조사료재배면적 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음

조사료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사료 자급률은

초반에 머물

러 있으나 이는 소 사육두수 증가 및 급여율 상승에 따른 조사료 소비
량 증가에 기인
조사료 자급률 은 매년
는

년에 비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한

임

조사료 재배면적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로 전년 대비 만
지방비 분담 비율이

년에

년에

만

증가하였음
년

에서

년

로 상향조정되면서 조사

료 재배면적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위축을 초래하였음
개선과제
사일리지 사업대상자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노후 기계장비 지원 유통센
터 사업대상 확대 등을 통한 사업수요를 확대하고 간척지 하천부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등 조사료 재배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간척지를 활용할 경우 임차료를 감면하고 염분에 강한 품종 개발 필요
하천부지에 사료작물 재배 허용 대강 등
조사료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국내산 조사료 품질 개선
년 조사료 품질검사 시범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품질 검사항목은
수분 섬유소 조회분 조단백 등
이에 따라 조사료 제조비 지원기준을 무게 에서 무게 품질 로 개선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은 축산분뇨처리를 원활히 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음
년 예산

억 원 중

억 원이 집행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시행으로 퇴액비 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축산분뇨 자원화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퇴액비 사용량 은

년

톤에서

축산분뇨 자원화율 은 매년 상승하여

년

만

년에는

톤으로 증가
를 달성

한돈농가의 경우 퇴비화 액비화 정화방류 공동 공공위탁처리를 하고 있으
나 돼지 두당

만 원의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생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의 경우 대부
분 공동자원화 사업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지방비 지원이 어려워 농가의 부
담이 증가하고 있음
개선과제
소규모 공공처리장의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운영비에 대한 국비나 지방비 지
원이 확대되어야 함 농가의 분뇨처리비용은 만 원 톤 수준이 적정함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처리비용 운영비 지원 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낙농특성상 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는 현실에 맞지 않아 목장단위 낙농분뇨
처리 시설 지원 필요
현행 보조
및 메뉴 보급

융자

에서 보조 비중 증가 및 분뇨처리 기술개발

단기 피해보전 대책

3.1. 직접적 FTA 피해보전 대책 개요
한미

와한

의 체결을 계기로 국회는 폭넓은 시장개방으로 인

한 농업부문의 피해 확대에 대비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단기적인 피해보전 대책인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와 폐업 지원제
도 마련함
개정된

특별법 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제는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의 최대
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폐업 지원은

이행으로 농축산물의 재

배 사육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하는 농업인에게 년간의 순수익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임
피해보전대책에는 향후
준인 조

년간 전체 투융자

조

억원의

억 원 피해보전직불금 조 원 폐업 지원금

수
억 원

배정

피해보전직접지불제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 의 일환으로서

에 따른 농

산물 수입증가로 피해받는 품목을 재배 사육 포획 채취 양식하는 농어업인
에게 정부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접적인 소득감소를 일정 부분 보
전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기준
해당 연도

이행 연도 의 총수입량이 과거 개년 평균보다 크고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과거 개년 평균보다 커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국내가격

발효일 이후 평균가격 이 과거 개년 평균의

미만으로 하락하는 품목
피해보전직불제도는 기존 대책에 비해 대상 품목 확대 발동 요건 완화 보
전비율 상향조정 등의 개선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
하는 제도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보전직접지불제사업시행지침서 각 연도 참조

축산업의 경우 산출기준으로 출하마릿수 를 적용하되 적용이 곤란한 품목
낙농 양록 산란계 양봉 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
천 을 고려해 개별 기준안을 마련하였음
수익의 원천 으로 낙농은 농가별 평균 납유량을 양록은 사육마릿수와
연간 마리당 녹용 생산량을 산란계는 사육마릿수와 산란율을 양봉은
봉군수와 연간 봉군당 부산물 생산량을 각각 산출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사업시행지침서 참조

폐업 지원제
폐업 지원제도는

이행으로 과수 시설원예 축산 수산 등의 품목을 재

배 사육 또는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폐업 지원금의 일반적인 산출방법은 출하마릿수에 연간 마리당 순수익을 곱
한 값에 년을 곱하여 산출함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은 해당 연도 직전 년간의 마리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년간의 평균 순수익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년도

폐업지원제사업시행지침서 참조

3.2. 직접적 FTA 피해보전 대책 발동 및 집행
농축산물

품목에 대한

년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의 충족 여

부를 조사한 결과 발동 요건이 충족된

와 품목은 한 미

의 쇠고기

한우 송아지 가 유일함
쇠고기는 과거

개년 올림픽 평균과 비교하여

증가하였고
량도

년도 총수입량은

만 톤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물

증가

만 톤

수입 쇠고기와 대응하는 국내 축산물인 한우와 송아지의 국내가격을 보
면 기준가격 과거 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의
각각

와

대비

년 가격이

하락

년 제 차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에서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대상 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적용에 대한 심의를 확정함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수
입기여도는 각각

로 결정

년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에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시
로 인한
수입증가가 가격에 미친 영향인 수입기여도를 반영키로 결정하였음 수입기여도 는
두 시점 간 해당 농산물의 실제 가격하락률 대비
로 인한 수입증가가 초래한
가격하락률 을 의미함 이는 수입증가뿐만 아니라 국내 요인에 의한 가격하락 분까
지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고려한 것으로 국내
공급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한 부분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면 공급과잉
국면이 반복되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와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성을 감안
한 조치임
농업인등 지원센터 는 피해보전대책의 발동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한 미
의 쇠고
기는 수입량 증가와 국내가격 하락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농업인등 지원위원
회 의 의결에 따라 수입기여도 를 측정하였음 농업인등 지원센터 는 한우와 한우
송아지의 수입기여도 계측을 위해서 비교정태분석 기법인 균형대체모형
을 활용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년도
피해보
전직불금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 분석 연차보고서 에 제시되어 있음

수입쇠고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생산농가는 한우 비
육농가이지만 번식농가의 최종 산출물인 송아지의 가격이 한우 가격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번식농가가 출하한 송아지도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
한우 번식우 비육우 는 폐업 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도 선정됨
현행 법령상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중에서 초기 시설투자
가 큰 품목이나 년 이상의 생육 사육 기간이 필요한 품목을 폐업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고려한 조치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위한

년도 예산은

은

됨

억 원이 집행 예산집행률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 접수 결과 총
아지

만

억 원이며 실적
마리 한우

에 대한 직불금이 신청되었으며 이력제 기준 지급 대상
마리 의

만

임

폐업 지원금은 총
신청 농가수는

만

마리에 대한 폐업 지원금이 신청되었으며

호로 사육 농가수

천 호의

~

자료 정민국 외

송

년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임

3.3. 직접적 FTA 피해보전 대책 평가
년도
우 의 경우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농가의 소득 증대 효과는 송아지 번식
한우 비육우 의 경우

임

주 한우 비육우 와 송아지 번식우 의 마리당 소득은 각각
년의 소득 중 최대 최소값
을 제외한 개년 평균이며 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으로 간주하여 산술평균함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축산물 생산비

폐업 지원제로 인해 농가당 사육마릿수는 폐업 전
마리로 증가해 규모화 구조조정 효과는

마리에서 폐업 년 후
임

폐업 지원제의 규모화 효과는 폐업 지원 신청 전 농가당 사육두수와 폐업
년 후 지속적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의 농가당 사육두수를 비교함
폐업 지원제의 규모화 효과만을 살펴보기 위해 폐업 지원 신청 농가의 폐업
완료 시까지 사육농가 수와 사육마릿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단순 가정함

주

한우의 폐업신청 두수는 번식우 만
두 비육우 만
두이며 폐업 전 농가
당 사육두수는 번식우 두 비육우 두임
전체 사육두수 폐업 전 전체 사육농가 수는
년 분기 기준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축산물 생산비

3.4. 직접적 FTA 피해보전 대책 개선방안
관련 법 제도 개선 현재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 지원제의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체계적 정비 수입기여도 폐
업 시 축사시설 사용권 등 제도의 주요 시행요소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피해보전직불제 실효성 제고 피해보전직불제도의 도입 취지는 살리면서
피해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입기여도의 적용을 전제로 다음
과 같은 개선방식 검토가 필요함
수입기여도를 명시적으로 적용할 경우

체결이라는 정책변화로 발

생한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보전비율은 현행

에서

로 상향조

정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안
발동 기준가격은 상시적 가격 변동 수준을 설정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
에 발동 요건 미충족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수준 유지

자료 정민국 외

년

일몰기간 연장 현행 직접적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피해보전 대책은 한

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연방 개국과
되므로 직접적
로 연장 필요

발효를 기

체결로 추가적 피해가 예상

피해보전 대책의 일몰기간을 영연방

발효 기준으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는 한
년

폐업 지원제는 년간

발효일로부터

년간

년 운용

폐업신청 농가의 경우 해당 농업인 및 축사에서는 년간 동일 품목을 생산
할 수 없으므로 폐업 지원금 산출에 축사도 포함하여 실제 폐업에 대한 보상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폐업 지원제는 폐업을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제
도가 아니라

로 지속 영농이 불가한 농가에 대한 보상임

축사시설의 경우 현재 가치가 존재하는 건축물로 그 가치를 보존하고
있어 지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폐업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지원이나 폐업에 필요한 컨설팅 지
원 등 폐업원활화 지원으로 개편
현재 기대수익에 대한 보상은 과다폐업을 유발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을 모두 감소시킬 수 있음
폐업원활화 지원으로 개편하고 사업의 시행기간은 품목을 특성을 고려
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함

신규 대책 및 제도 개선

4.1. 축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목장의 가공 교육 체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축산업의 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나
농장에서의 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교육 관광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목장의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기준과 낙농가공품 제조를 위한 시설기준 등
농가에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농가현실에 맞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축산분야 외국인 고용 쿼터 확대 추진
축산분야는

업종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내 축산업 종사인력의 부족 문제

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노동자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축산부문에 대한 외국인의 배정인력이 적어 인력부족 현상 해
소에 한계가 있음
년 외국쿼터
또한 체류기간이 짧아

명 중

인

명이 축산업에 배정됨

사양관리 방역 등 업무에 숙련되기도 전에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신규 외국인에 대한 재교
육 비용 증가 등 효율적인 영농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방역 사양관리 등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고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축산분야 외국인 고용 쿼터 비율을 확대하고 국내 축산업에 고용된 외국인
인력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축산부문 외국인력 필요량 조사 외국인 고용인력의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 등 고용조건 등에 대한 신고 및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부족한 농업인력 및 도축장 인력 충원을 위해 외국인력 멕
시칸 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특별한 조건을 이행하면 영주권을 부
여하고 있음

4.2. 사료 공급 및 지원 체계 강화
농가단위

사료 생산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강화

조사료의 이용확대와 함께 한우농가와 낙농가의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전국에

사료 이용 비중이 증
여개

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음
농가에서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농가가 직접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료를 만들어 활용하는

사료원료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고 물류비 상

승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유통센터의 활성화와 함께 농가 단위의
생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료곡의 안정적 확보와 물류
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원료곡 저장 및 물류센터 건설이 필요함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우선은 소수의

원료 물류센터 시범사업으

로 추진하고 향후 효과가 높을 경우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배합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농 축 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과세 배합사료 제품
을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발생되는 중복과세 배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 품목은 옥수수 소맥 밀

해 주는 제도임

보리 귀리 수수 곡분 밀가루

타피오

카 밀기울 등임
년 월 이전에는 완전 공제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년 현재는 매출액의

에 해당되는 농수축수산물 매입액에 한하여 공제하

고 있음
음식점업에 대하여는

에서

배합사료산업은 공제 대상품목의 사용비율이
제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연간

까지 차등 적용
에 달하고 있어

공

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

며 이는 결국 배합사료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내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양축농가 사료비 부담 축산물 생산비 중
약

경감을 위해 사료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음 배합사료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은 현행 배합사료산업 관련 제도 중에서 기대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년 기준 공제율 적용으로

억 원의 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효과

음식점업의 법인 공제율 적용 시 연간
료비 절감효과 기대

억 원의 추가적인 사

사료의 공제율 한도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은 축산농가의 세부담으로 귀
결됨
공제율 한도 적용 시 제분 제당 등 유사부문의 경우는 추가부담이 전국
민에게 분산
사료업에 대한 공제율 한도적용으로 추가되는 세부담은

만 농가에게

집중 수입 축산물과의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해 농가는 추가 세부담을 축
산물 판매가격에 반영치 못함
축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정책지원 대상인 축산농가에 세부담이 집중되
는 것은 조세 형평원칙에도 산업의 균형적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함
따라서 현행

의 배합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으

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4.3. 협동조합형 계열화 추진과 지역 품목조합과의 연계 강화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 추진
농협중앙회의 목우촌과 축산물공판장을 연계한 안심축산 을 통한 전국단위
계열화 추진 농협 음성 부천 고령 나주 축산물공판장의 처리물량은 제한
적으로 지역의 축협과 연계한 축산계열화 사업 추진이 필요함
농협중앙회 안심축산 중심의 계열화는 유통계열화의 성격이 강해 지역의
생산에 기반을 둔 품목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음
농협중앙회의 전국 유통망과 지역 품목조합의 생산 도축 가공을 연계한 상
호보완적 협동조합형 계열화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조합과 안심축산의 주요 판매처로 하나로마트를 활용한
축산물 소비시장 확대 방안이 필요함

지역 품목조합의 생산 가공 유통기반 구축
협동조합형 계열화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 축산물 생산에 기반을 둔 품목조합의 패커 육성이 필요함
지역기반 생산 유통을 통한 지역단위 생산 소비기반 확충과 중앙회 유
통망을 활용한 전국단위 물량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협동조합 시장점유
율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수도권 중부 남부지역 품목조합 등을 대상으로 생산 도축 가공 유통 기반
시설을 갖춘 품목조합 패커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시범 사업 추진이 필요함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제주양돈농협의 통
합도축장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 품목조합이 협동조합형 패
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지역조합 생축장의 송아지생산 기지화
시장개방과 번식농가의 고령화 폐업증가로 인한 한우의 번식기반 붕괴에
대응하여 번식기반 유지를 위한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이 필요함
따라서 지역조합의 생축장을 번식우 전문농장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송아
지 공급 기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지역조합의 자체 번식우 사업 활성화 및 번식전문 위탁농가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구축이 필요함
지역별로 거점 송아지 생산기지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현재 횡성 홍성 하동 축협 생축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 농협
축산경제 유통지원 자금 자체 예산 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송아지 생산
기지와 위탁농가를 확대하여 번식기반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음

번식전문 위탁농가 육성
한우 번식 농가의 감소에 따른 한우 번식기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
적인 비육 밑소를 비육농가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축협에서 경험이 풍
부한 중소 규모 번식농가를 활용하여 번식우를 위탁 사육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지역 축협의 번식우 위탁사업은 협동조합형 계열화 추진의 산지조직화와 연
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해 지역단위 한우개량
사업과도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지역축협이 번식우 위탁사업을 통해 한우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
해서는 번식우 두수 인공수정시기 출하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탄력
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및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번식우 위탁농가에 대한 투명한
사육정산체계 구축도 필요함

4.4. 축산물 소비 기반 확대
우유급식 방식 개선 및 급식 대상 확대 추진
우유 소비기반 확대 추진 방식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에 우유급식을 포함시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선진국
에서는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급식법
축산법 개정

낙농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 필요
축산발전기금 용도 추가 낙농진흥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추가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학교 우유무상급식 대상 범위의 확대 추진이 필요함
현재 초 중 고등학교 저소득층과 초등학교 차상위계층에서 중 고등학교
차상위계층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군 우유 급식 확대 및 경찰 우유 급식 제공 검토가 필요함
현재 군 장병의 일 우유급식량

으로 성인 적정 섭취량의 절반 수준

현재 우유 급식에서 제외된 의무경찰 등에 우유 급식 검토

학교급식과 군납의 국내산 축산물 사용 의무화 검토
군납과 학교급식에 일부 수입축산물 공급으로 급식의 질 저하와 국내산 소
비 기반 위축의 우려가 존재함
군 급식 쇠고기 물량 수입쇠고기 연간 약

톤 장병 인

일

군납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전량 공급하고 학교급식 사용 식재료는 정부조달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내산 사용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달협정 개정

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조달하는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가능

4.5. 축산물 수출 활성화
축산물 수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발
수출 축산물의 국내생산 원료조달 가공 상품화 물류 및 통관 해외시장 마
케팅 등 수출단계별로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수출물류체계의 공급망관리

구축과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

요함
축산물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하고 국내 수출기반조성 지원 프로그램의
보완 삼계탕 등 축산물 가공식품 시설 지원 이 필요함
현재

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축산물까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면담조사와 수출업체의 설문조사를 통한 의
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함
축산농가 수출조직 농협 수출조합 등
업 포함

공기업 및 유관기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수출업체 중소 식품기업 및 대기
지자체 중앙정부의 역할분담이

가축질병에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열처리가공품
개발
구제역

등 가축질병 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될 경우 중국 홍콩 일본

등으로의 축산물 수출확대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가축질병과 무관하게
수출할 수 있는 열처리가공품의 개발과 판로개척을 모색해야 함
돼지고기 정육 및 부산물의 수출재개를 위해서는 구제역 및 돈열 완전청
정국 지위를 획득해야 함 가금육의 경우도 국내

발생으로 인해 일본

등 주요 수출 대상국과의 검역협상이 중단된 바 있음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생육 수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에 관계없
이 수출이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열처리가공품 등 다양한 수출제품
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일본 측의 현지검점 이후 열처리 돈육 수출작업장 개소가 추

한편 국내 축산물 수출업체는 전략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시장 홍콩
대만 동남아 등 에서 원전사고 이후 시장점유율의 회복이 더딘 일본산 농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타겟마케팅 전략을 수반
한 시장진출을 모색해야 함
원전사고 이후 중국은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
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니이가타현 나가노현 등

개 도현

에서 생산된 식품과 사료의 수입을 전면 중지했으며 그 이외의 지역에
서 생산된 식품에 관해서도 산지증명서와 방사성물질검사증명서를 요
구하는 등 엄격한 규제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강화 조치
로 인해 다른 주요 수출상대국에 비해 일본의 수출액 회복이 더딘 상태임
일본의 주력 수출 축산물인 와규 분유 육가공품 돈피 등의 경우 중화
권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힘입어 한국산이 식품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최근 검역협상을 통해 중국시장의 관문인 홍콩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진
열처리가공품

과 돼지고기 및 부산물

외에도

홍콩조사단의 방한이 예정된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의 경우 조만간
홍콩시장으로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검역당국도 국산 축산물의 수출확대 일본산 대체 를 위해선 일본의 주
력시장에 해당하는 국가와의 검역협상이나 수출절차 협의를 우선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축산물 수출 관련 원스톱 방식 종합지원 체계 구축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국내 축산물 수출업체의
원산지기준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프로그램의 도입과 정착 등
수출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함
가로 승인을 받아 현재 개 업체가 일본으로 수출을 추진 중임

년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활용도는

품목별로 충족 요건이 까다롭고 체결된
준은

로 낮은 수준임

별로도 상이한 원산지 기

효과를 상쇄

농식품 수출지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능 농식품의

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출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여

체결국 시장

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조직과 수출업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함
축산물의 경우 공산품과는 달리 원산지증명 외에도 검역과 식품안전성 검사
등 추가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 수출이 가능함
중국과 아세안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검역 통관 시 장애요인 해소가 필요함
신선우유의 경우 살균 방법이 신고 내용과 포장지에 기재된 것이 달라
중국 국내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중국 수출이 중단됨

대부분의 회원국이 개도국인

년 월

의 경우 국내 수출업체가 원산지증

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수입농식품에 대한 검역 검사 등의 통관행정이 불
투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적인 조치와 부당한 요구에 직면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됨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 시에는 샘플 검사와 영양표시 라벨 부착 수출시장
의 국내규정 준수 등 중소수출기업으로서는 다양한 정보획득과 사전준비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음
원산지증명을 포함한 다양한 농식품 관련 비관세조치를 전담하는 원스톱 방
식의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4.6. 축산농가의 소득안정망 구축
수입보장보험 도입
이행이 진전되면서 국내 축산물 가격이 국내 수급여건뿐만 아니라
체결국 수급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축산농가
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국산 축산물 가격과 생산량 변화에 대한 위험을 최
소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경종부문의 경우 밭농업직불제 쌀 가격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가 운
영 중인 반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도입된 직불제는 없는 상태이고 경
종부문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로는 축종별 특성

을 모두 반영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
상됨
그리고 축산물 가격에 미치는 요인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매우 다양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산농가들은 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모두
피해보전제도를 통해 보상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수입기여도 적용은 농
가와 정부 간 갈등의 원인이 됨
따라서

피해보전직불제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되 농

가와 정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축산물시장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완화시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현재 도상연습이 실시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은 개별 농가의 보장수입이 설
정된 다음 당해 연도 실제 수입이 보장 수입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농가에게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음

수입보장보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량과 가격에 대한 정확
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함 축산부문은 경종부문에 비해 생산 및 가격
자료의 활용가능성이 높아 수입보장보험 도입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됨 가축
재해보험의 표준 생산량과 표준가격을 이용할 수도 있음
개별 농가의 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시장 전체를 대상
으로 한 평균가격을 예정 보장 가격과 실제가격으로 활용
한편 미국의
와는 달리 국내에서 돈육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선물시장이 개
설되어 있지 않아 예정가격 산출 시 선물가격을 활용할 수 없음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
울 경우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농가의 역선택 가능성이 증가해 보험운
영의 효율성이 저하됨
수입보장보험 도입 시 정책당국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적정 보장률
수준과 보험료 수준임
수입보장보험의 보장률이 너무 높으면 농가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지만 보장률이 너무 낮거나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농가의 가
입률이 낮아져 보장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장치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수입보장보험은 재해보험에 비해 우연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가격

변동위험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질병이나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생산량 감소를 보
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우연성에 기반한 거대위험을 보장한다는 측면
에서 국가재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고 있음
특히 정부정책의 결과로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
문에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연성이 확보될 때까지 정부와 보험회사가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음
다만 여타 경영안정 프로그램 가축재해보험

피해보전직불제 등

이 적용된 후 최종적으로 산출된 수입을 기준으로 수입보장보험을 적용
함으로써 정책 중복을 방지해야 함

가축재해보험 확대 추진
정부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하고 있으며

년도 사업비는

이며 나머지

년부터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추진
억 원임 지원금액은 가축재해보험료의

는 자부담임 보험의 목적물은 가축과 축산시설물로

소 말 돼지 닭 오리 등 총

종과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임 자연재해나 질병 또는 화재 발생 시 축종별로 시가의
까지 지급함
년 월
두 조
정부가 보험료의

일 기준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건수는 총

건

만

억 원임
를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가축재

해보험가입률은 높지 않은 편임

우연성이 결여된 가격 변동은 대수의 법칙에 의한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예측을 불
가능하게 만들어 보험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게 됨

최근

등 대규모 가축질병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축산농가

의 경영안정과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의 홍보와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4.7. 경영 환경 개선
도축 및 가공시설 사용 전기료 농사용으로 전환
축산부문 도축장 및 냉장시설의 전기료가 산업용으로 적용되고 있어 도축수
수료 등 제비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공 건
조 냉동시설

등 에는 농사용 전기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

평성의 문제가 있음
축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차 가공시설인 도축장과 육가공장에도 농사
용 전기료의 적용이 필요함
현재의 적용 기준인 제조업 식료품 을 농업 축산업 으로 전환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음

영농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가업상속 공제 허용 검토
현재 영농상속공제 억 원 한도 의 대상은 농지 초지의 경우에 한함 농업
축산업 의 건물 등 자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법률

억 한도 에서도 제외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조 가업상속 제 조 영

농상속
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가 매
출액
위 의결

억 원 이하 기업에서

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 적용 기재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축산 후계농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해 축산업의 경우 토지 시설 건물 투자
부문에 대해 일정 규모 이하는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토록 하고 규모화된 전업
축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축사 및 목장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현재 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축사용
지에 대해서도 인당

한도 범위 내에서 폐업할 경우

년 말까지

양도세를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하고 있음
농지법 의 개정으로 논 밭은 전용 없이도 목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
뀌었고 농업 관련 제반 법규에서 축산업이 농업의 한 범주에 속하는 것을
고려할 때 축산용지를 농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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