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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1111 서론서론서론서론

1.1.1.1.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글로벌 개방시대를 맞아 해외 대형브랜드 농식품의 수입확대○

와 농식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증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생산이력추적제 등 소비자 신뢰, GAP, HACCP

구축을 위한 위생안전 조치 등의 강화 대형유통업체의 급속,

한 성장 등 농식품의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와 소비지 대형유-

통업체들의 균질화된 대규모 물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수확 이후 가공 및 위생안전 처리 선별 및 등급별 포장 규격화 제품, , ,

화 브랜드화된 농식품의 생산을 위한 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의 전,

후방 수직적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음.

생산유통의 수직적 전후방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효과적인 품질관-

리와 수급조절 체계의 구축으로 규격화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얼굴

을 가진 브랜드화된 농식품의 생산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농식품

푸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수직적 통합은 한 경로구성원이 다른 경로구성원을 소유나 계○

약에 의해 통합하는 형태로 전방통합과 후방통합 등으로 구분

됨.

전방통합이란 생산자가 유통 가공업에 진출하여 유통경로를 통합하- ,

는 것을 의미하고 후방통합은 유통업자 혹은 가공업체가 생산과정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함.

농업분야의 경우 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은 생산자가 유통부분을 통합-

한다는 점에서 전방통합형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일반 기업들의 농,

지 소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후방 통합은 가능하지 않고 계

약에 의한 부분통합 형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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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통합형은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생산자조직이 출하는 물,○

론 가공 도소매까지 참여하는 형태임, .

전방통합형은 농업인이 푸드시스템을 주도하고 원산지관리 등에서-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우며 차 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농, 23

업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그러나 유통 가공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하며- ,

협동조합적 경영의 한계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음.

이 경우 부가가치 창출은 고사하고 만성 적자로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게 됨은 물론 정부 의존형 경영이 되게 됨.

후방 통합형은 일반 유통가공 회사가 생산단계를 소유하지○

않고 단지 계약에 의해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유형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양돈양계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됨.

후방 통합형은 효율성이 높고 브랜드 파워가 커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 농업인에게도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회가 생길 수 있음.

그러나 통합주체와 농업생산자간 연계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는 문제-

점이 지적되고 있음.

유통단계간 수직적조정 관점에서 보면(Vertical Coordination)○

전통적인 현물시장 위주의 거래가 점차 계약거(spot market)

래 수직적 통합 등으로 전환되(contracts), (vertical integration)

고 있음.

계약거래 수직적 통합 등은 일회성의 현물시장 거래보다 인근 유통- ,

단계간의 조정과 통제가 용이하게 되어 효율적으로 됨.

미국의 경우 년대 초반부터 육계 우유 계란 가공용 채소 일반- 1990 , , , ,

채소류 오렌지류 등은 계약거래 수직적 통합의 비율이 전체 유통량, ,

의 를 상회하게 되었음50%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산지유,○

통의 규모화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으로 안전,

한 농식품에 대한 요구에 부응한 얼굴을 가진 브랜드화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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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 전후방 수직적

통합 경영체 육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

요함.

2.2.2.2. 연구 목적연구 목적연구 목적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하에서 생산유통 전후○

방 수직적 통합경영체 계열화사업 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 ) ,

나라 및 주요 국가의 성공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생산유통 통

합경영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구체적으로 첫째 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관련 이론을 분석하여- ,

생산유통 통합경영체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둘째 국내 축산분야 통합경영체의 역사 및 성과를 정리하고- , ,

셋째 해외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생산유통 통합경영체의 모델- ,

을 정립하여,

- 넷째 우리나라 생산유통 통합경영체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계육 돈육 등 육류산업을 중심으로 생,○

산유통 통합경영체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3.3.3. 연구 내용연구 내용연구 내용연구 내용

농업 환경변화와 생산유통 통합경영체의 필요성○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분석- , ,

수직적 통합 공급망관리 등 관련 이론- (vertical integration), (SCM))

정리

생산유통 통합경영체 육성의 필요성 파악-

해외 생산유통 통합경영체의 현황과 시사점○

미국 유럽 태국 등 주요 국가의 축산분야 생산유통 통합경영체 현- , ,

황 및 성공요인 시사점 도출,



- 4 -

우리 나라 축산분야 통합경영체의 성과○

통합경영체 모델별 차이 분석○

후방통합형 회사형 대 전방통합협 협동조합형 의 비교 분석- ( ) ( )

축산분야의 생산유통 통합경영체 발전방안 제시○

발전전략 수립-

경영체 모형별 발전방안 수립-

통합경영체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농가와 경영체간 상생 발전방안 등 발전모델 제시-

4.4.4.4. 연구 방법연구 방법연구 방법연구 방법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통해 생산 유통 통합경영체 계열화 에 관( )○ ㆍ

한 이론 정립

국내외 사례분석○

- 우수 통합경영체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요인과 시사점 도출

미국 유럽 태국 등 주요 국가의 생산 유통 통합경영체 실태조사를- , , ㆍ

통한 통합경영체 육성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전문가 자문○

관련 전문가로부터 통합경영체 육성에 관한 자문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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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2222 통합경영체의 이론적 배경통합경영체의 이론적 배경통합경영체의 이론적 배경통합경영체의 이론적 배경

1.1.1.1. 통합경영체의 정의통합경영체의 정의통합경영체의 정의통합경영체의 정의

1.1.1.1.1.1.1.1. 농업경영체농업경영체농업경영체농업경영체

1.1.1.1.1.1.1.1.1.1.1.1. 개념 및 유형개념 및 유형개념 및 유형개념 및 유형

농업관련 경영체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

며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농기업 농업회사 기업농 등이 주로, , , ,

사용되고 있음.1)

용어가 다양한 만큼 관점에 따라 쓰임새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관점은 농업경영체를 개인 및 협동조, ‘

합 등에 의해 기업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농업관련 경영체로’

정의하도록 함.

여기서 기업적이라는 의미는 기업의 일반적인 개념을 차용하○

여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이 분리되고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체를 지칭하며 농업관련이라는 의미는 농업생산 의,

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 생산수단의 소유와 자가 노-

동력에 의존하여 혼합소득을 추구하는 가족농과 대립되는 개념임.

1) 본 보고서에서는 통합경영체라는 용어와의 연속선상에서 농업경영체를 주로

사용하고 제도상의 공식명칭 및 특수한 상황하에서만 특정 명칭을 혼용하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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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농업○

경영체의 경영활동이 농업생산 및 관련기술과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는 것으로 이 단서를 달지 않을 경우 농산물을 취급하

는 중도매인 대형유통업체 등도 농업경영체에 포함시킬 수,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함임.2)

농업경영체의 형태는 개인경영과 집단경영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이중 농업경영체는 개인경영 중 기업경영과 집단경영,

중 법인협업경영이라고 할 수 있음 김정호 외.( , 2004)

그림[ 2-1] 농업경영체의 형태 구분

자료 김정호: (2004)

2) 대형유통업체를 농업경영체에서 제외할 경우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유통

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함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

대형유통업체를 농업경영체의 분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이는 통합경영체로.

논의를 확대할 경우 상품 등 유통업체의 수직적 통합의 형태를 포함하게PB

될 경우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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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를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농업인주도형 농업, ‘ ’, ‘○

단체주도형 민간주도형 공공주도형 절충형으로 구분할’, ‘ ’, ‘ ’, ‘ ’

수 있음.

농업인주도형 은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농민이 개인 또‘ ’○

는 공동출자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영체이며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개인회사 등이 이에 해당함, .

정부의 농업법인제도- ‘ ’3)의 중심이 되고 있는 유형으로 정책적 육성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

농업단체주도형은 협동조합이 자회사나 지분출자를 통해 운‘ ’○

영하는 농업경영체로 지역 농협은 물론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및 출자법인 지역조합의 공동출자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이에 해당함.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주 농협목우촌 지역조합- ‘( ) ’,

의 연합출자에 의한 햇사래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도드람양돈농협‘ ’,

의 자회사인 주 도드람포크 등이 있음‘( ) ’ .

민간주도형은 농업외 자본이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사례로‘ ’○

써 현대그룹의 서산농장 하림 마니커 등이 이에 해당함‘ ’, , .4)

공공주도형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경영체를 설립 운영하는‘ ’ ,○

형태로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3) 농업법인제도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1’

4) 그러나 농업외 자본이라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하림의 경.

우 초기 양계농가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분류를

농업외 자본에 의한 농기업 운영으로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운영주체에 따.

른 농업경영체 구분시 농업외 자본 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

본 연구에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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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표적인 유형임.

대표적인 사례로는 화훼 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한 구미원예수출공사- ,

고추 가공업체인 영양고추유통공사 등이 있음.

절충형은 위의 가지 형태를 절충한 방식으로 각각의 운영주‘ ’ 4○

체들이 일정 지분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례로 최근 주식회사,

방식의 농업경영체가 늘어나면서 절충형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농업단체와 민간기업인 대한제분 서울사료가 지분투자에 참여한 도- ,

드람의 주 파레스바이오피드 지자체와 농업인 농업단체가 공동출( ) , ,

자한 시군유통회사 등이 이에 해당함.

그림[ 2-2] 농업경영체의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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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기준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지○

는 않으나 통계청의 농어업법인조사통계를 통해 대략적인 규,

모를 파악할 수 있음.

년 기준으로 운영중인 농업경영체는 총 개가 있으며 이중- 2008 6,306 ,

영농조합법인이 전체의 인 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80.5% 5,075

있으며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이 개로 를 차지하고 있음928 14.7% .

표[ 2-1] 농업경영체 현황 (2008)
단위 개( : )

구 분
운영중인

사업체

출자자

개별운영
합 계

영농조합법인 5,075 1,280 6,355

농업회사법인 928 245 1,173

일반회사법인 56 - 56

국가 지자체/ 88 - 88

생산자단체 49 - 49

기타 110 - 110

합 계 6,306 1,525 7,831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보고서: , ‘2008 ’, 2009.

이하에서는 농업경영체 중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법인 영농95% (○

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과 산지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협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

점을 살펴보도록 함.

1.1.2.1.1.2.1.1.2.1.1.2. 농업법인의 현황 및 문제점농업법인의 현황 및 문제점농업법인의 현황 및 문제점농업법인의 현황 및 문제점

가가가가.... 농업법인 현황농업법인 현황농업법인 현황농업법인 현황

농업법인의 운영 형태는 출자자공동운영 대표자단독운영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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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개별운영으로 구분됨.

년 이후 출자자개별운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출- 2000 ,

자자공동운영은 년 에서 년 로 대표자단독운영2000 54.4% 2008 59.2% ,

의 비율은 에서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10.2% 15.4% .

농업법인의 업종은 크게 농업생산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 , ,○

비스 등으로 구분됨.

년 이후 업종별 추세를 보면 농업생산업의 정체와 가공판매 유- 2000 ,

통의 증가 농업서비스업의 지속적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년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 가공판매 유- 2008 39.9%, 16.0%,

통판매 농업서비스 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농업회사법인21.9%, 6.9% ,

은 각각 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42.0%, 16.1%, 16.1%, 16.0% .

농업법인의 개소 당 평균출자금은 년 억 천만에서1 2000 1 5 2008○

년 억 만원으로 증가함2 4,900 .

영농조합법인의 평균출자금은 년 만원에서 년 억- 2000 1,700 2008 2

만원으로 농업회사법인은 억원에서 억 만원 수준으로1,930 , 1 4 1,580

증가하였음.

결산법인 년 개소 의 경우 평균 매출액 규모는(2008 3,075 ) 2000○

년 억원에서 년 억원 수준으로 배 증가하였으나 매9 2008 18 2 ,

출액 영업이익률은 로 여타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임1.7% .

한국은행의 년 기업경영분석 에 따르면 전 산업의 매출액 영업- 2008

이익률은 이며 제조업은 수준임5.0% , 5.9% .

나나나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농업법인의 규모가 영세하여 경영체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명목적으로 조합,

원주주를 구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에 의해 경영이 지

배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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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의 농협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합되는 경우○

가 많음.

농업법인의 조직형태가 영농조합법인 합명 합자 유한 주식, , , ,○

회사 등으로 다양하나 실제 법인들이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 법인형태를 전환하기도 쉽지

않음 김수석 외( , 2006).

1.1.3.1.1.3.1.1.3.1.1.3. 농협의 현황 및 문제점농협의 현황 및 문제점농협의 현황 및 문제점농협의 현황 및 문제점

가가가가.... 농협일반농협일반농협일반농협일반

1)1)1)1) 현황현황현황현황

협동조합은 이용자 조합원 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수익원이 이( ) ,○

용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체임 우리 나라 농협은 크게 중앙회. ,

지역농협 품목농협으로 구분되며 신용과 경제 사업을 겸영하, ,

고 있음.

년 월 기준으로 지역농협은 개 품목농협은 개에2009 6 1,101 , 82○

이르고 있음.

지역농협은 농협이 개소 축협이 개소이며 품목농협은 농협이- 983 , 118 ,

개소 축협 개소 인삼협 개소임46 , 24 , 12 .

지역농협 지역 품목 축협 품목농협 인삼협 포함 의 년 전, ( ) , ( ) 2007○

체 경제사업은 약 조원 규모이며 이중 판매사업이 전체의30 ,

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구매 마트 가공 사업의 순48.8% , , ,

임.

년 기준 조합당 경제사업 규모는 지역농협이 억원 지역 품- 2007 198 , (

목 축협 억원 품목농협 인삼협 포함 억원의 수준임) 553 , (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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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지역 및 품목 농협 사업실적 (2007)
단위 백억원( : )

구 분 지역농협 지역축협1) 품목농협 합계

판 매 959 320 188 1,467

구 매 407 157 26 590

마 트 373 71 15 459

가 공 189 221 14 424

기 타 35 22 10 67

합 계 1,963 790 253 3,006

주 품목축협 포함1 :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 ‘ 2008’, 2008

2)2)2)2)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우리 나라의 농협은 신용경제공제복지 사업 등이 망라○

된 종합농협체제이지만 생산유통을 통합한 경영체로서의 기

능은 미흡함.

유통사업의 경우 출하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농협이 공동수송에 불과-

한 단순수탁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기능이 미흡함.

공동계산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공동출하 체계를 구축한 농협이 여-

전히 소수이며 조합원이 출하처출하시기를 결정하고 자기 명의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형태가 주를 이름.

조합장 직선제 인 표주의 등 협동조합적 통치구조, 1 1○ (governance

structure)를 가지고 있어 기업적 경영에 한계가 있음.

조합 활동에 정치성이 개입되고 있으며 투자와 투자이익 배분이 불- ,

일치되어 장기투자가 제한됨.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읍면단위로 조직되어 규모가 영세하고,○

품목 및 출하시기가 제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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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협동조합은 관주도로 하향식으로 조직화되어 조○

합원들의 주인의식이 취약하며 정부 및 중앙회의 주도하에,

하향식 사업이 추진되어 조합의 자율적 역량이 부족함.

협동조합 경영의 한계로 경영마인드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등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이 제약됨.

나나나나.... 연합사업단연합사업단연합사업단연합사업단

1)1)1)1) 현황현황현황현황

년 이후 회원조합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고자 개 이상2000 2○

의 농협이 공동으로 판매를 추진하는 연합마케팅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년말 현재 개 연합사업단에서 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 2008 61 4,907

으로 보고되고 있음.

연합마케팅이란 개별 농협이 의사결정의 통일을 전제로 연합○

조직을 구성하여 판매사업을 전개하는 형태임.

연합마케팅은 물량을 규모화하고 참여농협과 연합조직이 생산과 판-

매에 대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거래교섭,

력을 제고할 수 있음.

연합마케팅 사업은 중앙회 시군지부 및 도 지역본부가 주도적○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과 작목반은 생산에 전념하고, ,

조합은 상품화품질관리공동계산 조직 육성 중앙회는 판매,

확보 및 계약 참여 주체간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연합마케팅 사업은 크게 지역연합과 품목연합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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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합은 인접 지역간 연합하는 형태로서 시군지부나 지역본부가-

주관하고 있음 예로서 봉화연합나주연합 시군단위 강원연합 도. ( ), (

단위 이 있음) .

품목연합은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산지를 연계한 농협중앙-

회 본부 주도의 연합형태임 예로서 직거래 전국연합 배추 양상추. ( , ),

햇사레연합 등이 있음.

연합마케팅 사업에서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기획관리 뿐만○

아니라 운용자금 지원 및 손실을 부담하고 있음.

연합마케팅사업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음.○

산지유통의 전문화 규모화 촉진- ,

광역 규격화된 대규모 물량의 장기간 출하체계로 대형유통업체의 사- ,

업 파트너로 역할 증대

공동계산제 확산-

조합별로 취급품목을 전문화함으로써 산지유통시설의 가동률 향상-

지역별 공동브랜드 육성 경기 잎맞춤 경기충북 햇사레 제주 한- : , ,

라라이 부여 굿뜨레 나주 청미래 진주 초로미 등, , ,

2)2)2)2)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의 미개발로 경영체로서의 손익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단순 수탁업무로는 부가가치 창출.

에 한계가 있어 수수료를 높게 책정할 수 없음.

현재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임- 1%

참여 조합간에 통일된 품질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통합브,○

랜드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브랜드 가치 창출에 애로

를 겪고 있음.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연합마케팅을 주도하고 있으나 관련○



- 15 -

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함.

단순 알선판매 위주의 사업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이 미흡함.

다다다다.... 조합공동사업법인조합공동사업법인조합공동사업법인조합공동사업법인

1)1)1)1) 현황현황현황현황

농협법에 의해 조합간 공동출자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합간○

연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에의 출자는 회원농협 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협중- ,

앙회 영농조합법인 준회원 도 참여할 수 있음, ( )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에 준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가지고 있음- .

년 월 기준으로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쌀 법인이2009 9 47 , 29○

개소 원예법인이 개소임, 18 .

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안성 성주 제주 상주 등- APC : , , ,

통합 진천 부여 연기 함평 정읍 보성 등- RPC : , , , , ,

정부의 공동마케팅조직 지원 등 시군단위 지원은 조합공동사○

업법인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있○

어 수수료 징구 등 수익의 확보에 어려움이 큼.

2)2)2)2)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시행착오가 큼.○

농협중앙회 준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농협로고 사용 업무전산화 코드- ,

사용 자금 결제 및 차입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으며 중앙회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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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자금 지원을 받지 못함.

농협중앙회가 주도하는 연합마케팅 사업과 경합되어 중앙회의○

견제가 심함.

회원조합들이 현물출자 중심으로 출자하고 있어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이익 및 손실 배분 체계가 구,

축되어 있지 않음.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려하고 있으○

나 농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부전문가는 농협조직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음.

1.2.1.2.1.2.1.2. 통합경영체의 개념통합경영체의 개념통합경영체의 개념통합경영체의 개념

일반적으로 기업은 투입과 산출을 기본 활동으로 삼고 있으며,○

투입을 위한 활동과 산출을 위한 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

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고 있음.

투입을 위한 활동에는 생산을 위한 원료의 조달활동이 핵심이 될 것-

이고 산출을 위한 활동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 활동이 핵심이 될 것

임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은 결국 투입의 최소비용화.

와 가치의 최대창출을 통해 구현됨.

특정 상품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각 기업들은 투입산출 활동○

을 통해 원료중간재최종상품 형태로 또 다른 생산과정과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게 됨 이러한 공급체계는 해당 상품.

의 산업구조 및 유통구조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띄게 됨 그러.

나 일반적으로 원자재 조달 생산 유통이라는 기본적인 단계들- -

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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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생산 유통 등 각 단계내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하며 예를- , ,

들어 생산에 있어서 차 가공 차 가공 포장 등의 기능이 있으며 유1 , 2 , ,

통에 있어서도 물류 브랜드 판촉활동 등 다양한 기능들이 혼재됨, , .

그러나 기업들은 타 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전문화 를(specialization)

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은 특정 단계에 전문기업,

으로 활동을 하게 됨.

생산에 특화한 농민 가공에 특화한 육가공업체 유통에 특화한 할인- , ,

점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필요에 의해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단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게 됨.

대표적인 사례로는 석유산업에서 찾을 수 있는데 년, 1970 80○ ～

대 석유 탐사 원유 추출 정유 정유공급망 운영 등은 개별 회, , ,

사에서 각각 운영되었으나 현재 다국적 석유회사인 과, Shell

등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BP .

농업분야 특히 축산부문에 있어서도 통합경영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육계산업과 양돈산업 등에서 생산과 유통을 결합하여,

경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합경영체라는 용어는 농축산‘ ’ ‘○

물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단계들의 일,

부 또는 전부를 결합 운영하거나 단계간 협력체계를 유지함에

있어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경영체를 말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합경영체의 통합개념을 수직통합‘ ’ ‘ ’,○

수직결합 계열화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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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수직통합과 수직결합을 혼용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

연계된 영어 명칭도 vertical control 또는 을 학자vertical integration

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음.

계열화는 정책사업과 연계해서 농업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수직통합 을 보다 넓은 의(vertical coordination)○

미로 사용하고 수직결합 은 수직통합의 한(vertical integration)

유형으로 정의하도록 함.

아울러 기업 결합방식을 크게 수직통합과 수평통합으로 구분○

하고 본 연구의 대상인 통합경영체는 기업결합방식 중 수직,

통합과 연계함.5)

한편 기업의 결합방식 중 사업다각화는 기존 사업과 상관이○

없는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한 경우로 통합경영체와는 별개의

개념임 즉 식품기업이 부동산 기업을 인수한 경우 등은 사업.

의 다각화로 통합경영체와는 별개의 사례임.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2-3] ,○

다음 절에서는 경제학 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경영체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확인하도록 함.

5) 현재 많은 수의 통합경영체 관련 연구논문과 저작들에서 수직통합을 수평통

합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개의 도축. 2

장을 합병하는 경우나 개의 농협이 연합판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수직2

통합이 아닌 수평통합의 개념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경영체를 생산에.

서 유통까지의 과정에 있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간의 통합으로 인식하

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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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기업결합의 유형

2.2.2.2. 통합경영체의 경제 이론통합경영체의 경제 이론통합경영체의 경제 이론통합경영체의 경제 이론

경제학에서는 통합경영체를 수직통합 의(vertical coordination)○

개념을 통해 논의하고 있으며 수직통합을 원료의 구매에서부,

터 상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까지의 가치사슬(value

chain 에 있는 단계들 간의 협력 또는 내부화 소유 로 정의하) ( )

고 있음.

수직통합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원료의 구매에서부터- ,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의 단계간 결합을 통해 위계적(hierarchy)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함.

년 마이클 포터 의 의해 정립된 가치사슬 모델1985 (M. Porter)○

은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

로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

동 기능 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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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은 주활동 과 지원활동- (primary activities) (support activities)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서 주활동은 제품의 생산 운송 마케팅 판, · · ·

매 물류 서비스 등과 같은 현장업무 활동을 의미하며 지원활동은 구· · ,

매 기술개발 인사 재무 기획 등 현장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의미함· · · · .

주 활동은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부문이며 지원활동은 부가가치- ,

가 창출되도록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부문을 말함 가치사슬 분석은.

두 활동부문의 비용과 가치창출 요인을 분석하는 데 사용됨.

그림[ 2-4] 가치사슬 도식(value chain)

수직통합과 관련한 이론은 크게 신고전학파 경제이론과 거래○

비용경제학으로 양분되고 있으며 현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는 거래비용경제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우선 신고전학파의 수직통합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

의 불완전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주로 수직통합이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독과점 문제 사회적,

후생의 증감 여부에 집중되고 있음 그러나 실증분석은 상대적.

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론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현재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이론은 년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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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암슨 에 의해 제시된 거래비용(Williamson) (transaction cost)

임. 은 기업의 수직통합 이유가 시장거래의 불완전Williamson

성으로 인한 정보비용 계약비용 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 ,

시와 강제에 소요되는 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 때문에 발생

한다고 하였음.

즉 시장을 통한 거래와 기업이 거래자체를 내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

을 경우 기업은 가치사슬간의 단계를 통합한다고 보고 있음.

한편 는 거래빈도와 자산의 규모 및Stuckey & White(1993)○

고정성과의 연계성 하에서 수직통합을 분석하고 있음 거래빈.

도가 높고 자산의 규모 및 고정성이 높을수록 수직통합을 선

호한다고 결론짓고 있음.

수직통합이 발생하는 이유 외에도 거래비용경제학에서는 계약○

을 조직화하는 방법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수직통합과,

계약관계간의 변화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그림[ 2-5] 거래빈도 및 자산에 따른 수직통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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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통합경영체의 유형통합경영체의 유형통합경영체의 유형통합경영체의 유형

수직통합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수직,○

통합의 통합정도 통합방향 통합범위 통합주체에 따라 다양한, , ,

구분 방법이 존재하고 있음.

그림[ 2-6] 통합경영체의 유형 구분

3.1.3.1.3.1.3.1. 통합정도에 따른 구분통합정도에 따른 구분통합정도에 따른 구분통합정도에 따른 구분

최근의 수직통합 관련 연구들은 수직통합의 가장 느슨한 형태○

로 현물시장 을 가장 강력한 형태로 수직결합‘ (spot market)’ , ‘

을 설정하여 이 두 가지 유형사이에 통(vertical integration)'

합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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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는 현물시장과 수직결합의 양극단Peterson Wysocki(1997)○

사이에 통합의 정도에 따라 상세계약(specification contract),

관계에 기초한 제휴 소유에 기초한(relation-based alliance),

제휴 를 추가하여 총 단계의 수직통합(equity-based alliance) 5

의 형태를 제시하였음.

현물 시장거래 는 관리의 강도가 약하며 보이지‘ (spot market)’○

않는 손에 의해 시장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

지고 있음. 거래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관리는 거래가 성사되

기 전에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과 거래의 성사 여부임.

사후적으로는 추후에 같은 내용의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 같은

대상과 거래를 반복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임.

상세계약 은 계약서를 통해 물량 생산‘ (specification contract)’ ,○

방법 출하시기 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상호간, ,

에 준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

당사자들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별도로 이루어짐.

관계에 기초한 제휴 는 공동의 목적을‘ (relation-based alliance)’○

위해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의사결정 자체도 양자간

같은 강도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음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

태의 전략적 제휴 사례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가장 비슷한,

예는 오히려 부부관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소유에 기초한 제휴 는 제휴를 맺고 있‘ (equity-based alliance)’○

는 타사의 일정부분 재산이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6) 이론연구에서는 현물시장을 수직통합의 한 형태로 설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현물시장을 수직통합의 논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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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합작회사 부분소유 등을 통해 나타남, (joint venture) .

수직결합 은 통합과 관련된 전 과정을 통‘ (vertical integration)’○

제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서 거래에 참여하는 두

주체들이 단일한 계층구조를 이루는 것임 두 개의 거래주체가.

합병하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시,

장에서 조달하던 것을 내부생산구조로 바꾸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됨.

그림[ 2-7] 통합정도에 따른 유형 구분

자료 정호근: (2005)

한편 상기의 통합정도에 따른 구분 중 농업분야에서 특히 중○

요성을 가지는 유형은 상세계약임 일반적으로 농업분야에서‘ ’ .

는 계약을 통한 거래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크게 생산

계약과 마케팅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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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계약은 농가와 농기업간의 위탁계약으로 농가와 농기업‘ ’○

간의 책임이 규정지어지고 대금을 결정하는 방식도 미리 정해

짐 우리나라의 경우 양계농가와 육계계열화 사업자간에 많이.

행해지는 계약방식으로 양계의 경우 농가는 노동 시설 자재, ,

를 제공하고 구매자 계약자 는 사료 운송 병아리 등을 제공( ) , ,

함 구매자는 특정한 원료 사육과정 등을 규정하고 사육되는. ,

병아리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함.

판매계약 마케팅계약 은 수확이나 출하 전에 출하물량 출하‘ ( )’ ,○

시기 가격결정 방식을 미리 정하여 두는 계약방식으로 우리, ,

나라의 경우 양돈과 농산물의 계약재배가 이에 해당함 이를.

통해 농가에서는 가격변동의 위험성을 줄이고 판로를 미리 확

보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으며 판매,

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생산계약과 판매계약은 전체적인 의사결정의 주도권과 농축산○

물의 소유권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즉 생산계약에서는 생산물 자체의 소유권이 실제로는 농기업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판매계약에서는 농가가 농사 기간에 농산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며 제한적인 계약자의 지도하에 상당 부분의 경영결

정을 본인이 행하고 있음.

또한 생산계약에서는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도권 자체가 농기업-

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판매계약에서는 농가에 많은 부분이,

귀속되어 있음.

3.2.3.2.3.2.3.2. 통합범위에 따른 구분통합범위에 따른 구분통합범위에 따른 구분통합범위에 따른 구분

통합의 범위에 따라서는 완전통합과 부분통합으로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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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제품의 공급체계 전반을 개의 기업이 완전히 통합하, 1

여 운영할 경우 이를 완전통합이라 하고 일부 단계만을 통합,

하여 운영할 경우는 부분통합이라고 함.

현실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부분통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완,○

전통합의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완전결합이 이루어지려면 최종 소매업체까지 통합○

을 이루어야 하지만 생산기업이 소매업체까지 결합하는 경우

는 드뭄.

스위스에서는 협동조합그룹인 코옵 이 프랑스의 까르푸(COOP)○

가 철수결정을 내리고 매각한 개 점포를 인수한 사례는 있12

지만 이는 실제 수직통합이라기 보다는 사업다각화의 관점이,

강함.

종합 할인점의 운영은 자사 제품 뿐만 아니라 경쟁사 제품도 포함하-

여야 하며 또한 자신의 생산제품 외에 다양한 제품과 거래하여야 함.

따라서 이 경우 소매업 진출이 수직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

는 사업다각화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는 일부 사례의 경우 최종 소매까○

지 수직 통합한 경우로 판단할 수 있음.

3.3.3.3.3.3.3.3. 통합방향에 따른 구분통합방향에 따른 구분통합방향에 따른 구분통합방향에 따른 구분

통합방향에 따른 구분은 통합의 주체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

까운 사업과 결합하느냐 아니면 더 먼 사업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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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주체가 소비자와 가까운 쪽의 사업과 결합할 경우 전방수○

직결합 이라 하고 그 반대의 경(forward vertical integration) ,

우 후방수직결합 양 방향으로(backward vertical integration),

결합할 경우는 균형수직결합 이(balanced vertical integration)

라 구분함.

그림[ 2-8] 통합방향에 따른 유형구분

전방수직결합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판로 형성을 위해 많이○

시도되고 있으며 주로 원료 생산자가 주축이 되어 유통 가공, , ,

제조업체를 결합할 경우가 이 유형에 해당함.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예로 도드람양돈농협의 경우와 같이 양돈생산-

자들이 도축 가공 등을 통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후방수직결합은 통합주체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유통 가공 제조업체가 원료의 생산자를 결, , ,

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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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는 도계장 도축장 등에서 생산자들과 계열화사업을 통- ,

해 원료육을 구매하는 사례로 국내에서는 하림 동우 마니커와 같은, ,

육계가공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음.

균형수직결합은 통합주체가 원료구매와 제품판매 양방향을 결○

합하는 사례로 일반적인 유형구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음.

통합방향에 따른 구분은 반드시 물리적 상품을 중심으로만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의 결합도 이와 같.

은 방향에 따른 유형 구분이 가능함.

3.4.3.4.3.4.3.4. 통합주체에 따른 구분통합주체에 따른 구분통합주체에 따른 구분통합주체에 따른 구분

통합주체에 따른 구분은 통합주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

격에 따라 생산자 주도형 자재생산기업 주도형 가공업체 주, ,

도형 유통업체 주도형 등으로 나뉠 수 있음, .

그러나 농업분야에서는 상기의 구분보다는 통합주체가 농민○

또는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는지 아니면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지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임 따라서 통상 협동조.

합 주도형과 민간기업 주도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협동조합 주도형의 경우 생산자협동조합 주도형과 소비자협동조합-

주도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소비자 주도형의 경우 생협 등과 같은,

사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협동조합 주도형은 생산자협동

조합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함.

협동조합 주도형은 생산자단체가 의사결정을 주도하면서 운‘ ’○

영하는 통합경영체로 대표적인 사례는 도드람 부경양돈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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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음.

협동조합 주도형의 경우 조합원들의 도덕적 해이나 무임승차○

문제를 막기 쉽지 않아 민간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실제 이러한 많은 사례가 국내외에서 나,

타나고 있음.

기업주도형은 통합주체의 업태에 따라 생산자재형 가공형 유, ,○

통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축산계열화 사업의 경우,

대부분 도축 계 장을 중심으로 한 가공업체 주도형이 대세를( )

이루고 있음 한편 유통업체에 의한 수직통합의 경우는 상. PB

품 공급망관리 등을 활용하고 있음, (SCM) .

4.4.4.4. 농업관련 통합경영체 연구농업관련 통합경영체 연구농업관련 통합경영체 연구농업관련 통합경영체 연구

국내의 경우 농업부문의 통합경영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진○

한 수준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년대 이후 축산부문을 중심, 1960

으로 통합경영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미국의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던 농산물이 점차 계약에○

기초한 수직통합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하에.

서는 와 의 연구내용을 간략히 소개Martinez(2002) Ward(1997)

하도록 함.

는 미국 축산물 거래방식을 통합경영체가 모든Martinez(2002)○

것을 수행하는 수직결합 과 생산계약(vertical integration)

판매계약 으로 구분(production contract), (marketing contract)

하고 이를 닭 돼지 칠면조 계란 거래에 적용시켰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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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전체 품목에서 시장거래가 줄어들고 수직결합이나 계약생산-

방식에 의한 거래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돼지의 경우 계약.

생산 비중이 년 에서 년에는 로 증가함에 따라 시장1993 10% 2001 72%

거래는 로 줄어들었음28% .

또한 계란은 수직결합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닭은 생산계약- ,

의 비중이 높았으며 돼지는 판매계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음.

- 위의 가지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관계지향적 투자3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 와 불확실성 의 정도라고 주장하였음) (uncertainty) .

는 수직결합 을 촉진하는 요인Ward(1997) (vertical integration)○

으로 소매단계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가능성 신상품 개,

발 브랜드 마케팅의 가지를 들고 있으며 수직결합을 저해하, 3 ,

는 요인으로는 대규모 자본 소요에 따른 위험 수량품질 균, (

질성 관리의 애로 경영기술의 필요를 지적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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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3333 농업 분야 통합경영체의 발달 배경 및 현황농업 분야 통합경영체의 발달 배경 및 현황농업 분야 통합경영체의 발달 배경 및 현황농업 분야 통합경영체의 발달 배경 및 현황

1.1.1.1. 통합경영체의 출현 배경통합경영체의 출현 배경통합경영체의 출현 배경통합경영체의 출현 배경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전통적으로 가족농에 의한 소규모 경영○

을 위주로 하여 영위되어 왔으며 현재도 소규모 가족농이 농,

업의 중심이 되고 있음.

그러나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확산속에 년 개최된 관세1986○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 우루과이라운드 는 기(GATT) (UR)

존 체제의 논의 바깥에 존재하던 농산물 교역을 주요GATT

의제로 포함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그대로 둔 채 개방을○

할 경우 입게 될 피해를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년, 1989

농어촌발전종합대책으로 구체화됨‘ ’ .

정부 대책의 핵심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지의 규모화 전업농 육성 유, , ,

통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게 됨 아울러 규모.

화된 농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가 필

요함을 인식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음 축산분야에서는 생산 가공 유통을 수직통합하는. - -

계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

최근 소비지에서의 농산물 소비 및 유통 환경변화는 통합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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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필요성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음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성.

장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의 확산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하여 물량 품질 안전성 등을 체계적으로, ,

관리할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있음.

또한 가공식품의 소비확대와 식품가공산업의 발전은 대규모○

자본에 의한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규모화,

된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안정된 원료공급을 위해 생산과 연

계한 통합경영체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농외자본에 의한 통합경영체 운영 사례가 축산부문을 중○

심으로 늘어나고 있음 전통적으로 농업부문은 민간자본의 유.

입이 제한되어 왔으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본 이익률이 높은,

쪽으로 사업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음.

민간기업은 자본 및 투자의 충분한 이윤이 뒷받침 되는 부문에- R&D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투자를 통해 제품에 차별화, R&D

가 가능한 분야 예 축산 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 .

이에 따라 산업화된 농업을 누가 이끌어가야 하는가라는 전통○

적인 문제가 통합경영체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하에서는 통합경영체의 출현 배경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

식품 소비 및 소비지 유통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함.

1.1.1.1.1.1.1.1. 농식품 소비 구조의 변화농식품 소비 구조의 변화농식품 소비 구조의 변화농식품 소비 구조의 변화

식품 소비지출 중에서 가공식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식비의 비중은 년 에서, 1982 7.9%

년 로 급속히 증가하였음2007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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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농식품에 대한○

기호가 고급화 건강지향성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음 이에 따, , .

라 고품질기능성친환경신선편이 농산물과 같은 신상품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성에 대한 높은 관,

심으로 농산물의 이력추적제 등이 도입되고, HACCP, GAP

있음.

농식품 소비 형태가 과거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세척전○

처리가공조리된 형태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계,

층별 연령별 라이프스타일별로 다양화되고 있음, , .

○ 소비자들의 구매패턴도 할인점 구매 소포장 또는 낱개 구매 경,

향이 나타나고 있음 소비자들은 품질 및 판매점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식품의 회 구입량이 감소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구입하는- 1 ,

성향이 증가함에 따라 소포장 낱개 구매가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식품 소비는 고급화 다양화 편의성 건강추구 경향이 지, , ,○

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1.2.1.2.1.2.1.2. 대형소매업체의 급성장과 영향력 증대대형소매업체의 급성장과 영향력 증대대형소매업체의 급성장과 영향력 증대대형소매업체의 급성장과 영향력 증대

1.2.1.1.2.1.1.2.1.1.2.1. 개요개요개요개요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구도는 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신업1996○

태 출현으로 인해 그 동안 재래시장 슈퍼마켓 백화점을 중심, ,

으로 형성해 온 산업구조가 재편되기 시작하였음.

또한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가치구IMF○



- 34 -

매를 지향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됨에 따라 이러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우리 유통업계는 할인점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

여 현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에 의한 과점상, , Big3

태를 보이고 있음.

소매업의 총판매액은 년 조원 수준이며 매년 지속적으2008 243 ,○

로 늘어나고 있음.

표[ 3-1] 연도별 유통소매업 매출액 추이
단위 조원( :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출액 117.7 118.1 135.6 146.4 151.4 208.6 219.4 231.7 243.2

자료 통계청:

년 기준으로 업태별 매출규모는 일반 소매점을 제외하고2007○

대형마트가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전12.5% ,

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무점포판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표[ 3-2] 업태별 매출규모(2007)
단위 조원( : , %)

구 분 매 출 액 비 중

대형마트 28.9 12.5

무점포 판매 21.3 9.2

백화점 18.7 8.1

슈퍼마켓 11.8 5.1

편의점 4.8 2.1

기타 소매점 146.1 63.1

합 계 231.7 100.0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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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 슈퍼마켓슈퍼마켓슈퍼마켓슈퍼마켓

최근 슈퍼마켓은 전문화와 대형화 그리고 체인화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면서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슈퍼마켓은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국내 각 지역별로 지

배적인 선두 체인본부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상권을

지배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또한 할인점의 형태로의 진출이 맞SSM(Super Supermarket)○

물리면서 지역생활 밀착적이고 강력한 점포 마케팅력과,

력을 지닌 이나 슈퍼체인은 살아남으면서Chain Operation SSM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리테일 킴스클럽마트 지역슈퍼체인업체 등 기GS , ,○

존 슈퍼마켓 업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이 시, , SSM

장에서 격돌하고 있음.

한편 년에 하림이 대주주인 농수산홈쇼핑에서 도입한 국2006○

내 최초 하드디스카운트 스토어인 마켓의 출점이 이슈로‘700 ’

등장했음.

독일의 초저가 슈퍼마켓 알디 를 기본모델로 삼아 도입된 매- ' (ALDI)'

장규모 약 평 규모 의 슈퍼마켓으로 인건비 광고비 인테리500 ( 150 ) , , ,㎡

어 비용 등을 최소화시켜 가격파괴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

특징임.

수원 송죽점을 호점으로 시작해 년 현재 수도권에 개의 점포- 1 2009 16

를 출점하고 있음.

나나나나.... 할인점 대형마트할인점 대형마트할인점 대형마트할인점 대형마트( )( )( )( )

할인점의 매출액은 년 천억원에서 년에는 조원으1995 8 20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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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 배 증가하였으며 매장 면적 평 이상 대형 할인점36 , 500

의 수는 년도에 개에 이르고 있음2007 364 .

우리 나라의 할인점에서는 식품이 소비자들의 점포 방문을 유○

도하고 매출 증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년 기준으로 할인점의 식품 매출비중은 이며 이중 신선식- 2007 53.3% ,

품 가공식품 의 비율을 보임 김동환 외20.6%, 32.7% ( , 2008).

할인점의 주요 업체 매출액과 점포수를 보면 년 기준 이2007○

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개사 매출액은 약 조원으로, 3 19

전체 대형마트 매출액의 를 차지하고 있음65% .

외국계 까르푸가 년 그룹에 의해 인수되어 홈에버로 변- 2006 E-Land

경되었다가 다시 홈플러스에 인수되었고 월마트도 이마트에 의해 인,

수되면서 국내 할인점은 개업체의 과점체제로 변화되었음3 .

다다다다.... 백화점백화점백화점백화점

우리 나라 백화점은 지하에 수퍼마켓 형태로 식품을 판매하고○

있음.

백화점에서 식품은 총매출에서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집객 측- 8%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김동환 외( , 2008).

백화점은 고급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은 직영,○

혹은 수수료 매장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주요 백화점 업체는 롯데 현대 신세계로 이들 업체는 국내, , 3○

전체 백화점 시장의 를 장악하고 있음65% .

1.2.2.1.2.2.1.2.2.1.2.2. 식품 소매시장에서의 집중화 심화식품 소매시장에서의 집중화 심화식품 소매시장에서의 집중화 심화식품 소매시장에서의 집중화 심화

소수의 주요 할인점 업체가 점포수를 급격히 증가시킴에 따라○



- 37 -

식품소매점 시장에서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음.

슈퍼마켓은 전통적으로 기업집중도가 낮은 분야로 대업체 집중도- 4

는 년의 에 불과하였(CR4, Four-Firm Concentration Ratio) 1995 7.7%

으며 년에도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2007 17.5% .

그러나 할인점 시장은 주요 할인점업체가 점포수를 급속히 증가시킴-

에 따라 상위 대 업체 집중도 는 년 에서 년에는4 (CR4) 1995 25.0% 2007

로 크게 상승하였음75% .

슈퍼마켓 할인점 백화점을 모두 포함한 시장에서의 대업체 집중도- , , 4

는 년 에서 년 로 급상승하였음1995 2.0% 2007 42.9% .

한국에 있어서 식품소매시장 집중도는 유럽에 비해 낮으나 미○

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소수 업체에 의한 시장 집중의 문제,

가 서서히 발생하는 구조임.

최근 대형마트 할인점 를 중심으로 세일행사시 저가 납품과 자체상표- ( )

납품을 강요하고 판촉비 물류비 등을 생산자에게 전(Private Brand) ,

가하는 등 산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음.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자체상표 가 확대되고 있음 김동환(PB) .○

외 의 조사에 의하면 대형유통업체의 이상이 상(2008) 60% PB

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 농수산물의 경우 매출 비율은, PB

대형마트 수퍼마켓 백화점 임45%, 14.2%, 2.7% .

대형유통업체가 운영중인 는 이플러스 이마트 햇살가득 리테- PB ( ), (GS

일 와이즈렉 롯데수퍼 바스케아 메가마트 등임), ( ), ( ) .

1.2.3.1.2.3.1.2.3.1.2.3. 농협 종합유통센터 확대농협 종합유통센터 확대농협 종합유통센터 확대농협 종합유통센터 확대

종합유통센터 물류센터 는 도매시장기능을 보완하면서 배송 및( )○

보관 소포장 가공 현장판매 기능까지 수행하는 도소매 종, , ,

합유통시설임.

현재 개소 양재 창동 청주 부산 천안 전주 성남 군위 고16 ( , , , , , , , ,○

양 대전 대구 목포 수원 김해 금산 울산 가 운영 중이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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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이 년의 억원에서 년에는 조 억원1998 8,572 2007 2 5,701

으로 배 증가함3 .

그러나 최근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매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음.

1.2.4.1.2.4.1.2.4.1.2.4. 외식 및 식자재 유통업의 성장외식 및 식자재 유통업의 성장외식 및 식자재 유통업의 성장외식 및 식자재 유통업의 성장

전체 식품소비지출 중 외식비 지출이 에 달해 농산물 유46.4%○

통에 있어서 외식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외식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년 기준 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음2007 57 .

식자재유통업은 식당이나 단체급식업소를 판매대상으로 하여○

농산물을 유통하는 일종의 도매업으로 식자재 유통업체들은,

영업 규모가 매우 영세하나 최근 단체급식시장 및 외식업에

삼성 등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CJ, .

우리 나라는 식자재 산업의 시장규모와 관련한 공식통계가 없○

는 실정이지만 관련업계에 따르면 년 식자재 시장은 약, 2008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20 .

이중 외식용 시장이 인 조원 급식용 시장은 인 조원- 71% 14.2 , 24% 4.8

으로 추정되고 있음.

식재료 시장의 주요업체는 프레시웨이 아워홈 삼성에버랜CJ , ,○

드 푸드머스 등이며 업계 위인 프레시웨이의 년 매출, , 1 CJ 2007

액은 천 백원으로 전체 시장 매출액의 약 를 차지하고3 6 2%

있음.

외식 및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은 백화점 할인,○

점 수퍼마켓과 같은 유통업체와 달리 품질보다는 저가격을 선,

호하는데 낮은 식단가와 조리이후 소비자의 품질식별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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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는 점 등이 주요 요인이 됨.

외식 및 식자재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는 식자재 질의 일정한○

유지 센트럴키친 운영으로 맛의 통일 계절별 메뉴별 신규 식( ), ,

자재의 지속적 개발 요구 수입식자재 사용 증대 중앙 집중구, ,

매와 업장 직접구매의 조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최근에는 업장에서의 노동력 절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산지에,○

서 일정부분 가공하는 전처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1.2.5.1.2.5.1.2.5.1.2.5.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 의 확대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 의 확대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 의 확대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 의 확대( )( )( )( )

우리 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년 만명을 시작으로1994 14○

년에는 만명 년 현재는 만명으로 비약적으2000 1,900 , 2009 3,574

로 발전하여 왔음.

년 사이버쇼핑몰의 거래규모는 조원 수준이며 이중 농2008 18 ,○

식품은 조 천억원으로 전체 사이버쇼핑몰 매출액의 약1 6 8.6%

를 차지함.

조 천억원의 농식품 매출액 중 음식료품이 농수산물- 1 6 65.0%, 31.8%,

화훼가 를 차지함3.2% .

공산품과 농식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종합쇼핑몰 이외에 농식○

품에 특화한 전문 쇼핑몰 및 농업인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음.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등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음- , ,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B2C ,○

당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산지와 대형 구매처간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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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중개하는 는 아직 초보단계임B2B .

농산물 가 미흡한 이유는 농산물 품질 규격화 미흡으로 비대면- B2B

거래시 발생하는 높은 리스크 등 산지 정보화기반 미구축 산지, EDI ,

출하조직의 영세성 등이 이용 회피의 사유가 되고 있음.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농산물 를 위한 농수산물사이버거- B2B ‘

래소 를 운영하고 있음’ .

1.3.1.3.1.3.1.3. 공급망관리 의 발전공급망관리 의 발전공급망관리 의 발전공급망관리 의 발전(SCM)(SCM)(SCM)(SCM)

은 고객서비스수준을 만족시SCM(Supply Chain Management)○

키면서 시스템 전반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품이 적

절한 수량으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에 생산과 유통이, ,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 제조업자 창고보관업자 소, , , ,

매상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데 이용되는 일련의 접근법임.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판매예측 구매 제조 및 생산 재고관리 주문- , , , ,

관리 물류 유통 고객만족과 같이 조직의 통합된 프로세스를 계속적, , ,

으로 개선시키는 방법 및 시스템을 말함.

새로운 시장 환경은 공급사슬 전체관점에서의 통합된 정보를○

통해 구성요소간의 역할 규정과 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을 필

요로 하게 되었으며 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SCM

발전하게 되었음.

쉽게 말하면 은 유통경로상에 있는 다른 기업간에 정보SCM○

교환을 수단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통효율성을 높이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음.

핵심적인 성공요인은 참여 기업간 신뢰구축과 양질의 데이터 공유임- .

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SCM .○

유통업체가 정보를 생산업- VMI(Vendor Managed Inventory): 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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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제공하여 생산업체가 재고 관리를 대행해주는 방식

유통업체가 취급하는 특정 상품군의 효- CM(Category Management):

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매업체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물류업체가 공,

동으로 참여하여 발주 재고 진열 판촉 등에서 종합적인 해결 방안, , ,

을 모색하는 기법

유통업체와 공급업체 어느 한 쪽이 아- CMI(Co-Managed Inventory):

닌 양쪽 모두가 재고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 즉 재고관리에서 한 쪽.

의 일방적인 관리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각자 맡아서 효과적으로 재고를 관리하는 방법

공- CPFR(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

급체인에 있는 여러 기업들 구성원들이 정보를 공동 사용하여 수요/

를 예측하고 생산을 계획하며 재고를 보충해 나가면서 공급체인 전

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법

의 성공조건은 다음과 같음SCM (Scholz and Hinson, 2000).○

소비자 욕구 정보 획득-

유통업체에서 공급업체로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체계 확립-

목표의 달성여부를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

타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협조체계 구축-

인적요소와 조직구조의 중요성 인식-

식품 산업에서는 이라는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

개념으로 년대 초반부터 이 도입되었음1990 SCM .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 유통에서는 생산자 및 출하조직들이 영○

세하기 때문에 공산품과 같은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하기SCM

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유통업체와 개별 출하조직간의-

보다는 산업전체 차원에서 생산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등 관련SCM , ,

종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을 도입하고 있음SCM .

예를 들어 체리산업의 경우- Cherry Marketing Institute(generic

담당 수출시장개척 조promotion ), US Tart Cherry Export Council(

직 싱크탱), U.S. Tart Cherry Industry Strategy Planning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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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등에서 산업 전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아울러 농산물은 상품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유통업체○

와 공급업체간 정보교환이 제약됨.

유통업체들은 업체별로 고유한 농산물 코드 를- (PLU, Price Look Up)

사용하고 있으며 농업계 전체에 표준화된 상품코드가 사용되고 있지,

는 않음.

현실적인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유통에서는 유통업체○

와 공급업체간 협력구축이 미약하고 낭비요소가 많아, SCM

도입을 통해 유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농업부문에 이 도입되면 수급안정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SCM○

동 방지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농산물유통에 있어서 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소비지 유통SCM○

업체와 산지간의 장기적 전속거래관계가 확립되고 농산물 상

품코드가 표준화되어야 함.

농산물은 일부 소포장품을 제외하고는 표준상품코드 를 사용하- (KAN)

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유통업체 출하조직 정부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농산물- , , “( )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농산물 코드 표준화는 물론 추진SCM ” SCM

에 따른 제도적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지 유통업체와 도매업체 산지조직간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산지부터 소비

지 판매점까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임 그림SCM ( 3-2).

표준상품코드를 활용하여 유통업체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 , POS

정보를 제공하면 등의 선진 재고관리 기법과VMI, CMI, CM, CPFR

효율적인 물량공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결품 및 과다재고 등의

문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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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의 개념도SCM

생산자생산자생산자생산자
산지유통산지유통산지유통산지유통
조직조직조직조직

도매도매도매도매
시장시장시장시장

소비자소비자소비자소비자
강력한강력한강력한강력한
파트너쉽파트너쉽파트너쉽파트너쉽

도매도매도매도매
시장시장시장시장

생산자생산자생산자생산자
산지유통산지유통산지유통산지유통
조직조직조직조직

소비자소비자소비자소비자

생산흐름생산흐름생산흐름생산흐름 생산흐름생산흐름생산흐름생산흐름

수요흐름수요흐름수요흐름수요흐름 수요흐름수요흐름수요흐름수요흐름

2.2.2.2. 통합경영체 육성과 관련된 정부 정책통합경영체 육성과 관련된 정부 정책통합경영체 육성과 관련된 정부 정책통합경영체 육성과 관련된 정부 정책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경영체 사업으로는 축산부○

문의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가축계열화사업 인삼계열화( ),

사업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사업 등이 있음, .

또한 수직통합의 정도는 미진하나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등도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이하에서는 축산부문과 관련이 있는 가축계열화사업 대규모,○

농업회사를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살펴보도록 함.

2.1.2.1.2.1.2.1. 가축계열화사업가축계열화사업가축계열화사업가축계열화사업

2.1.1.2.1.1.2.1.1.2.1.1. 현황현황현황현황

가축계열화사업은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

관경영으로 사육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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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양돈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제 호 농림수[ 2009-189 ,○

산식품부고시 에 따르면 가축계열화란 가축의 생, 2009.8.24] , ‘ ’

산이나 사육 사료공급 가공 유통의 기능을 연계한 일체의ㆍ ㆍ ㆍ

통합 경영활동을 말하며 가축계열화사업자란 가축계열화를, ‘ ’

위하여 농민과 계약 또는 위탁에 의하여 가축 사료 동물용ㆍ ㆍ

의약품 기자재 보수 또는 경영지도 서비스 등을 공급 또는ㆍ ㆍ

제공하고 당해 농민이 생산한 가축을 도축 가공 또는 유통, ㆍ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지정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음- .

계열화의 방식에 대해서는 수직계열화 수평계열화 혼합계열, ,○

화의 가지 방식이 정의되고 있음3 .

수직계열화 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는 가축 사료 또는 동물용, ㆍ

의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당해 가축의 사육에 따라 농,

민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

- 수평계열화 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가축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 ㆍ

사료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

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는 당해 가축을 농민으로부터 구매하는 형태,

혼합계열화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를 혼합한 형태- :

가축계열화사업은 농가 및 계열주체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지원 분야는 계열주체 사육시설 계열농가 생산시, ,

설 가공시설 유통시설 계열화 사육비의 개 부분으로 나누어, , , 5

지원을 하고 있음.

지원조건은 대부분 필요 자금의 융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시설,○

의 경우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연리 사육비는 사70% 3 4%,～

업비의 내에서 연리 로 융자되고 있음50%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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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가축계열화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지원범위 지원내용 및 조건

계열주체

사육시설

계열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

시설 및 사육시설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사업비의 이내- 70%

연리 생산자단체- 4%, 3%

계열농가

생산시설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1)
사업비의 이내- 70%

연리 금리 변동가능- 3%( )2)

가공시설
육가공공장 난가공장 계란집, ,○

하장 등

사업비의 이내- 70%

연리 생산자단체- 4%, 3%

금리 변동가능( )

유통시설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 시설, ,○

장비 등
년 거치 년 균분 상환-3 7

계열화

사육비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 ,○

위탁사육수수료 등

사업비의 이내- 50%

연리 생산자단체- 4%, 3%

금리 변동가능( )

년이내 상환-2

주 지원범위에 있어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한미 국회비준 이후에는 축사시설1 : FTA

현대화사업으로 지원

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과 동일2 :

자료 농식품부 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2009

시설 및 사육비 융자와는 별도로 가축계열화사업자는 조세특‘○

례제한법 및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 ‘ · · ·

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사’

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음.

농민에게 가축을 위탁사육하거나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 계약사육 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 )

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여야

함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 ,

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함.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년 현재 가축계열화율은 양계, 2008○

양돈 로 양계에서의 계열화 진척이 높게 나타나고80%, 20%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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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1.2.2.1.2.2.1.2. 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

가가가가.... 축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의 소득안정축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의 소득안정축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의 소득안정축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의 소득안정

축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은 산업전체의 안정적인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음.

따라서 계열화사업을 통해 계열업체가 시장동향에 대한 판단○

을 주도하게 되면 시장의 수급동향에 적절한 대응으로 안정,

적인 가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농가의 수취가격에 안정성을 가져오고○

이는 농가의 소득안정으로 귀결될 것임 이에 따라 농가는 생.

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나나나나.... 생산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생산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생산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생산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계열화업체들의 규모화시설현대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성 실○

현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

또한 규모화된 계열주체들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면서R&D○

기술발전도 도모할 수 있음.

다다다다.... 축산유통의 현대화축산유통의 현대화축산유통의 현대화축산유통의 현대화

과거 중간상인들을 통한 재래식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함으로써 유통부조리를 제거하고 유통체계를 현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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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식품 안전성 제고식품 안전성 제고식품 안전성 제고식품 안전성 제고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이 계열업체를 통해 일관되게 관리○

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또한 식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로를 역추적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가 용이함.

2.1.3.2.1.3.2.1.3.2.1.3.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가가가가.... 농가와 계열화업체간 분쟁 조정을 위한 방안 미비농가와 계열화업체간 분쟁 조정을 위한 방안 미비농가와 계열화업체간 분쟁 조정을 위한 방안 미비농가와 계열화업체간 분쟁 조정을 위한 방안 미비

계열화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사육농가와 계열화주체간의 분쟁에 있음 이와 같은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상호신뢰의 부족임.

신뢰 부족 문제는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양,○

자간 합리적인 조정에만 맡겨두기에는 현재 당사자들의 힘의

관계가 불균등한 문제점이 있음.

그러나 농식품부의 계열화사업은 자금지원에만 집중되고 운영○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여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나나나나.... 가축계열화사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가축계열화사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가축계열화사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가축계열화사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

현재 가축계열화사업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농식품○

부 고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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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축계열화의 정의가 단순히○

생산 가공 유통의 연계만을 이야기 하고 있고 또한 가축계열- - ,

화의 형태도 생산자재의 유무상 공급에 따라 구분할 수 있

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상황임.

이 같은 계열화사업에 대한 명확성 부족은 계열화업체를 통해○

공급된 축산물에 이상이 생길 경우 큰 문제점을 낳게 됨 즉.

문제의 책임에 대한 소재를 놓고 계열화업체와 사육농가간 갈

등 요인으로 비화될 수 있음.

다다다다.... 계열화 관련 통계의 부실계열화 관련 통계의 부실계열화 관련 통계의 부실계열화 관련 통계의 부실

계열화에 대한 명확성 부족은 계열화 관련 통계의 부실로 이○

어지고 있음.

대표적으로 계열화 물량에 대한 추정치가 농식품부와 업계가○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육계계열화의 경우 업계에서는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농식품- 90%

부는 를 제시하고 있음80% .

양돈계열화의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를 제시하고 있지만 업계에- 20% ,

서는 실제 계열화 물량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20% .

정확한 통계자료가 생성되지 못하는 문제는 계열화사업의 원○

래 목적인 안정적인 수급조절에 문제점을 낳게 됨.

2.2.2.2.2.2.2.2. 대규모 농업회사대규모 농업회사대규모 농업회사대규모 농업회사

2.2.1.2.2.1.2.2.1.2.2.1. 현황현황현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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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농업회사란 정부의 부지 제공 및 정책적 지원을 바탕○

으로 민간에 의해 설립된 농업 기업을 말함

대규모 농어업회사 지침 제 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 ( 2 )

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 저장 유통시설 등이 포함된ㆍ ㆍ

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회사

농외자본 도입 농식품 수출 규모화 자연친화를 특징으로 하, , ,○

고 있으며 생산 가공 유통 연구 시설이 결합된 복합 농업 기, , ,

업임.

네덜란드의 쥬다찌 간척지와 관련 농Agriport A7, (Zuiderzee)○

기업들을 모델로 삼음

시범사업대상지는 새만금과 영산강 개 간척지의 총 이2 1,413ha○

며 장기임대방식 최장 년 에 의해 토지를 제공함, ( 30 ) .

표[ 3-4] 대규모 농업회사 사업대상지

구 분 소재지
사업면적

(ha)
특 징

새만금 전북 김제 700
수도권으로의 상대적 근접성-

방수제 미 구축으로 사업추진에 애로-

영산강 전남 해남 713 전남도의 프로젝트와 갈등- J-

참고 여의도 면적: 840ha

새만금은 농산무역 등 개 업체 영산강은 한빛들 등 개 업체3 , 4○

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사업영역은 한우,

와 시설원예에 집중되고 있음 또한 이들 개 업체의 총 투자. 7

액은 억원으로 추산됨8,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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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대규모 농업회사 우선협상 대상자 현황

사업지역 업 체 명 주 요 품 목
신청면적

(ha)

새만금

농산무역 시설원예 250

동부정밀,

동부하이텍 컨( )
한우 시설원예, 333

새만금초록마을 한우 친환경작물, 600

영산강

한빛들 시설원예 250

장수채 새싹땅콩 150

대영산업 컨( ) 한우 양돈, 100

삼호용앙영농조합 한우 고구마 청보리, , 200

주 새만금 지역의 경우 사업대상 면적 의 배인 가 신청되어 협상과: (700ha) 1.7 1,183ha

정에서 사업면적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통적으로 요구되○

는 기본 인프라 구축만 지원할 예정으로 있음 그러나 민간기.

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생산가공유통 전 분야에 걸쳐 기존

농림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임.

예를 들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 , ,

가축분뇨 처리지원 등과 같은 기존 사업을 대규모 농업회사 지원에

도 적용함.

2.2.2.2.2.2.2.2.2.2.2.2. 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

가가가가.... 대규모 경영에 따른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 창출대규모 경영에 따른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 창출대규모 경영에 따른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 창출대규모 경영에 따른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 창출

우리 농업의 생산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기술수준의 격차가 큼 예를 들어 모돈의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 는 우리나라가 두인데 네덜란드는 두이(MSY) 13.4 22

고 당 토마토 생산량은 우리나라가 톤인데 네덜란드는, 10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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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배가 넘는 톤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산성46

향상이 필요함.

따라서 대규모 농어업회사와 같은 규모화된 경영을 통해 규모○

의 경제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나나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 창출대규모 투자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 창출대규모 투자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 창출대규모 투자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 창출

농장 운영에 따른 상용 노동자 및 임시 노동자 고용으로 지역○

주민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함.

다다다다.... 첨단 영농전문인력 양성첨단 영농전문인력 양성첨단 영농전문인력 양성첨단 영농전문인력 양성

기업적 경영으로 우수 전문 인력의 유치가 가능하고 첨단 시,○

설 운용으로 첨단영농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농대 졸업생 등에게 영농분야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분야-

인적 자본이 확충될 수 있음.

특히 회사형 영농을 영위함으로써 젊은 인력의 농업에의 유입을 기-

대할 수 있음.

라라라라.... 수출작물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 확대수출작물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 확대수출작물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 확대수출작물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 확대

대규모 경작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생산유통의 통합관리에○

따른 품질 및 안전성 제고 효과로 수출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

로 예상됨.

마마마마.... 수입농산물 대체에 의한 식량자급률 제고수입농산물 대체에 의한 식량자급률 제고수입농산물 대체에 의한 식량자급률 제고수입농산물 대체에 의한 식량자급률 제고

대규모 경지에서 조사료 및 사료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가격경○

쟁력을 확보하여 수입을 대체하고 결과적으로 식량자급율을

높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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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생산비 절감에 의해 한우 고기의 경쟁력이 높아져 수입○

쇠고기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

2.2.3.2.2.3.2.2.3.2.2.3.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가가가가.... 구체적인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미비구체적인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미비구체적인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미비구체적인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미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구체,○

적인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이 미비되어 있어 사업이 계획대

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투자계획의 경우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운영자금 조달계- ,

획 등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보임.

일부 업체들은 막연히 정부 정책자금 조달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책자금을 대규모 농업회사에 배정할 경우 민간 자본 조달이,

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 반하고 기존 농업인의 반발을 살 가

능성이 큼.

나나나나.... 기존 농가에 대한 영향기존 농가에 대한 영향기존 농가에 대한 영향기존 농가에 대한 영향

유리 온실 등을 통한 수출과 친환경적인 대규모 축산을 대규○

모 농업회사가 추진할 경우 기존 농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으로 예상됨.

수출의 경우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 주력 품목의 경우 신규 유리- , ,

온실에 의한 공급 과잉은 수출 단가를 하락시켜 별도의 대책이 없으

면 기존 수출농가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아울러 수출이 불가능할 경우 내수로 전환되면 국내 가격을 크게 하-

락시킬 것으로 예상됨.

한우 사육과 같은 축산물 공급도 국내시장에의 공급을 증가시켜 가-

격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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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외부 민간자본 도입에 대한 농민 및 농업단체의 반발외부 민간자본 도입에 대한 농민 및 농업단체의 반발외부 민간자본 도입에 대한 농민 및 농업단체의 반발외부 민간자본 도입에 대한 농민 및 농업단체의 반발

지역 농민 경작 우선권 요구 외부자본의 농업부문 유입에 대,○

한 반발 등의 형태로 표출될 것임.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동시에○

겪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해답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으로 판단됨.

결국 농업을 누가 이끌어 가야 하는가 의 문제로 전통적인 가족농- ‘ ?’ ‘ ’

과 기업농의 관점에 더하여 산업화된 농업에 있어 민간기업이 주도‘ ’ ,

하느냐 아니면 기존 농민들이 주도하여야 하느냐의 농업분야의 오래

된 문제로 귀결됨.

우리의 농업발전 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속도있게 추진할○

경우 각종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영세소농이 대거 퇴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지-

게 됨.

라라라라.... 수출이 불가능할 경우 내수 출하의 문제수출이 불가능할 경우 내수 출하의 문제수출이 불가능할 경우 내수 출하의 문제수출이 불가능할 경우 내수 출하의 문제

대규모 농업회사의 판로를 수출에만 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내수공,

급이 이루어질 경우 농업인의 반발을 크게 살 것으로 전망됨.

생산부터 판매까지 계열화되어 있고 규모화로 인한 높은 자산 고정- ,

성으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으로 보임.

특히 수출시장은 변동성이 국내 내수시장보다 크기 때문에 판로를-

수출에만 한정할 경우 대규모 농업회사의 경영위기를 촉발하여 내수

시장으로의 공급유인이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음.

또한 경영체의 규모화가 직접적으로 수출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품목들의 수출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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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과도한 특혜 문제과도한 특혜 문제과도한 특혜 문제과도한 특혜 문제

참여기업에 대해 많은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문제 제기의 가○

능성이 높음.

정부의 방침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기반 시설 외에는 추가,○

적인 지원이 없다고는 하지만 유리온실 산지유통센터 등 기존,

농림사업을 이들 대규모 농업회사에 개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바바바바....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하드웨어 중심의 접근하드웨어 중심의 접근하드웨어 중심의 접근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하여 간척지에 대단위 농업단지를 조성하○

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농업단지의 운영과 관련한 소프트,

웨어 측면의 검토는 부족함.

대규모 영농의 경우도 아직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각종 시○

행착오가 예상되며 이러한 시행착오에 대한 대비책이 효과적,

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3.3.3.3. 육계 및 양돈 통합경영체 현황육계 및 양돈 통합경영체 현황육계 및 양돈 통합경영체 현황육계 및 양돈 통합경영체 현황

3.1.3.1.3.1.3.1. 육계산업육계산업육계산업육계산업

3.1.1.3.1.1.3.1.1.3.1.1. 개요개요개요개요

육계산업은 년 농림부의 가축계열화사업 추진에 따라 현1983○

대적인 모습으로 급변하기 시작함.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축산산업의 유통 현대화 및 경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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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화를 위한 구조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됨.

년 기준 국내 육계 생산실적은 억 백만수이며 매년2008 6 2,600 ,○

증가하던 추세가 년 소폭 감소하였음 이 중 계열화업체들2008 .

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에 이르고80%

있음.

업계에서는 계열화업체를 통한 공급비중을 로 보고 있음- 90% .

그림[ 3-2] 도계검사 실적 (2003 2008)
단위 백만수( : )

493 500
577 609 638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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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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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식품부 도계검사실적: ,

업계에서는 수입물량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육○

계 소비시장의 약 정도를 계열업체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68%

고 있음.

과거 육계의 유통형태는 프랜차이즈와 패스트푸드와 같은 외○

식업체와 일부 재래시장에 통한 통닭육이 주요 유통제품으로

형성되었지만 최근 들어 대형마트와 식자재업체의 증가로 시,

장구조가 변화되면서 통닭육 보다는 조리가 간편한 부분육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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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제품들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소비측면에서 육계는 가격이 저렴하고 저지방 단백질로 건강○

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외식산업의 발,

달과 청소년층의 식생활 패턴이 패스트푸드로 점차 변화되고

있어 육류 소비시장 중 닭고기의 소비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

장하는 추세임.

3.1.2.3.1.2.3.1.2.3.1.2. 수직통합 단계간 특징수직통합 단계간 특징수직통합 단계간 특징수직통합 단계간 특징

일반적으로 육계사업은 원종계 종계 육계 로 이(GPS)- (PS)- (CC)○

어지는 과정을 거쳐 시장에 출하되고 있음 그림 참조( 5-3 ).

현재 이와 같은 과정을 완벽하게 계열화하고 있는 업체는 주 하림이- ( )

유일하며 일부 기업의 경우 원종계 직영농장이 없는 경우나 삼계탕,

용 닭을 자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등 계열화가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년말 현재 원종계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화 업체는 주 하2008 ( )○

림이 유일하며 원종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육계업체들은 원,

종계 보유 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 생산하고 있음.

농식품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년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원종계를- 2008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삼화육종 하림 한국원종 의(46%), (28%), (26%)

개사이며 원종계 총 개체수는 약 천수임3 , 131 .

이 원종계에서 생산되는 종계병아리의 연간 생산잠재력은 만수로- 660

추산하고 있음.

한편 원종계 자체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입되는 원종계의 양에 따라 국내 육계의 연간 생산잠재력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음.

우리나라 원종계의 수입은 대부분 월과 월의 회에4 5 10 12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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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급,

조절을 위해 물량규제를 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원종계 수입규제는 기업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폭-

락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으나 수요 예측이 빗나갈 경우 수급불균형,

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

원종계의 원종란으로부터 종계를 얻게 되고 종계를 통해 종란,○

을 얻어 이를 부화시켜 병아리로 육성하여 이를 농가에 제공

하게 됨.

종란으로부터 병아리를 생산하는 과정은 부화장에서 약 일21○

간의 종란부화공정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음 병아리는 통상.

육계병아리와 삼계병아리로 나뉘어지며 이 둘을 동시에 생산,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삼계용 병아리 자체를 외부에서 구입

하는 계열화 업체도 있음.

생산된 병아리는 계열주체의 계약농가에 분양되어 일정기간○

일 일 동안 사육됨 이 때 계열주체는 사료와 약품을 농(35 40 ) .～

가에 공급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육성상태에 따라 농가에 사

육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종계 마리가 일생 동안 종란을 약 개정도 생산하기 때문1 150○

에 종계 보유수량에 비례하여 종란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육계판매량과 병아리 생산계획을 연계시키는 작,

업은 종계의 보유량에 따라 결정됨으로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음.

만약 판매계획 대비 농가 공급분이 부족하게 되면 계열 주체○

는 부족분을 생계유통 상인을 통하여 당일의 고시가격으로 조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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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 생산비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합사료는○

대부분의 계열화업체에서 관계회사로 두고 있으며 이들을 통,

해 옥수수와 대두박이 주원료인 배합사료를 공급받고 있음.

3.1.3.3.1.3.3.1.3.3.1.3. 주요 업체 및 경쟁 현황주요 업체 및 경쟁 현황주요 업체 및 경쟁 현황주요 업체 및 경쟁 현황

육계산업은 수직통합이 타 축종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면서 규○

모화된 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 특히 년부터 시행된. 2003

규정과 년 월부터 시행된 개체포장의무화HACCP 2007 1 7)로 열

악한 공장설비와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 단순,

임도계업체 수입닭고기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단체급식소의,

유통업체들은 점차적으로 자연 도태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향후 육계산업의 대표적인 경쟁요소는 수직통합에 필○

요한 단계간 유기적 결합과 시설의 규모 및 최신설비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요인들은 생산비 절.

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음.

국내 육계 수직통합업체는 하림 동우 체리부로 마니커의 개, , , 4○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년 월 분기 누계기준. 2009 9 3/4

이들 개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에 이르고 있음4 48.8% .8)

시장 점유율 위인 올품은 하림그룹의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시- 3

장의 는 상기의 개 업체가 중심이 되고 있음 개 업체의 시장Big4 4 . 4

점유율은 자회사 및 관계회사를 포함할 경우 실제로는 를 훨씬48.8%

상회하는 수준임.

7) 년 월에는 일 만수 도계장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일 만수 이상의 도계2007 1 8 5

장으로 확대되었으며 년부터는 모든 도계장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임, 2010 .

8) 도계업체 전체 현황은 부록 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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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 (2005 09)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1)

하 림 19.0 19.0 18.5 18.7 18.4

동 우 6.9 7.0 8.3 8.8 9.3

올 품 6.5 7.0 7.4 6.0 8.6

체리부로 5.0 4.9 5.5 7.0 7.3

마 니 커 4.8 4.4 3.9 4.4 5.3

기 타 57.8 57.7 56.4 55.1 51.2

주 년 월까지의 누계임1 : 2009 9

자료 농식품부 도계검사실적: ,

현재 국내로 육계가 수입되고 있으나 국내 육계시장의, 85%○

이상이 신선육 형태로 소비되고 있어 아직은 품질에 있어 우

위를 점하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자신하고 있음.

3.2.3.2.3.2.3.2. 양돈산업양돈산업양돈산업양돈산업

3.2.1.3.2.1.3.2.1.3.2.1. 개요개요개요개요

양돈산업의 수직통합은 년대 이전에는 종돈장에서 종돈의1990○

이용확대 또는 원료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되다가 년 정부의 양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1991

에 따라 현재에 이르고 있음.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년 양돈 계열화 비중은 이며2008 20% ,○

계열화 규모는 년 전체 돼지도축량인 두의2008 13,805,58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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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두 수준임2,761,116 .

양계의 수직통합 비중이 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80%○

양돈 분야의 수직통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이는.

양돈의 수직통합이 양계에 비해 난이도가 높음을 의미함.

즉 양돈의 경우 양계에 비해 생육기간이 길어 수직통합에 소,○

요되는 투자자산의 고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상,

대적으로 긴 생육기간은 수급과 관련하여 계열주체에게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임.

이에 따라 국내에 양계와 같은 완전한 형태의 수직통합 사례○

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따라서 고품질 유도 생산비 절감 등, ,

수직통합의 이점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음.

현재 양돈분야 수직통합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기업형,○

협동조합형 영농조합법인형의 가지 유형이 있으며 대부분, 3 ,

사료 공급을 기반으로 다소 느슨한 수직통합을 하고 있음.

3.2.2.3.2.2.3.2.2.3.2.2. 수직통합 단계간 특징수직통합 단계간 특징수직통합 단계간 특징수직통합 단계간 특징

양돈 수직통합의 과정은 종돈 돼지생산 도축가공의 단계에- -○

사료 및 약품을 공급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음.

종돈은 대부분 계열주체가 직영 또는 계열사의 형태로 보유하○

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종돈장이 없는 경우는 경쟁입찰을 통,

해 종돈을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형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강제력이 미약하여 종돈 통일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

음.



- 61 -

돼지 생산단계에서는 계열주체가 돼지 성장단계별 매입가 또○

는 위탁수수료를 결정한 뒤 불특정 다수의 농가를 대상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수용의사가 있는 농가와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임.

매매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번식과 이유자돈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

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생산된 자돈은 계열,

주체와의 협의 하에 매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위탁방식은 주로 비육부문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비육용 자돈 사료- , , ,

약품 등은 계열주체가 제공하고 양돈시설은 농가에서 제공함으로써

규격돈으로 사육 이후 증체량 사고율 사료효율 등을 기준으로 수수, ,

료를 산정함.

한편 납품방식에 생산방식도 활용되고 있는데 주로 조합의 수직통합- ,

사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종돈 사료 약품 등 원자재는 조합, , ,

에서 공동구매하여 제공하고 농가에서는 규격돈을 생산하는 방식임.

도축 및 가공단계는 계열주체의 직영 또는 관계회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농가의 출하를 지역별거점별로 유도하고,

있음 가공된 돈육은 대부분 브랜드화 하여 출하하고 있으며. ,

영세한 영농조합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자체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3.2.3.3.2.3.3.2.3.3.2.3. 주요 업체 및 경쟁 현황주요 업체 및 경쟁 현황주요 업체 및 경쟁 현황주요 업체 및 경쟁 현황

양돈산업은 중소규모 회사들이 난립하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육계와 같이 규모화된 통합경영체가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음.

현재 농식품부의 통계는 계열화를 통한 돼지도축 물량을 정확○

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 도축장별 도축규모만 발표하고 있,

음 이에 따라 계열화를 통한 도축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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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듬.

년 월 기준으로 제주축협공판장이 전체 돼지도축물량의2009 9○

의 를 차지하고 있고 도드람 가 강원5.0% , LPC 3.7%, LPC 3.3%,

한국냉장 의 순임 부록 참조3.2% ( 4 ).

한편 실제 계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통합경영체○

는 민간기업의 경우는 선진 팜스코 등이며 협동조합은 도드, , ,

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이 대표적임, .

표[ 3-7] 양돈 계열화 주요업체
단위 억원( : %, )

구분 업 체 명 브랜드 도축실적비중 브랜드육 매출

협동조합
도드람 도드람포크 3.7 700

부경양돈 포크밸리 5.6 679

민간기업
선진 크린포크 2.5 1,233

팜스코 하이포크 3.7 974

주 도축실적비중은 계열화를 통한 물량이 아닌 도축장에서 도축된 수량만을 의1 :

미하며 선진의 경우는 가공두수 기준임, .

도축실적비중은 월 기준이고 신선육 매출액은 년 기준임2 : 2009. 9 2008 .

자료 농식품부 도축검사실적 및 자체 조사자료: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우는 계열화 사업이 다소 느슨하게 추진○

되고 있어 실제 수직통합의 개념에 가깝게 추진되고 있는 사,

례는 오히려 민간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음.

수직통합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주 선진으로 종( )○

돈정액 공급 사료공급 양돈 가공 유통을 완전히 통합한, , , ,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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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은 사료사업 식육유통사업 육가공사업을 통해 계열화를, ,○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계열농가 외에도 주 제일종축, ( ) ,

유전자원 주 주 보람농업회사법인의 양돈 직영농장을 두고( ), ( )

있음.

선진한마을이라는 이름하에 농가와 계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자- ‘ ’ .

돈사육과 비육돈 사육 농가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경영분석 사양,

관리 질병관리를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있음, .

최근 하림그룹이 선진과 팜스코를 잇달아 인수하면서 양돈산○

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향후 양돈산업의 수직통합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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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4444 해외 통합경영체 사례해외 통합경영체 사례해외 통합경영체 사례해외 통합경영체 사례

1.1.1.1. 타이슨타이슨타이슨타이슨(Tyson Foods)(Tyson Foods)(Tyson Foods)(Tyson Foods)

1.1.1.1.1.1.1.1.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년 설립된 미국의 타이슨은 소 돼지 닭의 생산 및 가공1931 , ,○

에 있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9)로 큰 육가공 기업으로 맥도날,

드 버거킹 월마트 등에 생육 또는 가공육 형, , KFC, , Kroger

태로 공급하고 있음.

년 매출액은 억달러 종업원수 명 관련시설은2008 269 , 107,000 ,○

전세계적으로 개소를 소유임대하고 있는 세계적인 다1,372

국적기업임.

해외공장은 아르헨티나에 육우 수직계열화 사업체가 있고 멕시코- , ,

브라질 중국 인도에 육계 가공공장이 있음, , .

년 기준으로 주당 평균생산량은 닭 만마리 돼지2008 4,000 ,○

두 소 두이며 계약농가는 농가임393,360 , 141,860 , 6,014 .

품목별 매출액 구성을 보면 소가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44%○

하고 있고 닭 돼지 가공식품 의 비중을 보이, 33%, 13%, 10%

고 있음.

유통경로별로는 소비자 대상의 제품으로 출시되는 비중이○

를 가장 높고 푸드서비스에 공급하는 비중이 해외48% , 32%,

9) 년 현재 브라질의 사가 세계 최대의 육가공업체임2009 J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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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유통이 를 차지하고 있음14% .

그림[ 4-1] 품목별 유통경로별 매출액 비중

자료 : Tyson Foods, Inc., FISCAL 2008 FACT BOOK

유통경로를 축종별로 살펴보면 육계제품은 소비자제품으로 판,○

매되는 것이 푸드서비스에 공급되는 것이 해외판매39%, 36%,

가 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18% .

해외판매의 경우 멕시코가 러시아 중국 비중으로 판- 28%, 18%, 12%

매되고 있음.

돈육제품은 소비자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 해외판매가42%,○

푸드서비스에 공급되는 것이 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21%, 14%

음.

해외판매의 경우 일본이 멕시코 캐나다 비중으로 판- 34%, 27%, 15%

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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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타이슨의 계육 유통채널 및 해외판매 현황 (2008)

자료 : Tyson Foods, Inc., FISCAL 2008 FACT BOOK

그림[ 4-3] 타이슨의 돈육 유통채널 및 해외판매 현황 (2008)

자료 : Tyson Foods, Inc., FISCAL 2008 FAC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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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슨의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총 개의 시설을 소유 및, 1,372○

임대하고 있으며 이중 닭과 관련한 시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종계사육과 육계사육은 임대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표[ 4-1] 타이슨 시설 현황 (2008. 9)
단위 개소( : )

구 분 소 유 임 대 합 계

닭

가공공장 51 1 52

렌더링공장 9 - 9

사료 혼합 공장 2 - 2

사료공장 36 - 36

부화장 60 5 65

종계장 310 647 957

육계사육농장 512 749 1,261

소 12 12

돼지 9 9

가공식품 24 1 25

물류센터 7 1 8

냉동창고 57 - 57

자료 : Tyson Foods, Inc.

표[ 4-2] 타이슨 시설 규모 및 가동률 (2008. 9)
단위 천 수 두 톤( : / , , %)

구 분 시 설 규 모 가 동 률

닭 가공공장 4,400 91

소 가공공장 173 82

돼지 가공공장 447 88

가공식품 공장 23,134 73

자료 : Tyson Food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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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2.1.2. 사업 수직통합 현황사업 수직통합 현황사업 수직통합 현황사업 수직통합 현황

타이슨의 경우 생산부터 제품 출시까지 사업을 수직통합에 의○

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직통합의 방식은 기업 내부화를 하거나,

농가와의 계약생산에 의한 수직통합이 이용되고 있음.

특히 육계사업은 전형적인 농가와의 계약에 의한 수직통합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농가와의 계약에 의해 생산되는 부,

분은 종계사육과 육계사육 부문임.

타이슨의 육계 수직통합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4-4] 타이슨의 육계 수직통합체계

자료 : Tyson Food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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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3.1.3. 경쟁현황경쟁현황경쟁현황경쟁현황

년 기준 타이슨의 미국 육계산업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위2008 2○

를 차지하고 있음.

시장점유율 위 업체는 로 를 차지하고 있고 타- 1 Pilgrim's pride 24% ,

이슨 다음으로 의 순임20%, Perdue Farms 8% .

는 년 파산이후 연방정부의 파산보호하에 운영되- Pilgrim's Pride 2008

다가 년 월 브라질의 세계 위 육류가공업체인 가 주2009 9 1 JBS S.A.

식의 를 인수하였음68% .

타이슨은 육계시장에서의 점유율 향상을 위해 카길의 육계사○

업 인수 인수 등 동종업종의 인수를 통한 시, Hudson Foods

장점유율 향상을 도모하여 왔음.

그림[ 4-5] 미국 육계산업 시장점유율 (2008)

자료 : Watt Poultry USA, February 2008

미국 양돈산업에서의 타이슨의 시장점유율 역시 위를 차지하2○

고 있음.

미국 양돈산업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스미스필드가 로 압도적인- 31% 1

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타이슨 스위프트 엑, 19%, (JBS) 11%,

셀 카길 호멜 의 순임( )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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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미국 양돈산업 시장점유율 (2008)

자료 : The New York Times

쇠고기의 경우 미국 시장은 개 업체가 전체의 를 차지하4 76%○

고 있는 완전한 과점시장으로 타이슨 카길 각각, , JBS Swift

를 차지하고 있고 가 를 차지하고21 22% , National Beef 11%～

있음.

1.4.1.4.1.4.1.4. 기업 발전사기업 발전사기업 발전사기업 발전사

타이슨 푸드의 설립자인 존 타이슨 은 년대(John Tyson) 1930○

미국 아칸소 주에서 닭 판매를 통해 큰 돈을 벌었는(Arkansas)

데 곧이어 사업을 수직통합의 형태로 운영하게 됨, .

초기에 시행된 수직통합은 자신에게 병아리 공급을 거부하는○

부화장을 매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사료회사까지 소유,

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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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직통합 작업은 년 아칸소주의 스프링데일1943○

에 양계농장을 구매하면서 가시화되는데 이는(Springdale) ,

미국 최초로 기업이 농장을 소유하는 사례가 됨.

년 타이슨푸드는 사료회사와 부화장을 통합하게 되면서1947 ,○

사업이 크게 병아리 생산 사료판매 운송의 대 분야를 중심, , 3

으로 사업이 추진됨.

년대가 되면서 미국 양계산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고1950○

타이슨의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었지만 시장가격의 변동,

성이 높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인해 양계시장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음 이러한 현상은 년대에도 지속되. 1960

었으며 이러한 시장의 취약성은 타이슨에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작용하게 됨.

년대 경쟁자들을 인수하고 자동화된 급여시설을 갖춘 양1970○

계장과 새로운 가공공장을 건설하면서 규모를 확대하였고 양,

돈산업으로도 진출하게 되면서 이 시기 미국 최대의 양돈생산

기업으로 성장하였음 또한 년대 내내 기업인수 전략을. 1970

취하면서, Krispy Kitchens, Ocoma Foods, Vantress

등을 인수하였음Pedigree, the Wilson Food Corporation .

년대에는 미국 전역에 닭고기 패티 를 공급하는 유1980 (patty)○

일한 기업이 되었으며 제품을 다양화함 이에 따라 년대, . 1980

는 타이슨 기업역사에 있어 큰 성장을 한 시기로 기록됨.

년 년간의 법정싸움을 거쳐 을 인수하게 되는1989 2 Holly Farm○

데 이는 의 규모를 배로 확대하게 되었을 뿐만, Tyson Food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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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최초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가공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또한 년에는 멕시코 일본과. 1989 ,

육계관련 국제적인 파트너쉽 을 형성하게 됨(CITRA) .

년대에도 카길의 육계분야를 인수하면서1990 McCarty Foods,○

기업의 핵심사업 을 재정비하게 되는데 이때 나(core business)

온 대표적인 구호가 임“We're chicken" .

년 새로운 사업단위를 신설하고2006 (Tyson Renewable○

동물 지방을 바이오연료로 전환하여 상업화하기 위한Energy)

연구를 진행함 년 월 일에는 와 합작. 2007 4 16 Conoco Phillips

회사 를 설립하여 연간 약 백만 갤런의 바이(joint venture) 175

오연료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 양은 타이슨의 운송용.

트럭들이 년 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임3 6 .

1.5.1.5.1.5.1.5. 사업의 특징사업의 특징사업의 특징사업의 특징

가가가가.... 종합 육가공 기업으로 성장종합 육가공 기업으로 성장종합 육가공 기업으로 성장종합 육가공 기업으로 성장

특정 축종으로 특화하여 주력 사업을 재편하는 다른 기업과○

달리 타이슨은 다품목을 취급하는 종합 육가공기업으로 발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육계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나나나나.... 기업 성장을 위해 인수와 합병을 병행기업 성장을 위해 인수와 합병을 병행기업 성장을 위해 인수와 합병을 병행기업 성장을 위해 인수와 합병을 병행

타이슨의 성장을 보면 초기에는 수직통합을 위해 기업인수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이후에는 사업다각화와 수평통합 동일한, (



- 73 -

역할을 하는 기업의 인수 을 위한 기업인수가 빈번히 발생하)

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다다다다.... 신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에너지 분야 진출신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에너지 분야 진출신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에너지 분야 진출신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에너지 분야 진출

핵심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가축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

너지 분야로 새로이 진입함.

2.2.2.2. 스미스필드스미스필드스미스필드스미스필드(Smithfield Foods)(Smithfield Foods)(Smithfield Foods)(Smithfield Foods)

2.1.2.1.2.1.2.1. 사업현황사업현황사업현황사업현황

세계 최대의 돼지 생산업체 및 가공업체로서 미국 버지니아주○

스미스필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명의, 54,200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다국적 육가공기업임.

미국 멕시코 유럽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자체 설립 합작기, , , ,○

업 지분투자의 방법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joint venture),

있음.

미국본토에서는 개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중국- 25 ,

은 합작기업으로 진출하였음.

유럽의 경우는 영국 폴란드 루마니아에 지분으로 공장을 건설- , , 100%

하였고 스페인 기업인 에 지분을 투자, Campofrio Food Group, S.A.

하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개국에 진출하고 있음, , 7 .

스미스필드의 주요 사업은 크게 가지로 구분되며 돼지생산3 , ,○

돈육가공 칠면조 생산 및 가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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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스미스필드 사업조직 현황
구 분 국 가 회 사 명 비 고

돼지

생산

미국
Murphy-Brown, LLC

Premium Standard Farms, LLC

멕시코
Norson Joint Venture

Granjas Carroll de Mexico Joint Venture

폴란드 AgriPlus

루마니아 Smithfield Ferme

돈육

가공

미국

The Smithfield Packing Company,

Inc.
개 자회사 소유2

John Morrell & Co. 개 자회사 소유3

Farmlands Foods, Inc. 개 자회사 소유2

멕시코 Norson Joint Venture

영국 Smithfield Foods, Ltd.

폴란드 Animex

루마니아
Smithfield Prod

Agroalim

스페인 Campofrio Food Group, S.A. 주식 소유37%

중국 maverick Food Co. Ltd.1) Joint Venture

기타 미국
Butterball, LLC2) Joint Venture

Carroll's Turkey, LLC

주 벨기에 그룹과의 합작투자1 : ARTAL

미국 최대의 칠면조 생산업체로서 스미스필드와 와의 합2 : Maxwell Farms, Inc.

작회사 스미스필드의 지분은 임, 49%

자료 및 자체 조사자료: Smithfield, 2009 Annual Report

스미스필드의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년 회계연도 기준으로2009○

억달러이며 이중 돈육가공이 전체의 를 차지하고 있150 , 70.2%

으며 돼지생산이 해외시장이 를 차지하고 있음, 18.7%,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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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스미스필드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 (2008)
단위 천만( : $, %)

구 분
미 국

해 외 기 타 합 계
돼지생산 돈육가공

매출액 280 1,050 140 25 1,495

비 중 18.7 70.2 9.4 1.7 100.0

주 매출액에는 내부간 거래 억 은 포함되었으나 합작 및 지분 투자기업에서: 24 $ ,

발생한 매출액은 제외함.

자료 : Smithfield, 2009 Annual Report

스미스필드의 전세계 돼지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개국에, 4○

서 생산 농장을 가지고 있음 이중 미국 본토의 비중이 절대적.

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멕시코 폴란드 루마니아 순으로 생산, , ,

되고 있음.

표[ 4-5] 스미스필드 전세계 돼지생산 현황 (2008)

국가 회사명
모돈

천마리( )

비육돈

천마리( )

종업원수

명( )

미국
Murphy-brown 1,000 17,000 6,000

Premium Standard Farms 147 2,600 1,500

멕시코
Norson 35 467 2,500

Granjas Carroll de Mexico 56 950 900

폴란드 Agriplus 83 1,045 550

루마니아 Smithfield Ferme 35 580 850

자료 : Smithfield Foods

스미스필드의 양돈사업에 있어 수직통합의 특징은 농가와의○

계약보다 직영농장 체제를 주로 하고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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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기업발전사기업발전사기업발전사기업발전사

스미스필드의 역사는 년 부자에 의해 버1936 Joseph W. Luter○

지니아주 스미스필드에 도축공장이 설립되면서 시작됨.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기업발전에 있어 큰 변화없이 지속되다○

가 년 스미스필드 역사에 이정표가 되는 기업인수, 1981

인수 를 단행됨 이에 따라 사업의 지역적 범위가(Gwaltney ) .

미국 동부로 확장됨.

최초의 기업인수 이후 년 돈육가공업체 인수 합작회사 설1984 ,○

립으로 자체 돼지생산 등 돼지 전문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

장시켜 나가게 됨.

년에는 시장에서의 제품차별화를 위해서는 돈육의 고품질1990○

화와 품질의 균질성이 필요함을 깨닫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함.

년에는 세계 최대의 최신식 육가공 공장을 노스캐롤라이1992○

나 에 건립하고 년부터는 브랜드육을 본격적으로 출시, 1992

하게 됨.

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중점적으로 추1990○

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수합병의 정점은 미국 최대 돼지생,

산기업인 를 인수한 것으로 이를 통해 미Murphy Farms, Inc.

국내 스미스필드의 돼지 생산부문이 완전 통합되면서

를 출범시키게 됨Murphy-Brown, L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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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유럽 브랜드육 시장진출 확대를 위하여2007 Sara○

를 공동 인수하였고 미국 최대의 칠면Lee's European Meats ,

조 기업인 을 공동으로 인수함으로써 사업 다각화Butterball

를 추진하게 됨.

2.3.2.3.2.3.2.3. 사업의 특징사업의 특징사업의 특징사업의 특징

2.3.1.2.3.1.2.3.1.2.3.1. 사업분야를 돈육으로 특화사업분야를 돈육으로 특화사업분야를 돈육으로 특화사업분야를 돈육으로 특화

타이슨 카길 등 대규모 육가공업체와 달리 돼지부문으로 사업,○

을 특화하여 미국내 시장점유율 향상을 꾀하고 있음.

스미스필드의 미국내 시장점유율은 기업 인수를 통해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년 기준으로 를 차지하고 있는, 2008 31%

최대 돈육가공기업으로 성장함.

스미스필드의 돼지시장 점유율은 위인 타이슨의 와 큰 차이를- 2 19%

보이며 위를 지키고 있음1 .

2.3.2.2.3.2.2.3.2.2.3.2. 새로운 시장 및 사업 개척시는 합작투자 선호새로운 시장 및 사업 개척시는 합작투자 선호새로운 시장 및 사업 개척시는 합작투자 선호새로운 시장 및 사업 개척시는 합작투자 선호

멕시코 중국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합작투자나 지분참, ,○

여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칠면조 사업의 본격 진출에 있,

어서도 년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하고 있음2007 .

2.3.3.2.3.3.2.3.3.2.3.3.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해외시장 개척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해외시장 개척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해외시장 개척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해외시장 개척

스미스필드의 해외시장 개척은 “very, very big way, very,○

로 요약되고 있으며 규모화된 사육시설을 통해 최very fast" ,

대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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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동유럽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지 농장○

을 건설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가의 양돈 농가를 해체하고 있다는 점과 환경문제를-

정치권 로비로 손쉽게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3.3.3.3. 덴마크의 대니시크라운덴마크의 대니시크라운덴마크의 대니시크라운덴마크의 대니시크라운(Danish Crown Group)(Danish Crown Group)(Danish Crown Group)(Danish Crown Group)

3.1.3.1.3.1.3.1. 사업현황사업현황사업현황사업현황

대니시크라운 그룹은 덴마크의 종합식품기업으로 특히 자회사,○

인 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세계적으로는Danish Crown Amba

두번째 큰 돈육가공기업임.

회계연도2008/09○ 10) 기준으로 매출액은 조 억원10 3,855 11)이며,

그룹 전체 임직원은 명임23,500 .

그룹의 핵심사업은 크게 개 분야이며 돼지부문 소부문 육가4 , , ,○

공부문 해외부문으로 나누어짐 이 중 돼지와 소부문은 대니, .

시크라운 그룹의 모회사가 되는 에서 자Danish Crown Amba

회사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육가공부문은 유럽과 미국에 자,

회사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음.

육가공부문의 는 덴마크에 본부를 두고Tulip Food Company○

10)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기간2008 9 2009 9

11) 원의 환율을 적용함 이하 대니시크라운 관련 자료의 원화값은1DKK=232 .

모두 같은 환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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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유럽 전체를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고 사는, , Sokolov

핀란드 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기업으로 폴란드에HK Scan( )

기반하고 있는 육가공업체임.

그림[ 4-7] 대니시크라운 핵심사업 조직도

대니시크라운의 부문별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중을 살펴보면,○

돼지관련 사업이 전체의 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가공45% ,

식품이 해외시장이 소관련 사업이 를 차지하고41%, 8%, 6%

있음 따라서 대니시크라운은 돼지관련 사업과 돈육가공사업이.

기업의 핵심 사업임.

현재 조합원을 중심으로 약 만 마리의 돼지가 생산되며2,070 ,○

이중 는 덴마크에서 도축되고 영국 폴란드 스웨덴에서82% , ,

나머지 만 마리가 도축되고 있음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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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대니시크라운 부문별 사업비중 (2007/08)

주 순매출액 기준: (net revenue)

자료 : Danish Crown, ‘Annual Report 2007/08'

대니시크라운의 년도 회계연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2007/08 ,○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분야가 돼지관련 사업이며 다음으로,

소관련 사업 가공식품의 순으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4-6] 대니시크라운 사업실적 (2007/08)
구 분 돼지 소 가공식품 해외시장

도축물량 천톤( ) 1,495 64 7651) 2911)

매출액 억원( )2) 57,183 7,380 45,478 8,982

영업이익 억원( )2) 2,991 207 1,141 150

영업이익률 (%) 5.2 3.0 2.5 1.7

주 판매물량1 :

원 적용2 : 1DKK=232

자료 : Danish Crown, ‘Annual Report 2007/08'

조합원은 년 월 기준으로 명이며 매년 조합원수가2009 9 10,685 ,○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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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대니시크라운 조합원수 변화

자료 : Danish Crown

최근에는 사에 투자하여 동물 지방을 바이오연Daka Biodiesel○

료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3.2.3.2.3.2.3.2. 조합발전사조합발전사조합발전사조합발전사

덴마크에서는 년 최초로 협동조합이 돼지도축장을 소유하1887○

면서 여러 개의 도축장이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도축장들,

이 합병을 거듭한 결과 덴마크 돼지고기의 를 공급하는, 90%

현재의 대니시크라운으로 발전함.

년에 개였던 덴마크의 양돈협동조합은 합병을 거듭하면1970 50○

서 현재 대니시크라운과 소규모 협동조합인 협동조합, TiCan

으로 양분되었으며 이 중 규모면에 있어 대니시크라운이 덴마

크 양돈협동조합을 주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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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시크라운은 년 의 합병 등으로1998 Vestjyske Slagterier○

유럽최대 세계 위 의 돈육도축회사가 되었으며 년 덴마( 3 ) , 2001

크 위 규모의 를 추가로 합병하여 덴마크내에2 Steff-Houlberg

서의 위상을 공고히 함.

3.3.3.3.3.3.3.3. 사업의 특징사업의 특징사업의 특징사업의 특징

3.3.1.3.3.1.3.3.1.3.3.1. 협동조합 주도형 수직결합협동조합 주도형 수직결합협동조합 주도형 수직결합협동조합 주도형 수직결합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수직결합은 특히 북유럽을 중심으로 큰○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대니시크라운은 이의 대표적인 협동조,

합임.

대니시크라운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

으며 현재 덴마크내 생돈 출하물량의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출하하고 있음.

3.3.2.3.3.2.3.3.2.3.3.2. 협동조합간 인수합병협동조합간 인수합병협동조합간 인수합병협동조합간 인수합병

대니시크라운의 발전 초기 덴마크내 다양한 양돈조합이 존재○

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통합하여 현재의 대니시크라운으,

로 발전시켰음.

협동조합들의 합병을 통해 덴마크내 양돈물량을 장악함으로써○

사업의 규모화를 달성하였고 이는 등 다양한 투자의 기, R&D

반이 되었음 시장 측면에서는 덴마크내 거래협상력이 제고되.

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도모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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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3.3.3.3. 자회사를 통한 경제사업 추진자회사를 통한 경제사업 추진자회사를 통한 경제사업 추진자회사를 통한 경제사업 추진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체가 조합내부에 필요하다는 인

식을 공유함으로써 자회사 방식에 의한 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모회사의 역할은 가 담당하고 있Danish Crown Amba○

지만 와 같이 사업부문별로 소지주회사, Tulip food company

역할을 하는 다양한 자회사를 두고 경제사(holding company)

업을 추진하고 있음.

3.3.4.3.3.4.3.3.4.3.3.4. 전략적 제휴 및 지분투자 활발전략적 제휴 및 지분투자 활발전략적 제휴 및 지분투자 활발전략적 제휴 및 지분투자 활발

대니시크라운은 신규시장 특히 해외시장 의 진출과 새로운( )○

분야를 위해 전문기업 또는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R&D

및 지분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4.4.4.4. 태국 그룹태국 그룹태국 그룹태국 그룹CPCPCPCP

4.1.4.1.4.1.4.1. 사업현황사업현황사업현황사업현황

년 창립된 그룹 은 태국의1921 CP (Charoen Pokphand Group)○

가장 큰 기업으로 개국에서 개 이상의 회사를 운영하는20 250

다국적 기업임.

년 방콕의 차이나타운에서 종묘업을 시작으로 성장하여 방송- 1921

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 태국의 재벌기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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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중국이 실질적인 주요 사업 거점이며 전세계적으로 종,○

업원수 만명 년 매출액은 억달러에 이르고 있음25 , 2006 140 .

그룹의 사업은 농관련 사업 유통 정보통신 화학 기계 부동, , , , ,○

산 등 전형적인 아시아 재벌식 사업운영을 하고 있음.

그룹의 모태가 되고 있는 사업은 식품분야이며 크게 양계 양돈 새- , ,

우 사료 종자 육종이 기반이 되고 있음, , / .

그림[ 4-10] 그룹 주요 사업 현황CP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정보통신과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을 추진하고 있음.

정보통신의 경우 휴대전화 사업 케이블 전자상거래 분야로- , TV, ISP,

진출하여 기존 업체와 경쟁하고 있음.

유통사업은 현재 태국내 세븐일레븐 점포수 개소 보유 중국에- 4,030 ,

개소 보유 은 중국 상하이에 멀티플렉스Lotus 79 , Super Brand Mall

로 건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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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4.2.4.2. 사업 수직통합 현황사업 수직통합 현황사업 수직통합 현황사업 수직통합 현황

현 그룹 회장인 에 의해 년대부터Dhanin Chearavanont 1950○

구상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태국내 수직통합 사업은, Charoen

를 통해 축산과 수산양식 분야에서 진Pokphand Foods PCL.

행되고 있음.

그룹의 수직통합 사업은 선진국의 수직통합 모델을 차용하CP○

였기 때문에 대부분 선진국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 이.

에 따라 국제적인 기준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적으

로 홍보하고 있음.

이는 태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 ,

력추적제 국제적인 위생설비 가축복지 등이 중점적으로 홍보되고, ,

있음.

그림[ 4-11] 그룹의 수직통합 체계CP

그룹의 수직통합은 자체 소유의 사료회사 육종회사 계약농CP , ,○

가 가공공장 유통판매점을 일관되게 연계하는 완전계열화의, ,

형태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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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그룹 수직통합의 핵심은 사료 육종 가공판매CP , ,○

의 개 부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3 .

사료부문은 태국내 최대 생산업체로 육계 산란계 돼지 오리를 대상- , , ,

으로 하는 종합적인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태국내 개의 대리점, 600

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육종부문은 질병이 적고 태국에서 적합한 품종을 생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최신 시설의 자체 농장을 통해 생산도 겸하고,

있음.

가공판매 부문은 크게 생축을 판매하는 부문과 가공육을 판매하는-

부문으로 나뉘며 가공식품의 경우 자체 공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상품으로 내수시장 또는 해외시장에 판매되고 있음.

한편 농가를 통한 계열화사업은 돼지와 육계를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가 자체 기준에, Charoen Pokphand Foods PCL.

맞는 농가를 선정하고 이후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선정된 농가에는 종축 사료 약품 컨설팅을 회사에서 지원하, , ,○

게 되며 생산된 가축에 대해 자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전량,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4.3.4.3.4.3.4.3. 기업발전사기업발전사기업발전사기업발전사

년 중국으로부터 이주한 치아 형제가 방콕의 차이나1919 (Chia)○

타운에서 종자가게를 오픈하면서 그룹의 역사가 시작됨.

초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종묘를 수입하여 태국 농민들에게 판○

매하면서 한편으로는 차이나타운에 늘어나는 중국인들을 대상

으로 중국산 수입야채를 판매하는 사업을 병행함 이후 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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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를 홍콩으로 수출하는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시켜 나감.

년 을 설립하여 사료사업으로1954 Charoen Pokphand Feedmill○

진출하면서 그룹의 발전 계기가 마련됨.

이 시기 그룹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하는 창업주의CP○

아들인 는 년대 이후 서구의 육종Dhanin Chearavanont 1950

및 사료포뮬러 기술 등 축산부문의 발전에 관심을 보이다가

태국의 육계산업을 보다 현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년대 초반부터 축산부문으로 뛰어들게 됨1970 .

이를 위해 미국의 사와 손잡고 최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 Arbor Acres

만 아니라 외국 기술자를 초빙하여 새로운 육계기술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게 됨.

이에 따라 년대가 되면 태국내 닭고기와 계란 공급에 있1970○

어 독점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며 년대는 농업관련 전분야, 1980

에 걸쳐 개 회사를 소유하게 됨60 .

이와 같은 성공에 힘입어 사육농장 도축장 육가공공장으로, ,○

이어지는 수직통합을 보다 강화하게 되고 또한 사업다각화,

및 해외진출을 추진하게 됨.

년 사료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하고 일본 육계시장을1972○

개척하여 기존 미국업체들에 도전을 하게 됨 년에는 싱. 1976

가폴에 진출함.

그러나 그룹의 해외시장 개척의 핵심은 중국에서 시작되었CP○

음 년대말 중국은 대외개방을 천명하게 되었으며 중국계. 1970

였던 의 창립자들은 자연스럽게 중국에 진출하게 됨CP . 1979

년 선전자유무역지역에 자회사인 를 설립하여 중Chia Tai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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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첫 번째 입주한 외국기업이 됨.

년대 중반부터 중국내 선발주자로서의 이익이 발생함에1980○

따라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년대 초반까지 사료회사와 축, 1990

산물 관련으로 약 개의 자회사를 중국내에 설립하였음200 .

가 중국내에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중국시장에CP○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파트너로 인식케 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합작회사가 탄생하게 됨 대표적인 예가 일.

본 혼다와 파트너쉽을 맺고 중국내 오토바이 생산 공장을 설

립한 것임.

또한 그룹은 중국본토내에 양계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는CP○

데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고 육류소비가 증,

가함에 따라 수요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태국 국내에서는 사업다각화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데,○

년에는 미국의 사와 오리사업을 전개하였으1980 Avian Farms

며 이 해에 돼지 사육부문을 추가함 이때 자체 종돈을 발전, .

시키기 위해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등으로부터 돼지를 들여, ,

오게 됨.

양식에 적합한 새로운 새우품종 개발을 위해 년에는 새우1986○

관련 리서치센터를 오픈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룹은 전세계, CP

타이거새우의 최대생산자가 됨.

년대 후반이 되면 그룹의 매출액 이 억 에1980 CP (revenue) 40 $○

이르게 되고 이때부터는 그룹의 주요 매출이 기존 식품사업이

아닌 다각화한 새로운 사업분야에서 창출되기 시작함 년.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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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으로 진출하여 을 오픈하였고 동년에Chester's Grill ,

슈퍼마켓 그룹인 마크로 를 설립하였음 이후 마크로는(Makro) .

태국의 주요 소매업체로 급속히 성장함.

년 는 일본의 메이지그룹과의 협력으로 태국내에서 낙1989 CP○

농산업으로 진출하였음 또한 년에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1989

의 프랜차이즈를 태국에 도입하여 매월 개소씩 점포를 확대20

하여 년대 말에는 점포수가 개에 육박하였음1990 1,000 .

년 사업의 다각화는 기존 식품사업을 넘어 화학회사로 확1989○

대되는데 벨기에 회사인 솔배이 와 합작으로, (Solvay) Vinythai

를 설립하고 폴리염화비닐 생산체계를 갖춤Co. (PVC) .

년에는 미국의 통신업체인 현재의 와 합1990 NYNEX( Verizon)○

작으로 를 설립하여 기존 통신시장의 독점업체인TelecomAsia ,

탁신 전 태국총리의 친 코퍼레이션과 경쟁을 시작함‘ ’ .

년대 중반에는 사업다각화를 보다 강화하여 년에는1990 , 1994○

를 설립하여 소매업 진출을 다양화하게 됨Lotus Supercenter .

그러나 이 시기에 중국정부에서는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에 CP

가 중간다리를 놓는 것에 회의를 가지게 되면서 중국시장내에

서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년대말에 갑자기 불어닥친 아시아 금융위기는 자회사인1990○

의 경영위기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 시기에 자TelecomAsia ,

신들이 사업을 과도하게 다각화 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됨.

이에 자신들의 과오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재무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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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룹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태국내 와 상하이의Lotus Supercenter Ek Chor

의 자회사 등을 매각하게 됨Motorcycle .

년 이후 그룹은 라는 슬로건 하2000 CP "Kitchen to the World"○

에 그룹의 핵심사업을 재정비하게 되고 재무구조를 보다 투,

명하게 운영하게 됨 이에 따라 태국내 개 계열사를 년. 11 1999

로 통합하여 그룹의 핵심사업으Charoen Pokphand Foods CP

로 설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4.4.4.4.4.4.4.4. 사업의 특징사업의 특징사업의 특징사업의 특징

4.4.1.4.4.1.4.4.1.4.4.1. 문어발식 기업 확장문어발식 기업 확장문어발식 기업 확장문어발식 기업 확장

농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온 그룹은 년대에 이CP 1970○

르면 해외진출과 사업다각화에 몰입하게 됨.

핵심사업 외에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사업으로의 확장은 대부○

분 정치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아시아 재벌기업의 특징인데,

그룹의 사업다각화 배경 역시 태국 및 중국 정치권과의CP

연줄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중국의 경우는 외국기업의 중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기회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농관련 사업과 관

계없는 사업으로의 진출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사업을 재정비하면서 본연의 사업인 농○

관련 사업으로 그룹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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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4.2.4.4.2.4.4.2. 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선진기술 흡수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선진기술 흡수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선진기술 흡수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선진기술 흡수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태국에 빠르게 접목하기 위해 합작투자,○

기술도입 해외 우수인력 수입 등 다방면에 걸친 적극적인 노,

력을 하였음.

이와 함께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태국의 장점을 최대R&D○

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함 대표적으로 타이거새우의 센. R&D

터 구축과 시장 장악을 들 수 있음.

4.4.3.4.4.3.4.4.3.4.4.3. 화교 중국 중심의 사업진출화교 중국 중심의 사업진출화교 중국 중심의 사업진출화교 중국 중심의 사업진출( )( )( )( )

중국인 특유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진출이 두드러짐.○

주로 진출한 국가들이 대부분 화교들이 밀집한 동남아와 중국○

본토인 점을 볼 때 인적네트워크 중심의 사업 추진이 대표적

인 특징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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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5555 국내 사례와 성과분석국내 사례와 성과분석국내 사례와 성과분석국내 사례와 성과분석

1.1.1.1. 기업 주도의 수직통합 하림기업 주도의 수직통합 하림기업 주도의 수직통합 하림기업 주도의 수직통합 하림::::

1.1.1.1.1.1.1.1. 기업현황기업현황기업현황기업현황

년 설립한 주 하림식품을 모태로 하여 성장한 하림그룹은1986 ( )○

육계계열화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년 예상매2009

출액이 조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음2 .

년 그룹으로 출범한 하림그룹의 사업영역은 크게 육계 양2001 ,○

돈 사료 유통 외식의 개 핵심사업으로 구분되며 그룹내 자, , / 4 ,

회사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계열화사업을 완성하고 있음.

현재 하림그룹의 육계 도계 관련 기업은 주 하림 올품 한강( ) ( ) , ,○

육성의 개 기업이며 양돈은 최근 인수한 선진과 대상팜CM, 4 ,

스코가 있음 또한 사료회사로는 천하제일사료와 닭 부산물을.

이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그린바이텍이 있음.

오리부문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주 주원산오리를 인수하여 계열사로- ( )

편입하였음.

유통분야에서는 홈쇼핑기업인 농수산홈쇼핑과 유통 및 프랜차○

이저 사업을 영위하는 맥시칸치킨과 치킨이 계열사에 편입DD

되어 있음.

하림그룹의 계열사들은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김,○

홍국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맥시칸산업을 시작으로 제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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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제일곡산으로 이어지는 지배관계를 통해 그룹의 모체가 되,

고 있는 주 하림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

따라서 하림그룹의 계열사간 소유구조하에서는 제일곡산이 주 하림- ( )

의 지주회사격이 되고 있음.

하림그룹의 모체인 주 하림은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 )○

며 년 분기 기준 누계 육계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09 3/4 ( )

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 육계가공업체임18.4% .

년 현재 일 가공처리량은 만수이며 명의 임직원2009 1 35 , 1,603○

이 근무하고 있고 년 연간매출액은 억원임 년, 2008 4,400 (2009

예상매출액은 억원6,000 ).

그림[ 5-1] 하림그룹의 주요 사업 및 기업현황

주 상기 그림은 하림그룹의 전체 관계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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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현황

주 화살표 방향은 최대주주를 나타냄:

한편 전체 육계산업에서 차지하는 하림그룹의 시장점유율은○

년 월 기준으로 를 차지하고 있음2009 9 31.0% .

하림그룹의 육계관련 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주 하림 올품- 4 ( ) 18.4%,

한강 육성 를 차지하고 있음8.6%, CM 2.5%, 1.5% .

1.2.1.2.1.2.1.2. 육계 수직통합 사업육계 수직통합 사업육계 수직통합 사업육계 수직통합 사업

주 하림의 육계 수직통합 사업은 도계 및 가공 공장을 중심으( )○

로 수직통합을 실현하고 있으며 농가와의 계약형태는 생산계, ‘

약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주 하림은 국내에서 원종계 사육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 )○

을 완전히 수직통합하고 있는 국내 유일 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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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계장부터 소매업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림그룹의 관-

계회사 및 시설을 통해 완전 수직통합하고 있음.

다만 원종계의 경우 외국기업인 사의 원종계를 도입- , Cobb-Vantress

하고 있음 년 주 하림은 사와(1989 ( ) Cobb-Vantress Distribution

체결Agreement ).

마니커 동우 등이 육계 수직통합의 정도를 심화시키고 있으나 아직- , ,

단계간 연계가 완전하지 않고 일부 기능이 분리된 경우도 있음.

주 하림은 종란의 생산에서부터 부화 사료 육계사육 가공( ) , , , ,○

유통의 전 과정을 수직통합하고 있으며 수직통합의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5-3] 주 하림 육계계열화 체계도( )

주 하림이 수직통합을 이루는 과정은 크게 투입과정 병아리( ) ( ,○

사료 생산 및 가공과정 그리고 유통과 판매 단계로 나눌 수),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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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료 투입과정은 자체의 양계전용 사료공장을 통해서 육○

성용 비육용 두 종류의 사료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 김제, .

의 직영사료공장과 하림그룹의 관계회사인 천하제일사료에서

약 만톤을 생산하여 육계와 종계사육에 이용되고 있음30 .

종계생산을 위한 기초 계군을 생산하는 원종계는 자체 직영농○

장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하고 품질의 통일화를 도모

하고 있음 원종계는 라인 기준으로 천수를 사육하고. DD 37♀

있음.

종계는 직영농장과 농가와의 계약을 통해 생산되며 이중 계약,○

농가는 호이며 총 만수의 종계를 생산하고 있음 농가와55 145 .

의 종계계약은 종계병아리 입추일에서부터 종계 도태시까지가

계약기간이고 하림은 종계병아리와 사료를 그 기간에 종계농

가에 판매하고 농가는 종란을 생산하여 전량 하림에 납품할

의무를 가짐.

한편 종란 부화시설 부화장 은 현재 개로 억 만개가 부( ) 4 1 4,000○

화되고 있음.

생산 및 가공과정을 살펴보면 육계에 대해서는 일부 직영농장,○

의 물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와의 계약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 년 기준으로 계약에 의한 사육농가의 수는 호이. 2008 543

며 연간생산량은 억 만수임, 1 1,000 .

년 기준으로 계열농가의 호당 연간조수익은 종계농가가 평균- 2008 1

억 만원 육계농가가 천만원 수준임3,400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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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주 하림 계약농가 현황( ) (2008)
단위 호 천수 백만원( : , , )

구 분 농 가 수 사 육 규 모 호당 연간조수익

종 계 55 25 134

육 계 543 52 90

자료 주 하림: ( )

농가에 대한 사육수수료는 통상 사료요구율과 육성율을 기반○

으로 일정기간에 출하한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상대평가하‘ ’

여 지급하고 있음.

병아리값 사료비 약품비 등을 제하고 사육농가에 대금을 지급하고- , ,

있으며 사육실적이 우수한 농가에 장려금 지급과 시세에 따라 보너,

스 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회의 육계사육기간은 사육기간과 사육기간 사이의 준비기간1○

을 합하여 통상 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농가50 60 ,～

의 연간 사육횟수는 보통 년에 회전 정도가 일반적임1 5 6 .～

도계와 가공은 전문성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영역으로 주( )○

하림이 주도하는 수직통합의 핵심적인 단계임 이를 통해 수직.

통합의 주도자로서의 위치와 아울러 물량 확보를 통하여 시장

주도권의 확보가 가능해짐.

도계와 가공은 자동화된 도계장을 통해 통닭 염지육 외 약,○

종의 상품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가공품으로는 치킨너겟400 ,

등 약 종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음350 .

대부분의 생산품은 국내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삼계탕은 일,○

본 대만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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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3.1.3. 기업발전사기업발전사기업발전사기업발전사

이후 정부의 규모화 정책과 축산계열화 정책의 본격적인UR○

추진은 하림의 초기발전에 있어 중요한 밑바탕이 됨, .

년 육계계열화업체 지정을 계기로 하림은 정부의 지원하1988○

에 타이슨과 같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발전을 위한 초

석을 다지게 됨.

년 전북 익산에 도계공장과 부화장을 준공하고 년 전1991 1992○

북 김제에 배합사료 공장을 준공하면서 육계계열화의 기반을

다지게 됨.

년 익산 용동면에 종계직영농장 준공과 년 육가공 공1995 1997○

장이 건립되면서 완벽한 육계수직계열화를 달성하게 되었으며,

각종 규격 및 안전성 검사 등에 있어 타 업체를 선도하는 선

두기업의 체제를 갖추어가게 됨.

이 때부터 하림은 국내 육계계열화의 표준모델이 되면서 다양○

한 홍보효과를 누리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육계사업에,

내실을 강화하게 됨.

년부터 출범한 하림그룹체계는 사업의 다각화를 주도하게2001○

되고 이에 따라 농수산홈쇼핑 지분참여 등 새로운 분야로 사,

업영역을 확대함.

년 발생한 익산 도계공장 화재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였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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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시련을 극복하고 난 이후 양돈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양돈분야로의 사업확대는 양농농가 및 관련단체의 반○

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육계농가를 기업의 노동자화 한다는,

비판여론 등 축산관련 다양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됨.

1.4.1.4.1.4.1.4. 사업의 특징사업의 특징사업의 특징사업의 특징

가가가가.... 기업주도형 계열화 사업기업주도형 계열화 사업기업주도형 계열화 사업기업주도형 계열화 사업

하림은 민간기업 주도형 계열화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임 현재.○

국내 육계계열화사업은 하림 외에도 동우 마니커 등 대부분,

민간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경우는 농협 목우촌 육계계열화사업이 유일하-

지만 년 분기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로 낮은 수준임, 2009 3/4 3.25% .

나나나나.... 시장점유율 향상에 주력시장점유율 향상에 주력시장점유율 향상에 주력시장점유율 향상에 주력

하림그룹은 국내 육계산업에서의 시장점유율 목표치를 40○ ～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50% .

상기의 목표 수준을 도달할 경우 시장 공급물량에 대해 하림 자체적-

으로 조절이 가능할 것을 판단하고 있음.

현재 주 하림의 육계사업에 있어서의 점유율은 수준임( ) 18.4% .○

그러나 하림그룹 계열인 올품 한강 육성의 점유율을 합할, CM,

경우 로 크게 높아짐31.0% .

향후에도 하림은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업○

인수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내 육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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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구조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다다다다.... 육계계열화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다각화육계계열화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다각화육계계열화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다각화육계계열화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다각화

하림그룹의 주력 사업인 육계사업은 미국 타이슨의 육계계열○

화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안정화 이후의,

발전과정은 타이슨과 태국 그룹을 혼합한 모델을 추구하고CP

있음.

타이슨은 미국에서 육계사업을 시작으로 소 돼지로 확장한 종,○

합 육가공기업임 하림도 이와 마찬가지로 육계에서 시작하여.

현재 오리와 양돈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태국의 그룹과 마찬가지로 주력 사업이 안정화된 이후CP○

주력 사업 외의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현재 하림그룹.

은 홈쇼핑 프랜차이즈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향후 사업다TV ,

각화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라라라라.... 기업인수를 통한 사업의 확대기업인수를 통한 사업의 확대기업인수를 통한 사업의 확대기업인수를 통한 사업의 확대

주 하림의 육계계열화사업 초기에는 종계장 도계장 부화장( ) , , ,○

가공공장 등을 신설하여 사업의 수직통합을 추구하였으나 이,

후 육계사업 확장 및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부분

기업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최근 양돈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주 선진과 대상팜스( )○

코를 인수한 사례나 농수산홈쇼핑 주식인수 육계기업의 인수,

등이 사업 확대를 위한 기업인수의 주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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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5.1.5. 성과 및 문제점성과 및 문제점성과 및 문제점성과 및 문제점

1.5.1.1.5.1.1.5.1.1.5.1. 성과성과성과성과

가가가가.... 육계산업의 경쟁력 제고육계산업의 경쟁력 제고육계산업의 경쟁력 제고육계산업의 경쟁력 제고

하림은 우리나라 육계계열화사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로 많은 성과를 낳았음 특히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선두업체로.

육계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음.

특히 기업형 계열화사업은 협동조합 방식에 비해 수직통합의 일관성-

및 강제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수급조절 신, ,

제품 개발 등에 있어 강점을 보임.

우선 원종계에서부터 가공유통에 이르는 전단계를 수직적으○

로 완전 통합함으로써 육계 유통을 혁신하고 이를 통하여 산

업자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킴.

주 하림의 경우 사료요구율이 로 타 축종에 비해 가장 국제경쟁- ( ) 1.7

력을 가지고 있음.

또한 육계분야에 최초로 등 표준화된 규격을 도입함KS, ISO○

으로써 제품의 수준 및 공정을 선두에서 개척하는데 큰 공헌

을 하였음.

육계 계열화사업 등으로 인해 육계산업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

되었음.

하림의 경우 육계 출하 생체중 에 도달하는 사육일령이- 1.5Kg 1997

년 일이던 것이 년에는 일로 단축되었음42 2006 33 .

나나나나.... 시설현대화 주도시설현대화 주도시설현대화 주도시설현대화 주도

최신의 육가공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 및 건설함으로써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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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산업의 시설현대화를 주도하였음.

또한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사육농가의 시설현대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정부 및 농가와의 공동협조 체계를 갖추어 농가의,

사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였음.

주 하림 계열농가의 계사 형태별 비율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 ) ,○

해 우수한 사육환경을 가진 무창계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

무창계사의 비중은 년 에서 년 로 증가하- 2005 10.6% 2009 25.0% 14.4%

였음.

그림[ 5-4] 하림 계열농가 계사 형태별 비율 변화 (2005, 2009)

주 개 계사의 형태별 비중임: 1,613

자료 주 하림: ( )

다다다다.... 육계가격 안정화 및 소비 확대육계가격 안정화 및 소비 확대육계가격 안정화 및 소비 확대육계가격 안정화 및 소비 확대

년부터 년까지 일반 물가는 배 증가하였지만 육계1981 2007 2.3 ,○

가격은 배 증가하는데 그쳤음 이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1.2 .

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육계계열화사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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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급조절의 결과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육계의 가격변동폭도 과거보다 낮추어 양계 농가의 경○

영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

안정적이고 낮은 가격은 국내 육계 소비를 진작시켰으며 또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상품선택 폭을 확대시켜

왔다는 점도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음.

1.5.2.1.5.2.1.5.2.1.5.2.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가가가가.... 농가와의 분쟁요소 상존농가와의 분쟁요소 상존농가와의 분쟁요소 상존농가와의 분쟁요소 상존

하림이 국내 육계산업에 미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임.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농가와의 분쟁요소가 여전히 상존하○

고 있다는 점으로 기업형 수직통합 방식에서 빈번하게 발생,

하는 문제임.

특히 하림과 관련하여 사육농가의 가장 큰 불만요인 중 하나○

는 상대평가에 의한 사육수수료 결정임.

특히 사육수수료는 농가와의 협의 과정없이 하림에서 일방적으로 결-

정하고 있음.

농가협의회가 있으나 친목 위주의 활동으로 단체 협상- (collective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bargaining) .

상대평가는 일정시기에 출하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상위 10%○

와 하위 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의 사료요구율과 육10% 80%

성율에 기반하여 사육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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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는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절대평-

가와는 대비되는 지급방식임.

상대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육농가가 자신의 사육수수료○

를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임 즉 특정시기에 출하하는 다른 농.

가들의 실적에 따라 자신의 수수료율이 변동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최근 하림에서는 출하농가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평가방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

서는 하위농가의 품질향상 노력의지를 꺾게 되고 이는 연쇄적

으로 전체 사육수수료를 하향시키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됨.

사육농가들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인해 사육수수료가 하향 평준화되-

고 있다는 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음.

특정시기의 사례이지만 상위 농가와 하위 농가의 생산성, 10 10○

은 표 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5-2 .

표[ 5-2] 상하위 농가간 원가 비교 (2009)
단위 원( : kg, %, )

구 분 평 균 체 중 육 성 율 원 가

상위 농가10 (A) 1.65 96.6 1350.2

하위 농가10 (B) 1.26 94.2 1540.5

A-B 0.39 2.4 △ 190.3

자료 주 하림: ( )

나나나나.... 가공품의 부가가치 제고 필요가공품의 부가가치 제고 필요가공품의 부가가치 제고 필요가공품의 부가가치 제고 필요

수익이 육가공보다는 원료육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식품소비 패턴으로 판단하면 빠른 시일내에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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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분임.

계열화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춰 판단하면 계열주체는 유통,○

가공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육농가의 이익으

로 환원하여야 하나 현재는 이러한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활

동이 부족한 상황임.

2.2.2.2. 협동조합 주도의 수직통합 도드람협동조합 주도의 수직통합 도드람협동조합 주도의 수직통합 도드람협동조합 주도의 수직통합 도드람::::

2.1.2.1.2.1.2.1. 조합현황조합현황조합현황조합현황

도드람양돈농협의 사업은 크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경제사업은 양돈 수직통합사업을 중심으로 개, 5

의 자회사와 테마사업본부 공판사업본부를 운영하고 있음, .

그림[ 5-5] 도드람양돈농협 사업 조직도

자료 도드람양돈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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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자본금은 억원 자산은 억원으로 신용부2008 139 , 2,985○

문을 제외한 자산규모는 억원임 신용부문을 제외하고 발467 .

생한 년 매출액은 총 억원이며 이중 상품매출액이2008 1,400 ,

억원 수탁사업수수료 억원 수수료수익 억원 공제수1,386 , 1.9 , 3 ,

익이 억원이 발생함8.6 .

개 자회사는 지주회사겸 사료를 담당하는 주 도축을 담5 ( )DS,○

당하는 주 도드람 가공 및 유통을 담당하는 주 도드람푸( ) LPC, ( )

드 돼지 정자를 제공하는 주 도드람유전자연구소 돈분처리, ( ) ,

및 관련 컨설팅을 담당하는 주 도드람환경연구소로 구성되어( )

있음.

개의 연구소는 도드람양돈농협에서 출자를 하였고 나머지- 2 100% , 3

개사는 조합 및 자회사간 상호출자를 통해 지배하고 있음.

한편 사료기업인 주 파레스바이오피드는 도드람양돈농협이 영- ( ) 45%,

남제분 서울사료가 씩 공동투자하여 설립하였으나 최근 부40%, 15% ,

도처리로 방향을 정함.

상호출자를 통한 자회사 지배 이유는 현재 농협법에서 지역농협의-

타 법인 투자를 자기자본금의 로 제한하기 때문임20% .

도드람양돈농협의 조합원수는 년 월 기준으로 총 명2009 9 680○

이며 사육두수는 모돈 만두 비육돈 사육두수는 평균 만, 12 , 120

두 연간 출하두수는 약 만두임, 180 .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영농조합법인500 (○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 로 출자 좌 백만원 이상을 납입하) 200 (1 )

여 가입이 승인된 자에 한함.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도드람양돈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함.

조합의 관할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부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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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또 다른 양돈품목조합인 부경양돈농협

의 존재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부산과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

이 사업의 대상지역이 되고 있음.

2.2.2.2.2.2.2.2. 양돈 수직통합 사업양돈 수직통합 사업양돈 수직통합 사업양돈 수직통합 사업

도드람양돈농협의 양돈 수직통합 사업은 조합원과 사료이용을○

매개로 구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기업주도형 수직통합과 달리.

출하에 있어 조합원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한 판매계약 방식‘ ’

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도드람양돈농협의 수직통합은 조합원에 대한 사료공급과 생돈○

출하 도축 가공 판매의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이를 관계사를, , / ,

통해 처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그림[ 5-6] 도드람양돈농협 수직통합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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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통합의 단계 중 사료공급 단계를 살펴보면 조합에서 주, ( )○

파레스바이오피드 및 일반사료회사를 통해 전량 을 통해OEM

사료를 주문 생산하여 이를 요청하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있

는데 현재 약 농가에 만톤이 공급되고 있음, 300 30 .

명 조합원 전체가 소요하는 사료량은 연간 약 만톤으로 추정되- 680 72

며 따라서 전체 사료 이용량 중 계통사료를 이용하는 비중은, 41.6%

인 것으로 추정됨.

조합에서는 현재 사료를 다른 곳보다 싼 값에 공급하고 있으○

며 사료원가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있음 이는 현재 다른 곳, .

에서 시행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로 도드람양돈농협의 수직통

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드람양돈농협의 수직통합 방식을 사료이용형으로 분류-

하기도 함.

조합원들의 생돈출하는 자율에 맡겨지고 있음 연간출하두수의.○

인 약 만두가 계통 출하되고 있으며 나머지 출하물량20.5% 37 ,

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계약하여 출하하고 있음.

계통출하는 주 를 통해 총괄 관리되며 실제 생돈은 도축장으로- ( )DS ,

바로 보내지게 됨 또한 주 는 원거리에 있는 조합원들의 출하물. ( )DS

량을 중개해주는 역할도 수행함.

계통 출하된 물량의 는 도드람양돈농협의 관계회사인 주68% ( )○

도드람 로 보내지게 되며 나머지 는 생돈 그대로 구매LPC , 32%

요청한 육가공업체로 보내게 됨.

주 도드람 를 통해 주 도드람푸드로 보내준 원료육은 가( ) LPC ( )○

공을 거쳐 브랜드육 지육 가공육 형태로 판매되며 브랜드육, , ,

의 경우 대형유통업체 대리점 정육점 의 비율5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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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매됨.

가공되는 비중은 브랜드육 지육 가공육 의 비중임- 55%, 15%, 30% .

결국 도드람양돈농협의 수직통합 사업은 협동조합 특유의 느○

슨한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수직통합시 생산에서 유,

통까지의 단일한 의사결정 수급조절 균질한 제품개발 등의, ,

특징이 잘 발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3.2.3.2.3.2.3. 조합발전사조합발전사조합발전사조합발전사

○ 년에 명의 양돈농가가 모여서 사료의 공동구매를 시작한1990 13

것을 모태로 하여 출범하였음 조합 결성 당시 사료시장은 과.

점 상태로 사료가격은 완전경쟁 가격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었

음 따라서 몇몇의 양돈농가가 모여서 사료를 공동으로 생산하.

여 사용하는 전방통합 형태의 부분수직통합을 추진한 것임.

이후 년 사료를 담당하는 주 도드람과 가공 및 유통을 담1992 ( )○

당하는 도드람푸드의 설립을 통하여 양돈 산업에서의 수직통

합 체제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양돈 수직통합의 핵심기업이었.

던 주 도드람은 년대 들어서 투자자와 조합원간의 의견마( ) 2000

찰과 이에 따른 소유권 약화로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었음 이.

에 따라 현재 주 도드람 주 도드람의 현 기업 는 도드람( ) B&F(( ) )

양돈농협과는 별개의 기업이 되어 있음.

주 도드람은 년 주 도드람사료 현재는 도드람 로 상호가- ( ) 1996 ( ) , B&F

변경된 기업임.

당시 주 도드람사료의 주식은 조합원들에게 분산되어 있었고( ) ,○

년 코스닥 등록을 계기로 투자자와 조합원간의 의견마찰1996

이 발생하였음 년대 들어서 이러한 마찰은 경영권 상실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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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되었으며 주 도드람과 연계 투자되고 있던 관계회사의, ( )

경영권까지도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당시 자회사 투자에 대한 경○

험이 일천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으나 수직통합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외부 자금을 조달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한 몫을 하게 된 것임 이후에는 이.

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권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있음.

○ 이후 잃어버린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조합 발전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기울여 정부로부터의 지원 유통 활성화 자, (

금 브랜드 활성화 자금 을 받아 년에 지분출자를 통해 사, ) 2004

료공장 주 도드람푸드 주 도드람 등의 경영권을 확보하, ( ) , ( ) LPC

여 다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수직통합 체제를 구축하였음.

아직까지 도드람이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별개의 기업인 도드람양돈-

농협과 도드람 가 공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드람양돈B&F ,

농협의 사료기업인 주 는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업명에( )DS

도드람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한편 경제사업 위주로 영위되고 있던 도드람양돈농협의 사업○

은 년 월 전남북 양돈농협을 합병하면서 신용사업을2003 3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됨.

그러나 경제사업의 중심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

서 원거리의 조합원을 합병함에 따라 조합원의 균질성이 떨어

지고 결속도가 약화되는 문제점을 낳게 됨, .

전남 북 지역의 조합원들은 숫자는 많으나 조합 사업에의 참여가 떨- ·

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사업의 참여와 상관없.

이 조합의 정치적인 결정에는 일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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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점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조합의 의사결정권을 사업 참여,

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고 있음.

년 월 돼지고기 수출연구사업단 선정을 계기로 양돈의2008 8○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연구사업 지원 수출농가 조,

직화 돈열청정화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음, .

2.4.2.4.2.4.2.4. 성과 및 문제점성과 및 문제점성과 및 문제점성과 및 문제점

2.4.1.2.4.1.2.4.1.2.4.1. 성과성과성과성과12)12)12)12)

가가가가.... 양돈 생산성 향상양돈 생산성 향상양돈 생산성 향상양돈 생산성 향상

도드람양돈농협에서 국내 최초로 임신진단과 농장전산프로그○

램을 도입하고 농장규모화를 유도함으로써 농장생산성이 크,

게 향상되어 모돈 두당 출하두수 가 약 이상 증대됨MSY( ) 4 .

나나나나.... 조합원 이익에 기여조합원 이익에 기여조합원 이익에 기여조합원 이익에 기여

양돈 생산성 향상에 따라 조합원에게 약 억원의 이익을 실308○

현시켰음.

조합원 모돈두수 두123,000≒

추가 출하두수 두 두= 4 x 123,000 = 492,000

추가 매출액 두 원 억원= 492,000 x 250,000 = 1,230

추가 손익 억원 순이익률 억원= 1,230 x 25%( ) = 308

12) 제시된 성과들은 년 도드람양돈농협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중심2005

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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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은 사료를 공급하면서 타 사료에 비해OEM○

당 원 저렴하게 공급하였으며 또한 조합의 낮은 사료가kg 10 ,

격에 자극을 받은 일반사료회사들의 가격 인하로 간접적으로

당 원의 혜택을 제공함kg 60 .

이를 통해 도드람 조합원들은 연간 억원의 혜택을 받음- 280 .

직접 절감 만톤 원 억원: 40 x 10 = 40•

간접 절감 만톤 원 억원: 40 x 60 = 240•

조합원 사료구매비용 절감 연간 억원( ) : 280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술 및 경영지도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

연간 억원의 지원효과를 거두고 있음53 .

표[ 5-3] 조합 서비스의 외부조달 시 조합원 부담 추정 (2005)
단위 억원( : )

구 분 부담액 비 고

사양기술지도 등

방문서비스
14

농가 월 회 월 만원 회방문시600 x 2 x 12 x 10 (1 )

억= 14

전문컨설팅 3 농가 만원 억600 x 50 = 3

임신진단서비스 4 농가 만원 억500 x 80 = 4

활동HACCP 4 인증농가 농가 만원 억40 x 1,000 = 4

수질분석과 분뇨처리

컨설팅
2

수질분석 농가 만원 억( 150 x 50 1 ) +≒

분뇨처리컨설팅 농가 만원 억( 100 x 100 = 1 ) =

억2

지역모임 활동 지원 8 억 개지역 억원8 (8 X 1 )

재해 부담 2 평균사고지역 개소 억원2 X 1

조합원 복리증진

지원사업
2 억 체육행사 등산대회 단합대회 등2 ( , , )

양돈기술 교육 2 억 명 백만원2 (100 X 2 )

출하서비스 12 만두 원 억40 x 3,000 = 12

소 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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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전체 양돈농가에 대한 기여전체 양돈농가에 대한 기여전체 양돈농가에 대한 기여전체 양돈농가에 대한 기여

사료비용 절감효과는 비단 도드람 조합원에게만 그치지 않고,○

사료가격 전반을 낮춤으로써 모든 양돈농가에 영향을 미쳤다

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전체 양돈농가의 사료비용 절감액이.

약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3,600 .

전체 양돈농가 사료비 절감액 만톤 원 억원= 600 x 60( /kg) = 3,600

도드람양돈농협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의 확산으로 양돈○

산업 전체적으로는 약 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8,000

것으로 추정됨.

2.4.2.2.4.2.2.4.2.2.4.2.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가가가가.... 느슨한 수직통합의 문제느슨한 수직통합의 문제느슨한 수직통합의 문제느슨한 수직통합의 문제

수직통합이 느슨하고 조합원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하여 경쟁,○

력 강화 등 수직통합에 따른 이익이 크게 실현되지 못하는 문

제점이 있음.

○ 조합원에 대한 강제성 부족은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5-6>

계통출하 물량이 에 불과한 상황을 낳게 되고 이는 수직통20%

합을 통한 이익이 조합으로 환원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게

됨.

이와 같은 상황은 조합원들의 무임승차를 촉발해 오히려 우수○

농가가 이탈하는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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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돈산업에서 협동조합형 수직통합의 모델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하며 새로운 수직통합 모델 발굴의 필요성이 증대,

하고 있음.

나나나나.... 사료이용형 수직통합의 한계사료이용형 수직통합의 한계사료이용형 수직통합의 한계사료이용형 수직통합의 한계

도드람양돈농협의 수직계열화는 사료이용을 매개로 이루어지○

고 있는 형태임 그러나 저렴한 사료공급은 자칫 조합의 이익.

실현을 제한할 수 있음.

이는 가공부문의 경쟁력이 악화될 경우 수직계열화 사업 전반○

에 이익 실현을 어렵게 하고 따라서 조합의 경제사업 전반에,

악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다다다다.... 농협중앙회 조직과의 충돌농협중앙회 조직과의 충돌농협중앙회 조직과의 충돌농협중앙회 조직과의 충돌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부문 계열화사업과 충돌하○

는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제약이 되고 있음.

농협중앙회와는 사료 브랜드육 등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으며, ,○

이로 인해 중앙회의 사업방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표적으로 도드람조합에서 인수한 원주 사료공장을 중앙회에서 인-

정하지 않은 사례임.

3.3.3.3. 기업주도형과 협동조합주도형의 비교기업주도형과 협동조합주도형의 비교기업주도형과 협동조합주도형의 비교기업주도형과 협동조합주도형의 비교

하림과 도드람양돈농협의 사례를 토대로 기업주도형과 협동조○

합주도형 통합경영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표 와 같이 정, 5-4

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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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기업 협동조합 주도형 통합경영체 비교vs
구 분 기업주도형 협동조합주도형

통합주체 민간기업 협동조합

통합방향 후방수직결합 전방수직결합

통합정도 강함 약함

핵심기능 유통가공 생산

계약방식 생산계약 판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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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6666 통합경영체 육성 방안통합경영체 육성 방안통합경영체 육성 방안통합경영체 육성 방안

1.1.1.1. 통합경영체 육성 전략통합경영체 육성 전략통합경영체 육성 전략통합경영체 육성 전략

다양한 형태의 경영체가 서로 경쟁하여 효율적인 형태가 발전○

하도록 시장의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함.

일반 식품 가공유통업체에 의한 후방통합형 농업인이 주도하는 전- ,

방통합형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 형성

정부에서도 지나치게 농업인 주도 통합 경영체에 지원하는 것은 효-

율성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크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업인 주도 통합경영체에 대해서도 농업외부의 자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일반 기업의 앞선 경영관리 노하우 접목 및 경쟁력 제고-

운영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농업인 주도 통합○

경영체는 과감하게 정리하여야 함.

농협과 농업법인을 불문하고 부실화된 조직은 과감히 정리하고 인수-

합병을 통해 규모화 추진

통합경영체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및○

관련규제의 정비가 필요함.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원가절감 및 시장개척을 위해 여러 국가-

에 진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기업주도 통합경영체의 경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은 보장하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철저히 차단할 제도

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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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 농가의 경우 위탁사육 수수료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

고 있으며 정부가 계열업체와 농가간의 관계가 공평하게 되도록 관,

리감독 기능 강화 필요

우리나라도 육계를 중심으로 시장이 독과점화 할 가능성이 있음 따- .

라서 사전에 미국의 를 벤치마킹하여 관packers and stockyards act

련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2.2.2. 기업형 통합경영체 발전 방안기업형 통합경영체 발전 방안기업형 통합경영체 발전 방안기업형 통합경영체 발전 방안

2.1.2.1.2.1.2.1.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통합경영체 사업의 진전에 따라 도축 계 시설이 현대화 되고( )○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임.

먼저 육계산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육계 당 원가는, kg○

원으로 주요 경쟁국인 미국 원 태국 원 브라질1,365 1,040 , 899 ,

원 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665 .

우리나라 육계 원가를 으로 잡았을 때 미국은 태국은 브- 100 , 77, 66,

라질은 수준임49 .

현재와 같은 국제경쟁력 하에서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생존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임 따라서 단기적으로 미국보다는 원가경.

쟁력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 25%

이상의 원가 절감이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병아리비 약품비 연료비 물류비를, , ,○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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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주요 국가의 육계 원가 비교 (2008)

주 원가는 육계 기준이며 원 적용: 1kg , 1$=1,200

자료 주 하림: ( )

표[ 6-1] 계열화 사업의 국가별 경쟁력 비교 (2008)
단위 원( : )

항 목 한국(A) 미국(B) 유럽(C) A-B A-C

병아리비 285.4 129.1 235.7 156.3 49.8

사료비 703.4 655.1 716.3 48.3 -12.9

사료운반비 제조비/ 50.6 39.1 36.3 11.5 14.3

사육수수료 151.1 154.3 128.3 -3.2 22.8

연료비 기타, 61.1 7.8 44.8 53.3 16.3

약품비 백신비( ) 31.3 1.6 43.3 29.7 -12.0

출하 운반비/ 50.6 40.8 50.2 9.8 0.4

관리 감독비 15.0 5.3 2.3 9.8 12.7

기타 제비용 16.7 7.4 194.6 9.2 -177.9

합 계 1365.2 1040.5 1451.8 324.7 -86.6

주 환율은 달러는 원 유로화는 원을 적용: 1,200 , 1,700

자료 주 하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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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돈의 경우는 모돈의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 를 늘(MSY)○

릴 수 있는 기술개발이 향후 성패를 좌우할 것임.

우리나라의 는 두에 불과한 수준인데 경쟁국인 네덜MSY 13.4 ,○

란드의 경우는 두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생산효율22.0 .

성의 격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상기와 같은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경영체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R&D ,

위한 정부의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2.2.2.2.2.2.2.2. 해외진출 확대해외진출 확대해외진출 확대해외진출 확대

세계적인 다국적 육가공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

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

최근 하림이 양돈 사업을 위해 사료공장 등을 해외에 건설하○

고 있는데 사료와 같이 국내에서의 비용경쟁력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함.

아울러 원가절감 차원의 현지공장 건설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을 확대하여야 함.

국내시장 수성에만 매몰될 경우 외국의 대형육류회사와의 경쟁에서-

장기적인 우위를 점하기 힘들 것임.

2.3.2.3.2.3.2.3. 사육농가와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사육농가와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사육농가와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사육농가와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앞서 살펴본 외국의 육류 메이저들은 대부분 국내시장을 기반○

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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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내 사육농가와의 신뢰관계 구축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며 농가와 통합경영체가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여건,

을 기업에서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업형 통합경영체에서 사육농가와의 마찰이 자주 나타○

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에 큰 손실을 안겨주,

어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2.4.2.4.2.4.2.4. 기술관련 전략적 제휴의 확대기술관련 전략적 제휴의 확대기술관련 전략적 제휴의 확대기술관련 전략적 제휴의 확대

해외 대형 육가공업체와 비교하여 국내 통합경영체의 규모는○

작은 수준임 이는 투자의 규모 경제성이 제한되어 상대. R&D

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술관련 업체들과의 제휴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태국의 그룹을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기술의 도입과 전략- CP

적인 제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3.3.3. 협동조합형 통합경영체 발전 방안협동조합형 통합경영체 발전 방안협동조합형 통합경영체 발전 방안협동조합형 통합경영체 발전 방안

3.1.3.1.3.1.3.1. 새로운 관점의 정립새로운 관점의 정립새로운 관점의 정립새로운 관점의 정립

○ 협동조합도 기업임 즉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든 조직이라는 점.

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협동조합도 이익을 남겨야.

하며 남은 이익은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투자,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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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

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함 특히 조합원들을 통한 자본 확충이.

중요하며 조합원들도 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자,

본 확충에 참여하여야 함.

조합원들 스스로 협동조합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협동○

조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조합원들은 당장의 이익을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

조합사업의 성과가 조합원들에게 배분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

고 사업 참여에 적극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영환.

경과 현실에 대해 조합원들과 지속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함.

○ 협동조합 경영자들은 자본주의적 경쟁체계와 협동조합의 사회

주의적 정신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함 또한 경영자들은 다른.

목적 정치적인 목적 등 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협동조합 사업( )

의 궁극적 목표는 조합원의 이익에 있음을 명심하여야 함.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경쟁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사○

업을 추진하는 자회사 등에는 별도의 목표를 주어야 함 이에.

따라 협동조합에서도 서로 다른 조직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음을 조합원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음.

3.2.3.2.3.2.3.2. 조합원에 대한 강제성 강화조합원에 대한 강제성 강화조합원에 대한 강제성 강화조합원에 대한 강제성 강화

협동조합주도형 통합경영체의 대부분이 판매계약을 통해 계열○

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판매계약은 계열주체가 사육.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어 통합경영체의 모델로는 적

합하지 않음.



- 122 -

따라서 단계적으로 판매계약 모델을 계열주체의 영향력이 큰○

생산계약 모델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함.

생산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은 협동조합주도형 통합경영체의 오○

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즉 조합원에 대.

한 강제성 부족과 조합원의 무임승차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생산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3.3.3.3.3.3.3.3. 협동조합간 합병 활성화협동조합간 합병 활성화협동조합간 합병 활성화협동조합간 합병 활성화

강력한 협동조합 조직이 존재하게 되면 정치권 로비 정보제, ,○

공 교육 등에 있어 장점이 있음 따라서 소규모 조합간의 합, .

병을 통해 규모화된 협동조합의 탄생이 필요함.

특히 농업분야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를 위해서는 규모R&D○

화가 되어야만 가능함 즉 규모화가 되어야 비용을 충당. R&D

할 수 있으며 제품당 비용의 감소 또한 물류비용의 감( R&D ),

소와 가공단계로의 연계가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부실 협동조합 경영체의 정리가 필요함 현재.○

부실 경영체의 퇴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규모화된 통합경영

체의 출현에 지장이 되고 있음.

3.4.3.4.3.4.3.4. 기존 농협조직의 활용기존 농협조직의 활용기존 농협조직의 활용기존 농협조직의 활용

협동조합형 통합경영체의 경우 기존 농협의 산지에서부터 소○

비지까지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장을 활용하여 산지에서

부터 소비지까지 일관유통시스템 을 구축할 필(Supply Chain)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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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자체 사업과 지역농협 사업간 갈○

등구조를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함.

4.4.4.4. 통합경영체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통합경영체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통합경영체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통합경영체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4.1.4.1.4.1.4.1. 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통합경영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

체계 구축 필요

특히 비용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외국인력 고-

용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선이 필,

요함.

4.2.4.2.4.2.4.2. 축산법 개정축산법 개정축산법 개정축산법 개정

축산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계열화사업이○

바람직함 그러나 현재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축산법에.

계열화사업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이 필요함.

년 월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 1997 7 ,

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축산업

에 대한 등록허가제를 폐지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도모 하게( )

되면서 함께 삭제함.

축산법에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현행 농안법에 명시된 유통명령제는 축산물에는 적용되.

지 않고 있음.

축산물은 부패 변질이 쉽고 시장교섭력이 낮아 생산과잉시 농가의- ,

부담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은 가격 담합이 아닌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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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임.

4.3.4.3.4.3.4.3. 표준화된 도축시설 법제화 필요표준화된 도축시설 법제화 필요표준화된 도축시설 법제화 필요표준화된 도축시설 법제화 필요

수직통합이 크게 진척된 양계의 경우에도 아직도 영세한 도계○

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양돈 도축장은 이 보다 더 많은,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음.

일 수 미만의 영세 도계장이 전체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1 20,000 34% ,

위생적인 최신설비의 대형도계장은 에 불과함13% .

따라서 축산부문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표준화된 품질위생○

등급에 맞는 생산을 위해 도축시설의 정비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도축 계 장의 위생등급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 )○

된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도축 계 장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

4.4.4.4.4.4.4.4. 협동조합의 지분투자 한도 확대협동조합의 지분투자 한도 확대협동조합의 지분투자 한도 확대협동조합의 지분투자 한도 확대

농업협동조합법 제 조 제 항에서는 지역농협이 다른 법인에57 5○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기자본의 로 제한하고 있음20% .

그러나 수직통합은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현○

행 의 지분투자 한도로는 제대로 된 투자가 힘든 상황이20%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4.5.4.5.4.5.4.5. 통합경영체의 독과점 규제통합경영체의 독과점 규제통합경영체의 독과점 규제통합경영체의 독과점 규제

최근 국내에서도 육계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점상태로 진○

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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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에서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으나 식품분,○

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향.

후 식품분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됨.

식품분야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조작 가격조작 공급- , ,

통제 등은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적인 법률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년 도축장 및 가1921 Packers and Stockyards Act(

축시장법 를 제정하여 육가공업체들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를 참조하여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5.5.5.5. 통합경영체 육성에 따른 공정거래시스템 도입 방안통합경영체 육성에 따른 공정거래시스템 도입 방안통합경영체 육성에 따른 공정거래시스템 도입 방안통합경영체 육성에 따른 공정거래시스템 도입 방안

통합경영체의 규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계약관계에 있는 사○

육농가들의 보호가 절실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통합경영체와.

사육 농가간 공정거래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공정거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보급 분쟁해결 기,○

구 설립 통합경영체의 경영정보 공시 계열 주체에 대응하는, ,

농가조직 결성의 가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4 .

5.1.5.1.5.1.5.1. 표준계약서 보급표준계약서 보급표준계약서 보급표준계약서 보급

업체별로 제각각인 계약서를 표준화하여 거래협상력을 쥔 계○

열주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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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책담당자인 농식품부가 예전부터 당사자간 계약 사‘○

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표준계약서 작업을 주도할 수는 없

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자금이 계열화사업에 지원되고 있고 사육농가의,○

보호도 농식품부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표준계약서 보급에 정

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표준계약서에는 사육수수료 비용부담 방식 손해의 책임소재, ,○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5.2.5.2.5.2.5.2. 분쟁조정 기구 설립분쟁조정 기구 설립분쟁조정 기구 설립분쟁조정 기구 설립

계약관계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경영체 사업은 계약의 내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를 당사자간 신뢰관계 구축이라는 추상적인 방법에만 의존○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사육농가가 일일이 법적으.

로 대응하기에는 비용문제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의 지속여부

도 문제가 되어 쉽게 추진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관계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함.

5.3.5.3.5.3.5.3. 통합경영체의 경영정보 공시 의무화통합경영체의 경영정보 공시 의무화통합경영체의 경영정보 공시 의무화통합경영체의 경영정보 공시 의무화

일부 대규모 통합경영체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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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되고 있으나 상당수 통합경영체는 경영정보를 공시하,

지 않고 있음.

이는 사육농가의 사육수수료 배분에 의문을 야기하여 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정부의 계열화사업 자금을 받고 있는 통합경영체에 대○

해서는 사업물량 매출액 영업이익 등 영업정보를 중심으로, ,

경영실적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5.4.5.4.5.4.5.4. 계열주체에 대응하는 농가조직 구성계열주체에 대응하는 농가조직 구성계열주체에 대응하는 농가조직 구성계열주체에 대응하는 농가조직 구성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자구적○

인 노력도 중요함.

민간주도형 통합경영체의 경우 농가들이 협의회 형태로 조직○

을 구성하고 있으나 아직 계열주체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보,

기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농가들도 조직화를 통해 계열주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며 계열주체도 농가조직을 적대시하기,

보다는 상생을 위한 대화 창구로써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임.



- 128 -

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

김동환 외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형태 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농식품, ,『 』

신유통연구원, 2008.

김수석 외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2006.

김정호 외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2004.『 』

노경상 외 한국의 닭고기 가격결정 구조 한국축산경제연구원, , , 2004.『 』

송주호 외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2007.『 』

신기엽 농협 경제사업의 비전과 과제 한국협동조합학회 년 추계 학술대, ‘ ’, 2006

회 논문집, 2006.

우재영 외 서구농협의 대 성공사례 농협경제연구소, 10 , , 2009.『 』

유철호 외 양계 계열화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 ,『 』

연구원, 1989.

정호근 농산업 수직통합의 유형별 비교분석 토의용 논문 한국농촌경제연구, , ,『 』

원, 2005.

조광호 외 양돈계열화의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제 권, ‘ ’, , 32

제 호1 , 2005.

농협중앙회,『농협연감 2008』, 2008.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보고서2008 』, 2009.

한국은행 년 기업경영분석, 2008 , 2009.『 』

Hayenga, M . etc., 'Meat Packer Vertical Integration and Contract Linkages in the

Beef and Pork Industries : an Economic Perspective', 2000.

Joskow, P.L., 'Vertical Integration', prepared for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ntitrust Sections's "Issues in Competition Law and Policy", revision, 2006.

Martinez, S.W., 'A Comparison of Vertical Coordination in the U.S. Poultry, Egg,

and Pork Industries', Agriculture Information Bulletin No. 747-05, 2002.



- 129 -

Peterson, H.C., Wysocki, A., ‘The Vertical Coordination Continuum and the

Determinants of Firm-Level Coordination Strategy’, Michigan State University,

Staff Paper No. 97-64, 1997.

Stuckey, J., White, D., 'When and when not to vertical integrate', McKinsey

Quarterly, No. 3, 1993.

Tweeten, L.,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 For Better or Worse?', Anderson Chair

Occasional Paper ESO 2404, 1998.

Ward, C.E., 'Vertical Integration Comparison : Beef, Pork, and Poultry', OSE

Extension Facts, WF-552, 1997.

Danish Crown, 'Annual Report 2007/08'

Smithfield, '2009 Annual Report'

Tyson Foods, 'Fiscal 2008 Fact Book'

'Business ; Why Is He on Top? He's a Tyson, for One' by David Barboza, New

York Times, 2001. 3. 4





부 록

농업법인제도1.

사례 기업의 주요 연혁2.

분기 육계 도계검사 실적 누계3. 2009 3/4 ( )

분기 돼지 도축검사 실적 누계4. 2009 3/4 ( )





- 133 -

부록부록부록부록[ 1][ 1][ 1][ 1]

농업법인제도농업법인제도농업법인제도농업법인제도

근거법령근거법령근거법령근거법령1.1.1.1.

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1989 ‘ ’○

사의 육성방침을 정하고 년 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1990 4 ‘ ’

제정 동년 월에 시행령을 공포함으로써 농업법인경영의 제, 11

도적 기반이 마련됨.

이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구 농업농촌기본법‘ ( )’○

에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년 월 농, 2009 4

어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농업법인 관련 제’

도의 근거법령을 강화하였음.

따라서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실질적인 근거법령은 농어업경영‘○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 제 조 과 농’ , ( 16 )

업회사법인 제 조 으로 구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 19 ) ,

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 ,

항을 규정하고 있음.

법인 성격법인 성격법인 성격법인 성격2.2.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 ’ “○

업적 농업경영체 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 로 규정하고” , “ ”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 ,

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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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주체설립 주체설립 주체설립 주체3.3.3.3.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

래와 같음.

발기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 : 5 ,

기인 규정에 의함 합명 합자회사 인 이상 유한회사 인 주식회( · 2 , 2 50 ,～

사 인 이상1 )

비농업인 출자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을 초과할 수 없음3/4 .

사업 범위사업 범위사업 범위사업 범위4.4.4.4.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 ,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 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매취 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 ? , 수리보관 소,

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

농지소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하지:○

만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사원의 이상, 1/2

이 농업인이어야 함 농지법 제 조 호.( 2 3 )

의결권의결권의결권의결권5.5.5.5.

영농조합법인은 인 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함1 1 ,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

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이 모두 인 표씩 동일1 1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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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6.6.6.6.

� 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 전액면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

에 대해서는 조합원 인당1

연간 백만원에 대하여 법12

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66 )

○농업소득 전액면제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

에 대하여서는 소득이 발생

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년간 법인세 감면3 50%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68 )

-농업소득에 대하여서는 최

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외소득에 대한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

○각종 감면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중소기업 한도15%( 10%)

○중소기업 일반기업 로 인하함 다만 과세표준10%, 13% . ,

천억원 초과금액은 기존과 같이 적용 개시 사업1 15% (2005

년도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조가 개정되어 작물재배업도 중2

소기업 대상에 포함되어 작물재배업 축산업 종자및묘목생, ,

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대상업종에 포함되게 되

었음)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

대통령령이 정한

작물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자 법인( ,

개인포함)

○출자조합원이 각 지분별로

배분받거나 배분받을 금액

에 대하여 납세의무 있음.

○지방세법 부칙 에(2005.1.5)

따라 년도 농업소득세분2004

부터 년간 농업소득세 납5

부의무가 없음.

○농업회사법인이 납세의무가

있음 따라서 과세표준 백. 80

만원 초과시 주민세 포함

세율 적용되어 세부담이44%

과도함.

다○ 만 현재 농업소득세가 과,

세 중단되어 년도 과세2008

분까지는 농업소득세에 대

한 부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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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양도소득세 면제

○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

출자시 양도세면제

-단 년내 출자지분을 양도, 3

시 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66 4 )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

도세가 면제되므로 임야 대,

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에

는 양도세가 과세됨 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

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양도

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

하게 됨.

○좌동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68 2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

이 년 월 일 이전에2009 12 31

농업농촌기본법 제 조제3 1

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

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

접 사용되는 부동산 농지( ,

초지는 제외 을 현물출자 하)

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

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66 7 )

○좌동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68 3 )

배당소득세 면제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

에 대하여서는 전액면제

○기타 농업외소득

-연간 조합원당 백만원 면12

제 백만원 초과하는 금액, 12

에 대하여서는 저율분리5%

과세되며 주민세가 부과되

지 않음.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

○좌동

○기타 농업외소득

- 분리과세 주민세 포함14% (

원천징수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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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부가가치세면제

(조특법

제 조제 항 호106 1 3 )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 요

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작업대행 선별 포장용역* , ,

은 면제되나 운반 저온저장,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

세됨

○좌동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105 2)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

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

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

세 환급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

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

용됨 따라서 공동구매 도. ,

소매업의 경우에는 환급은

농업인이 직접 받아야 함.

○좌동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 조( 105

제 항 호1 5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

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

임업용기자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

한 자재로서 대통령이 정

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키토산 목초액 천적( , ,

등)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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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등록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 ,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 경감하50%

고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

세 경감50%

지방세법 제 조제 항에 의* 266 7

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및 면제의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 감면액의 가( 20%)

비과세됨.

○좌동

취득세 등록세,

면제

조제 항(266 7 )

○농업법인이 창업후 년내2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전액면제

○좌동

단,○ 가공 유통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만 적용50% .

설립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 조제 항266 7 )

○법인의 설립등기시 자본금

에 대한 등록세 면제

유상증자시에는 면제되지*

않음

○좌동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 조제 항264 1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 ,

용협동조합 마을금고가 농,

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

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다만. ,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

는 영농자금 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좌동

사업소세 면제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 ,

업에 대하여 면제함.

지방세법 제 조제 항( 267 2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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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2][ 2][ 2][ 2]

사례 기업의 주요 연혁사례 기업의 주요 연혁사례 기업의 주요 연혁사례 기업의 주요 연혁

� 하림

연 도 주 요 내 용

1978 황등농장 종계농장 설립( )

1986 주 하림식품 설립( )

1988 육계계열화업체 지정

1990 주 하림 설립( )

1991
익산 망성면 도계공장 준공

익산 낭산면 부화장 준공

1992 배합사료 공장 준공 김제 만경농공단지내( )

1995
익산 용동면 종계직영농장 준공

마크 획득KS

1996
임실 종계농장 준공

국내 최대 삼기부화장 준공

1997
육가공 공장 준공

코스닥 등록

1998 품질인증ISO 9001

2000 생명과학연구소 신설

2001
하림그룹 출범 김홍국 회장 취임( )

주 한국농수산방송 지분 참여( )

2002 햄 소시지 공장 인증, HACCP

2003 익산 도계공장 화재

2004
아시아 최대 도계가공공장 준공

주 그린바이텍 인수( )

2005
주 육성 인수( )

주 주원산오리 출자( )

2007 주 선진 인수( )

2008

주 한강 주식취득( ) CM (32.98%)

주 한국농수산방송 외 개사 계열회사 추가( ) 15

대상팜스코 계열회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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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드람

연 도 주 요 내 용

1990 이천양돈조합 설립 양돈농가 명 두( 13 , 17,000 )

1991 주 도드람 설립( )

1992 주 도드람 유통설립( )

1993
도드람 조합사료 출시

브랜드육 도드람포크 출시‘ ’

1994 일본 수출

1996

도드람양돈연수원 개원

도드람양돈축협 설립 및 초대조합장 선출 진길부 조합장( )

공동출하사업 사료알선판매사업 기술지원사업 개시, ,

1997 일본 후생성 검역면제업체 지정

1998

도드람 마을 준공 및 입주

지육 및 냉장육 일본 수출

사료공급 개시OEM

2000
농협중앙회 회원가입

도드람양돈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2003
통합양돈조합 출범 도드람양돈조합 전북양돈조합 광주전남양돈( , ,

조합 합병)

2004

주 도드람 관계회사 편입( ) LPC

주 도드람푸드 관계회사 편입( )

주 바른터 관계회사 편입( )

상임이사제 도입

2005

농업회사법인 주 출범( )DS

파레스바이오피드 출자

도드람농협 죽전지점 개점

2006

국내 최초 무항생제 사양기술 발표

선포식CI, BI

도드람농협 용인지점 개점

2007 도드람유전자연구소 설립‘ ’

2008 수출연구사업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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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슨푸드

연 도 주 요 내 용

1930 트럭으로 미주리 아칸소로 과일과 닭 운반John W. Tyson →

1935 닭 전문 운반업자가 됨 캔사스시티와 세인트루이스로 지역확대.

1946 닭 배달업이 확대되면서 닭 부족 문제 발생하여 양계사업 진출

1947 사료부족에 따라 사료사업 진출 설립. Tyson Feed & Hetchery

1952 경쟁 심화와 가격 등락 심화로 사업에 위험 발생

1958 부화장과 양계 중심의 사업에서 가공사업으로 확대

1963 사의 주식이 장외거래되기 시작Tyson's Food

1965
닭의 부가가치 증대와 가격등락 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

라는 교잡종 개발(Rock Cornish game hens )

1966 창립자 아들인 이 사장으로 취임Don Tyson

1967 창립자 사망으로 이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Don Tyson

1971 회사명을 로 변경Tyson Foods

1973 인수Cassady Poultry Co.

1974 곡물가격 급등으로 창립이후 처음으로 손실 기록

1977 양돈사업으로 진출하여 년내 미국 최대의 양돈업체로 성장2

1982 산란계 사업부문을 카길사에 매도

1984 인수Valmac Industries, Inc.

1986 및 인수Heritage Valley Lane Processing, Inc.

1989 양계회사인 억달러에 인수Holly Farms 12

1992
및Arctic Alaska Fisheries Corp. Louis Kemp Seafood Company

인수

1994
힐러리클린턴의 상품선물시장 부당이익에 개입되어 만달러600

벌금 부과

1995 카길의 육계부문 인수

1998
미국 위의 육계회사 를 만달러에 인수6 Hudson Foods 681

의 아들인 이 사장으로 취임Don Tyson John H. Tyson

1999 해산물 부문을 매각

2000 육종회사인 를 완전 인수Cobb Vantress, Inc.

2001 소와 돼지 가공업체인 를 억달러에 인수IBP 32

2005 지수에 포함S&P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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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스필드

연 도 주 요 내 용

1936 버지니아주 스미스필드에 도축공장 설립Joseph W. Luter

1981 를 인수함으로써 동부로 진출 최초의 대규모 인수Gwaltney ( )

1984 돈육가공업체 인수Patrick Cudahy

1986 인수Baltimore's Schluderberg-Kurdle

1987 와의 합작회사 설립으로 자체 돼지 생산Carroll's Foods

1990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위해 돈육의 고품질화 및 품질의 균질화를

도모

1992 노스캐롤라이나에 세계 최대의 최신식 육가공 공장 건립

1994 Smithfield Lean Generation Pork™ 출시

1995 를 인수함으로써 중부와 남부로 사업지역확대John Morrell & Co.

1996 Smithfield Lean Generation Pork™ 슈퍼마켓에 대규모 출시

1998 돼지생산기업이며 협력업체인 인수Circle Four Farms

1999 미국 번째 돼지생산기업 인수4 Carroll's Foods

2000
미국 최대 돼지생산기업인 인수하면서 돼지Murphy Farms, Inc. ,

생산을 로 통합Murphy-Brown, LLC

2001
쇠고기 부문으로 진출을 위해 와Moyer Packing Co. Packerland

를 인수 미국내 번째 쇠고기 생산업체가 됨Holdings ( 5 )

2003 미국 위의 육계업체인 인수6 Farmland Foods

2005
돼지에 대한 항생제를 제한하기 위해 과 협력관Compass Group

계를 맺음

2007

를 공동인수함으로써 스미스필드는Sara Lee's European Meats

유럽의 포장육 시장에서 최대 기업이 됨

의 브랜드육 사업부문을 인수함 이에 따라ConAgra Foods, Inc. .

스미스필드의 미국내 포장육 시장 점유율이 로 상승함20%

미국 최대의 칠면조 기업인 을 공동으로 인수Butterball

을 인수함으로써 미국내 돼지생산은Premium Standard Farms 14

로 돈육가공은 로 증가17% , 26 31%→ →

년 회계연도의 매출액 억달러 달성2007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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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CP

연 도 주 요 내 용

1921
년 중국에서 이주한 치아 형제가 방콕 차이나타운내1919 (Chia)

종자가게 를 오픈하여 중국으로부터 종자를 수입(Chia Thai Co.)

1954 사료회사 설립 최초의 자회사Charoen Pokphand Feedmill ( )

1960 홍콩지사 설립

1964
창립자의 아들인 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Dhanin Chearavanont

끌어감

1970
미국회사와 합작으로 닭 육종회사 설립

그룹회장에 취임Dhanin Chearavanont

1972 인도네시아에 사료공장 설립

1973 일본으로 닭고기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시장점유율 확대

1976 싱가폴 진출

1979
중국 선전자유무역지구에 사료 자회사를 설립 중국에 투자한 최(

초의 외국 기업)

1980
새우 리서치 센터 오픈

미국회사와의 합작으로 오리사업 진출

1985 일본 혼다와의 합작으로 중국내 오토바이 제조업 진출

1986 새우 양식사업에 진출하여 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름

1988
외식산업으로 진출하여 설립Chester's Grill

슈퍼마켓 그룹인 마크로 설립

1989

일본업체와 합작으로 낙농산업 진출

미국회사와 합작으로 화학산업 진출 를 설립(Vinythai Co. )

편의점 사업 시작 세븐일레븐( )

1990 미국 과 합작으로 통신사업 진출 설립Verizon (TelecomAsia )

1994 태국에서 개소Lotus Supercenter

1998 외환위기 이후 농관련 사업 중심으로 핵심사업을 재편

2001 전자상거래 사업 시작

2003 상하이에 대형쇼핑센터인 건립Lotus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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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3][ 3][ 3][ 3]

분기 육계 도계검사 실적 누계분기 육계 도계검사 실적 누계분기 육계 도계검사 실적 누계분기 육계 도계검사 실적 누계2009 3/4 ( )2009 3/4 ( )2009 3/4 ( )2009 3/4 ( )

단위 수( : , %)

도 계 장 도계검사 실적 비 중

주 키토랑( ) 15,301,987 2.90

인천식품 주( ) 7,059,612 1.34

백령도축장 17,120 0.00

주 유성하이치킨( ) 8,000 0.00

주 플러스푸드( ) 12,540,708 2.38

마니커 주( ) 27,781,812 5.26

청정계 12,263,420 2.32

디엠푸드 12,506,545 2.37

정우식품 5,371,911 1.02

해담은세상 9,867,038 1.87

주 한강( ) CM 13,126,982 2.49

배성영농조합법인 689,004 0.13

부원영농조합법인 434,978 0.08

주 현진( ) 2,019,466 0.38

주 농협목우촌( ) 17,160,154 3.25

인제산업 주( ) 6,723,361 1.27

주 체리부로식품( ) 38,397,414 7.27

에스엠마트 19,218,345 3.64

주 씨 에스코리아( ) . 12,870,922 2.44

주 창만축산( ) 4,484,324 0.85

주 매산( ) 12,488,167 2.37

주 육성( ) 8,033,927 1.52

주 해마로식품( ) 17,328,885 3.28



단위 수( : , %)

도 계 장 도계검사 실적 비 중

주 에스에스티푸드( ) 4,961,193 0.94

일조코리아 13,724,349 2.60

성화식품 12,721,765 2.41

주 동우( ) 48,860,437 9.26

우림인티그레이션 833,183 0.16

주 아성( ) 4,030,604 0.76

주 신성글로벌( ) 3,434,203 0.65

주 하림( ) 97,078,249 18.39

주 화인코리아( ) 13,110,618 2.48

대승영농조합법인 2,059,519 0.39

주 유진( ) 3,284,743 0.62

주 금계( ) 12,204,067 2.31

주 올품( ) 45,326,773 8.59

주 한려식품( ) 1,659,910 0.31

주 광진식품( ) 5,199,632 0.99

제주가금처리장 2,978,820 0.56

주 한라씨에프엔( ) 661,589 0.13

합 계　 527,823,736 100.0

자료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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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4][ 4][ 4][ 4]

분기 양돈 도축검사 실적 누계분기 양돈 도축검사 실적 누계분기 양돈 도축검사 실적 누계분기 양돈 도축검사 실적 누계2009 3/4 ( )2009 3/4 ( )2009 3/4 ( )2009 3/4 ( )

단위 두( : , %)

도 축 장 도계검사 실적 비 중

제주축협공판장 513,605 5.01

도드람LPC 381,361 3.72

강원LPC 336,443 3.28

한국냉장 주( ) 327,712 3.20

주 영남( ) LPC 320,023 3.12

축림 316,889 3.09

논산축협식육유통센터 310,342 3.03

부경공판장 298,448 2.91

김해축산물공판장 276,267 2.69

사조산업 주( ) 275,283 2.68

주 팜스코( ) 275,087 2.68

우진산업 273,564 2.67

삼성식품 239,704 2.34

주 대성실업( ) 237,571 2.32

주 박달재( ) LPC 233,948 2.28

협신식품 215,374 2.10

농협목우촌돈육가공 199,909 1.95

우림축산 189,944 1.85

신흥산업 183,910 1.79

부천공판장 180,398 1.76

홍주미트 179,116 1.75



단위 두( : , %)

도 축 장 도계검사 실적 비 중

주 서문축산( ) 177,041 1.73

주 신원( ) 166,613 1.63

농협서울공판장 147,876 1.44

축협중고령공판장 146,931 1.43

동아LPC 142,387 1.39

주 롯데햄 우유( ) , 142,049 1.39

삼호축산 주( ) 141,512 1.38

주 중앙축산( ) 140,623 1.37

포천농축산 138,790 1.35

육미원 133,102 1.30

농협중나주공판장 132,390 1.29

동아식품 주( ) 126,862 1.24

우석식품 119,862 1.17

다원미트 108,747 1.06

주 우성식품( ) 108,460 1.06

주 평농( ) 105,392 1.03

동일산업사 105,200 1.03

주 장원식품( ) 105,104 1.03

한우영농조합맥우 103,886 1.01

합 계 10,252,991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