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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축산의 산업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소의 의미는 역우에서 육우로 변화해 왔다. 아울러 최근 

수십년 간에 걸친 쇠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글로벌화에 따른 무역의 자유화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이 지

속적으로 진전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쇠고기 생산은 전업화, 대형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한우 상

품사슬은 기존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육류등급제,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 한우 브랜드화제도는 현재의 한우 

생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거시적인 제도와 더불어 로컬 스케일에서의 미시적 제도와 행위자

들은 그 지역만의 한우 상품사슬을 특징짓고 있다. 연구 지역인 함평은 낙후되고 쇠락한 농촌의 이미지가 강한 지역이

었으나, 낙후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우시장의 전통성을 활용한 한우 산업이 발전되고 있다. 함평의 한우 

생산은 거시적인 제도적 영향과 함께 지역의 제도적 영향이 더해져 지역의 사회적·공간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이 상품사슬을 구성하고 있다. 

주요어 : 한우, 제도화, 상품사슬, 행위자, 네트워크, 함평군

Abstract : Since the last decades, livestock ranching has been fast industrialized and the global trade of 
meat products is sheer increasing. And the Korean government opened its domestic beef market to meet 
increasing domestic demand for beef. In this context, domestic beef production took its way to specializa-
tion and scale economies, and subsequently the commodity chain of beef became different from the con-
ventional one. Such institutions as beef quality grade, HACCP, and brand marketing have strong influ-
ence on current beef production systems. Furthermore, along with the macro-scale change, regional and 
local systems and actors also transform the beef commodity chain. Hampyong-gun, which had once been 
a declining rural and under-served region in the past, is now actively reviving its economy by producing 
industrialized, specialized, and localized beef. Such native beef production is both impacted by and as-
sociated with multi-scaled actors, their institutions and supporting discourses. These heterogeneous actors 
and institutions form a newer form of native beef system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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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축산업의 주요 축종 중 하나인 ‘소’는 사람의 노

동력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비(廐肥)를 생

산하고 식료품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

다. 소는 한반도의 경우 기원전 2000년경 전부터 

농경 및 운반 등의 역용(力用)으로 사육되어 왔으

며, 나라 한(韓)을 붙이는 유일한 가축으로 ‘한우

(韓牛, Korean native cattle)’1)라 불린다. 하지만 시

대의 변화에 따라 농업의 기계화 및 육식 소비의 

증가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한우는 일소(役

牛)에서 고기소(肉牛)로 용도 변경의 전환점을 맞

았다. 국내 쇠고기 수요량이 증대됨에 따라 1976
년부터 수입이 시작되었으며 1985년에 국내 ‘소 

값 파동’2)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잠정적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으나, 1993년 우

루과이라운드(UR)협상 및 1990년대 쇠고기 시장 

자유화의 압박은 결국 2008년 한미자유무역협정

을 계기로 국내 쇠고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

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입 쇠고기에 대한 축산 업계와 정부의 대

응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한우는 ‘한우 산업’3) 부

흥이라는 경제적 전략 하에서 재구성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축산업은 급변하였다. 불과 20
년 만에 한우 사육 방식을 비롯한 사육 시설 및 유

통 체계는 급속도로 산업화 되었으며 이러한 변

화 속에서 한우의 특성 및 속성 또한 효율적인 상

품 생산이라는 목표 아래 끊임없이 개량되고 있

다. 같은 땅에서 산출된 것이라야 체질에 잘 맞는

다는 ‘신토불이(身土不二)’ 담론을 표방하지만, 역

설적이게도 한우는 외국산 옥수수 사료를 주식으

로 하고 있다. 이 결과 높은 사료비는 생산 비용의 

증가를 낳았고, 생산비용의 증가로 소비 가격이 

상승하면서 결국 한우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또한 육류등급제의 

효과로 기대되었던 요리 용도에 맞는 소비 행태와

는 달리 육질에 따른 가격 형성은 주로 1⁺⁺ 등급의 

한우 생산에 집중하는 농가를 증가시켰고, 3등급 

한우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였다.4) 여기에 안전

성과 브랜드까지 가미되면서 한우는 여러 종류의 

지식 체계가 담긴 담론적 구성물이 되었다. 세계

화와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한우 상품사슬은 표준

화, 위생, 로컬리티 담론에 의해 제도화되고 있으

며 제도화된 흐름 속에서 한우는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축

산의 산업화 및 무역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한우 

쇠고기라는 축산물이 축산품이 되어가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화의 과정과 변화된 한우 상품

사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품사슬(com-
modity chain)은 생산에서부터 소매까지 상품 이

동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현대의 

노동 생산물은 상품의 형태를 취함에 따라 그 가

치의 결정이 오로지 상품 가격을 통해서만 이루어

지고, 이러한 행태가 상품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 

유통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갈등과 소외를 감추

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품사슬을 통해 상품

의 이동과 부가가치를 분석하고 행위자들을 파악

하는 것은 전체 상품 생산 시스템의 체계(사회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차원)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고 상품 및 생산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숨은 면들을 포착할 수 있다(Gregory et al., 

2009: 101). 
연구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우 생산

의 제도화 과정이 실질적으로 함평 지역의 한우 

상품 사슬에 미친 영향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거

시적인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화가 보다 로컬한 

스케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구체적인 상품사슬

은 단계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둘째, 

구체적인 지역을 통해 한우 상품사슬을 분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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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한우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개입하는 행

위자와 물자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매개하는 

장소와 공간 그리고 지역적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지리적으로 상품사슬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라남도 함평군이 이러한 연구 목적에 잘 부합

하는 지역이다. 전라남도 서해안 서북부에 위치하

고 있는(그림 1) 함평은 2011년 현재 총 한우 사육 

가구 수는 1,839가구, 총 사육두수는 36,300마리

로, 전남의 각각 5.6%와 7.1%의 수준이다. 가구당 

사육 규모는 전남의 10.1 마리보다 함평군이 13.9
마리로 높다. 최근 2008년 천지 한우 산업 특구로 

선정되었으며, 한우 관련 지역특구로는 전국에서 

울주·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김제 총체보리

한우 산업특구 다음으로 세 번째이고,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한우 관련 산업특구로 지정되었다. 예

로부터 함평은 ‘전남의 소 값을 좌우한다’고 할 정

도로 우시장으로 유명했던 곳이며, 전남의 대표적 

가축 시장으로 지금도 명맥이 유지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우와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최근의 제도적 흐름이 함평을 통해 

농업의 산업화 및 시장 경제주의의 만연에 따른 

자본·제도적 식민화의 과정과 전략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상품사슬 분석에 토

대를 둔다. 이론적으로 상품사슬은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상품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다. 

그렇기에 으레 상품사슬이라고 함은 상품 생산 전

과 소비 그 후를 간과하거나 과소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어떤 상품을 생산할 것인지 결정하

기까지, 그리고 농산물이 농산품이 되기까지의 과

정은 상품이 생산되어 소비되기까지의 과정 못지

않게 수많은 행위자들의 정치적인 투쟁의 과정이

며 담론이 형성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Fine과 Leo-
pold(1993: 28)는 상품의 상징적인 의미와 그들의 

물리적인 실체 사이의 끊임없는 변화 관계를 포착

하고, 다양한 상품들이 시대의 변화 논리에 따라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됨을 이야기 하였다. 이러

한 상품 생산의 숨은 면들을 드러내려는 활동들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상품뿐만 아니라 상품에 담

긴 담론, 지식, 공급 시스템을 통한 재현도 추적해

야 한다(Leslie and Reimer, 1999: 405).
따라서 상품의 흐름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통해 사슬의 단선적이고 시스템적인 측면

을 보완하고 상품사슬을 구성하는 행위자와 그들

의 수행을 이해함으로써 상품의 다양한 맥락을 포

착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 입각하여 

다양한 상품사슬적 접근을 통해 정치경제적, 문화

적 관점으로 상품사슬에 담긴 긴장과 역동성에 주

목하고자 한다. 

그림 1. 전라남도 함평군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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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면에서 상품사슬과 제도적 맥락 사이의 

교차에 대한 이해는 상품사슬에 대한 풍부한 해석

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상품사슬은 

제도적 맥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제도의 공식

성과 비공식성은 사슬의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측

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맥락적인 측면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지역의 한우 상품

사슬을 특징짓는 제도 또한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

자들의 공식적·비공식적 관계의 결과로 파악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함평 지역의 한우 상품사슬 특성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현지 조사와 관계자 및 생산 농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013년 5~7월까지 현

지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으며 중요 행위

자의 경우 일회성의 인터뷰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정보

를 얻고자 하였다. 비구조적 인터뷰(unstructured 
interviewing) 형태로 진행함으로써 현지민의 입장

과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행위자별로 범주화하였으며 크게 축산 전

문가, 함평축협 및 산하기관과 함평군청, 생산 농

가 그리고 기타 도축장 등의 외부 행위자로 구분

하였다. 먼저 축산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우 생산에 관한 기초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다음

으로 함평축협 및 산하기관, 함평군청과의 인터

뷰를 통해 함평 내 한우 생산 관련 정책 자료와 공

식적 정보를 얻고 이들의 입장을 파악하였다. 추

가적으로, 생산 농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

인 한우 생산 과정을 파악하였으며 이들의 입장과 

상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축장 등의 외부 

행위자 관련 자료의 경우 함평 내 입지한 도축장 

직원, 그리고 생산 농가, 축협 및 군청의 관계자와

의 인터뷰를 통해 수합하였다. 

2. 농·축산물 상품사슬에 관한  

이론적 고찰

Wallerstein과 Hopkins는 ‘상품사슬’은 “노동과 

생산 과정의 네트워크로 이것의 결과는 완성된 상

품(1986: 159)”이라 하였다. 이는 생산에서부터 소

매까지 상품 이동의 전체적인 과정을 나타낸 것으

로 Talbot(2002)은 상품사슬을 ‘생산 또는 1차 상

품으로부터의 추출에서부터 중간 공정 단계를 통

해, 소비자에게 팔리는 최종 생산물까지의 연속적

인 과정(sequence of processes)이자, 첫 번째 단계

의 원료 거래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소비자에

게 팔리는 최종 생산물로 끝나는 거래의 연속물(a 
series of transactions)’로 설명하였으며, Bair(2009)
는 상품사슬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단선적인 

부가가치 과정이라기보다 생산과 분배, 교환의 상

호 연쇄 시스템에 엮여있는 관계의 매트릭스’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농·축산품은 공산품과는 다르게 생물

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 및 

일괄 공급의 어려움으로 상품화가 불가능한 품목 

중 하나이다. 또한 ‘조달의 구조가 생산국에서 소

비국으로 단조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리적 패

턴은 공산품의 상품사슬보다 단순하다(한주성, 

2009: 728)’.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녹색혁명 이전

까지에 해당된다. 식품의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

는 변화되어져 왔으며 식량 생산의 산업화 현상은 

증가하고 있다. 녹색혁명과 과학 및 기술 발전에 

의한 식량 생산은 생작물도 제조업 생산품과 마찬

가지로 투입되는 요소에 따른 공급량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그야말로 자연에 의

한 농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자본에 의해 농산품이 

되는 과정으로 변화한 것이다. 

농·축산물 상품사슬 또한 자연히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특징에 기반하여 등장한 개념이 농산품 시

스템이다. 농산품 시스템(agro-food system)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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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산(farming)과 생산에 투입되는 농업 관련 과

학과 기술(upstream industries), 식료 가공, 마케

팅, 분배와 소매(downstream industries), 가계의 

식료 구매 및 소비로 구성되어 있다(Gregory et al., 

2009: 20). 이는 주로 가공품, 육류, 채소, 과일 등

의 고가치 식품(HVFs: high-value foods)에 적용되

며 곡물 같은 전통적인 농산품의 순환과는 구별된

다. 또한 이는 농식품 산업 상품사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보다 기계화되고 고도로 통합된 초국

가적 생산 네트워크를 가진 상품사슬과 이에 대항

한 공정무역 조직을 수반하는 대안적인 상품사슬

이 그것이다. 따라서 농·축산물의 다양한 상품사

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상품사슬과 지

역 및 공간과의 관계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리학에서 해외의 농·축산물 상품사슬 관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농·축산물이 

정치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연구되었

다. Hughs와 Reimer(2004), Stringer 와 Heron 

(2008), Belasco 외(2009)의 단행본을 통해 실증

적, 경험적 연구에 기반한 다양한 농·축산물 사

슬 구조를 살펴볼 수 있고, 특히 2000년대에 이르

러 식료 및 식품에 대한 관심과 농산물의 글로벌 

상품사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

구가 증가하고 있다(Goodman and Watts, 1997; 
Dolan et al., 2001; Talbot, 2002; Reardon et al., 

2003; Hollander, 2005; Baly-Palmer and Besty, 
2006; Neilson et al., 2006; Larsen, 2008; Bitzer, 
2008; Challies and Murray, 2011; Riisgaard and 
Hammer, 2011). 

하지만 국내 지리학의 경우 농·축산물 상품사

슬 관련 선행연구는 아직 드문 편이다. 최근에서

야 몇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충북 음성

군지역 접목선인장을 대상으로 글로벌 상품사슬

을 분석하여 노동의 공간적 분업과 상품의 고품

질화를 통한 사슬의 공간적 지속성을 살펴본 장미

화·한주성(2009)의 연구와, 농식품 상품사슬의 

지역화와 착근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내생

적 발전전략과 대안적 농식품 체계를 주장한 정선

화(2011)의 연구가 있다. 수산물에서는 영덕군 강

구항의 대게상품사슬을 밝힘으로써 사슬과정에

서의 지역적 차이에 주목한 정현철(2012)의 연구

가 있고, 축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돈육 생산의 산

업화 과정과 이에 따른 공간적 변화를 살펴본 박

은옥(2013)의 연구가 있다. 또한 제도 및 행위자와 

지역과 지역의 농산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살펴

본 연구(조영국, 2013; 김두철 외, 2013; 이승철, 

2013)들도 있는데 이들은 베트남 닥락성 커피 생

산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커피 생산지리의 변화와 

커피 가치사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의 

등장에 의한 국내 농·축산업의 변화와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그리고 이에 

따른 상품의 의미 변화와 지역과의 상호작용에 따

른 공간적 변화에 관한 비판적 고찰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한우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여 상품사슬을 그려냄

으로써 한우 상품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미시적 환경 요소와 상품사슬의 역동성을 만드는 

다양한 제도 및 행위자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쇠고기 상품사슬은 축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행

하는 『축산물 유통실태』를 통해 매년 유통 경로와 

유통량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

면 소(쇠고기)의 유통 채널은 크게 양축 농가가 문

전거래를 통해 매매하여 도축이 이루어지는 구조, 

양축 농가가 산지조합을 통한 계통출하를 통해 도

매시장으로 출하가 이루어지는 구조, 양축 농가가 

가축시장을 통하여 매매를 하고 거래된 소들이 도

축장에서 도축되는 구조가 있다(그림 2). 쇠고기

는 짧게는 3단계, 길게는 9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있고, 도축장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이다(표 

1). 이 때문에 쇠고기로 일반 농산물보다 유통단계

가 많고 복잡하며, 유통 접점 마다 관계하는 주체

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출하되기 이

전의 사료 수급, 호르몬 및 약물 투여, 사육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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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생산과정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며 아직 유의

미하게 그려진 한우 상품사슬은 없는 상태이다.  

3. 함평 한우 생산

함평은 천연 자원 및 관광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산업시설도 적어 낙후되고 쇠락한 농촌의 이미지

가 강한 지역이다(조안나, 2010). 1999년 나비축

제로 지역이 알려지기 전만 하더라도 지역 자립도

는 전남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의 하나였으며5), 지

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나 소득 작물의 생산량 또

한 적었다. 이러한 지역 상황에서 지역을 대표하

는 농산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우시장의 전통

성을 활용한 한우 산업이 주목받게 되었다. 함평 

지역이 한우에 투자하는 비중은 다른 지자체에 비

해서 월등히 높은 편이다. 군청의 행정조직 중 축

산과에서 한우 육성 담당 부서가 배치된 지역이며
6) 2013년 함평군 21개의 축·수산업 정책 중 12개
7)가 한우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전체 축·수산업 

표 1. 쇠고기 유통단계 및 관련 행위자

구분 1 2 3 4 5 6 7 8 9

유통단계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유통형태 생축 지육 정육

유통주체
농

가

우

시

장

가축

거래상인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조합, 정육점 등)/

기타(육가공업체)

도매시장/

공판장/

도축장

축산물시

장/식육포

장처리업체

식육

판매업체

일반음식

점/집단급

식소

소비자

출처: 축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유통실태, 2012, 10

그림 2. 소(쇠고기) 유통경로

출처: 한국축산신문, 한국축산연감, 2013,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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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 반 이상을 차지해 지자체에서 한우에 대

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현 군수

가 함평축협 조합장을 지냈기 때문에 한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고, 실제적으로 한우특구에 대

한 관심이나 한우 브랜드 관리에 있어서 함평군의 

정서적 애착과 물질적 투자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함평군의 가구당 사육규모는 지난 수 십년 동

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그림 3). 특히, 함평군

은 2004년 전라남도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자 

선정에 이어서 2008년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지

정의 영향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크게 늘어

나고 있다. 함평의 읍면별 한우 사육 현황을 보면, 

손불면이 다른 읍면에 비해 사육호수 및 두수가 

많은 편이다.8) 고급육9) 생산량에 있어서도 손불면

이 월등히 많은 편인데 함평군청 관계자에 의하면 

바다에 접한 지리적 위치로 통풍이 잘 되기에 한

우 양축 환경의 쾌적성을 높여주어 한우사육에 유

리하고 다른 읍·면에 비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

이는 개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그림 3. 함평군 한우 사육농가수와 사육두수의 변화(1963~2012) 

출처: 함평군 내부자료, 2013

그림 4. 함평군 읍·면별 한우 사육두수 분포 

(2013년 6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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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함평 우시장은 전남을 대표하며 장날

만 되면 비교적 큰 규모로 소를 매매하려는 사람

들로 활기를 띤다. 축산 농가의 증가와 거래되는 

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1992년 교통이 발달한 현

재 읍내의 위치로 우시장을 이전하였으며, 장날에 

거래되는 소의 숫자는 큰 소가 100여 마리, 송아

지가 200여 마리 수준이다(함평군지, 2011: 898).

4. 한우 생산의 제도화

일반적으로 제도화란 행위자들이 특정 네트워

크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맺는 법률, 규칙, 계

약 등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상호 협약 및 그

에 따른 다양한 기구, 기관, 시설 등의 물리적 환

경을 총칭한다. 제도는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 행

위자들의 특정한 행동 패턴을 고무시키거나 저지

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조절한다(Aoyama, 2011: 
167). 이는 경제 활동이 특정 장소에서 어떻게 행

해지는지를 결정하는 규칙과 규제 같은 ‘공식적 제

도’와 특정 장소의 기업가적 그리고 정치적 문화와 

관련이 있는 덜 유형적이며 장소 특유의 비즈니스

를 행하는 방식인 ‘비공식적 제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Coe et al., 2007: 104). 
Gereffi(1999)가 상품사슬에서 제도적 틀을 고

려한 바 있으며, “사슬 상의 모든 지점이 착근되어 

있는 제도적 맥락과 연결(Coe et al., 2007: 104)”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사슬과 제도적 맥락 사이

의 교차에 대한 이해는 상품사슬의 흐름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하나의 경제 활동은 국가적 수준의 제도와 글로

벌 수준의 제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산

물이다. 글로벌 스케일에서 세계 무역 기구를 비

롯한 각종 세계기구 및 지역 블록이 거대한 경제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국가 스케일에서는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및 규제적 틀이라는 톱

니바퀴와 지방정부의 지역 성장 정책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한우 생산에 관여하는 제도 또한 글로벌 수준의 

제도와 국내 및 지역 수준의 제도적인 영향의 복

합물이다. 함평의 한우 상품사슬은 글로벌 및 국

가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육류등급제와 위생제도

가 집약된 브랜드 한우인 ‘함평천지한우’를 통해 

표준화, 위생 및 안전, 로컬리티 담론이 집약, 구

현되어 있는 특징을 띤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사

슬은 여러 스케일에서의 제도 및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다음 내용을 통해 사

슬을 특징짓고 있는 관련 행위자들과 제도들 간 

상호작용을 살펴볼 것이다. 

1) 관련 행위자

한우 생산 제도화에 따른 한우 상품사슬의 특성

을 토대로 함평 한우 상품사슬을 특징짓는 행위자

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크게 배경행위자, 주요행

위자, 관련행위자로 구분할 수 있다. 배경행위자

는 국제곡물기업, 대형식육가공회사, FAO, WTO
를 포함하는 글로벌 행위자들 및 농림축산식품부

를 비롯한 국가 기관과 관련 이익 단체 등 국가적 

한우 생산의 제도를 주도하는 행위자들로 거시적

인 제도적 틀을 만듦으로써 함평 한우 상품사슬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주요 행위자는 함평의 한우 상품사슬

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로서 지역 내에

서 브랜드 한우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함평축협과 한우 생산 농가 그리고 함평군청

이 이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쟁우위를 만들

기 위해 힘쓰는 자들로, 지역만의 미시적인 한우 

생산 제도 및 틀을 만드는 행위자들이다. 

관련 행위자들은 함평의 한우 생산을 보조하는 

자들로 일반 사료회사 및 제약회사와 축사 관련 

시설 및 설비 업체, 컨설팅 업체 그리고 생산 농가

들의 비상시 출하를 책임지는 중간 상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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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거시적 제도와 미시적 제도 사이에서 전체

적인 한우 산업을 보조하고 있다. 

이렇듯 상품사슬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은 축산 정책과 쇠고기 생산 체계의 변화에 따라 

전체적인 한우 상품사슬을 특징짓고 있고, 이들의 

수행은 다양한 전략으로 나타나 한우 생산에 있어

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2) 거시적 수준의 제도화

국내 쇠고기 생산은 축산의 산업화 및 무역의 자

유화라는 변화와 맞물려 변화해왔다.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은 국내 축산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결여한 채 외국의 정책을 받아들이

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생산 방식과 

제도는 등장은 짧은 계도 기간을 거쳐 국내 축산 

정책에 자리잡게 되었다. 한우가 역우에서 육우로 

용도가 바뀐 시기는 불과 40여 년밖에 흐르지 않

았다. 1970년 이전에는 한우 산업이라기보다는 농

민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식구로 여기면서 삶과 

애환을 같이하는 그저 순박한 한우였다. 그러나 

일소로서의 용도가 폐기되면서 소는 자연적 동물

의 의미를 넘어서 경제적 동물로서의 가치로 변화

하게 되었고, 농가의 소득 원천으로 기능하게 되

었다. 본 논문은 흐름 중 현 한우 생산에 가장 결정

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육류등급제, HACCP, 한
우 브랜드화의 제도화 특징과 과정을 살펴봄으로

써 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육류등급제

육류(축산물) 등급제도10)란 품질 고급화와 수입 

쇠고기의 차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적

으로 고기의 질이 좋고 나쁜 것, 고기의 양이 많고 

적은 것을 과학적인 기준 하에 판정하는 국가 공

인제도이다. 판정등급에 따라 차등가격이 형성되

어 생산자, 유통업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거래기

준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한

우의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1990년대 육류(축산물) 등급제도의 도입은 기존

의 한우 생산과 유통 과정을 크게 변화시킨 제도

였다. 그 전까지 국내 소 경락가격을 좌우하는 기

준은 경매에 참여하는 중간거래상에 의해서 좌우

되었기 때문에 가축시장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소 

거래가격은 제각각이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

자에 의해서 공통적인 거래기준의 마련에 대한 필

요성의 목소리가 급속히 나오기 시작하였고, 미국

과 일본의 소 거래기준이었던 육류(축산물) 등급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육류등급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육량

과 육질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여 등급 정보를 제

공하고 있으나 육류등급제의 가장 큰 분류 기준은 

육질에 따른 구분에 있다. 근내지방도(marbling)
를 공통 기준으로 사용하는 미국, 일본, 한국은 고

기의 지방 함량을 높이기 위해 곡물 사료를 기반

으로 사육하고 있다. 이 중 미국은 이러한 곡물비

육 쇠고기11)를 만들어낸 국가이다. 미국은 녹색혁

명을 토대로 곡물 생산량을 크게 향상시켰으나 이

는 막대한 양의 옥수수 잉여분을 만들었으며 곧 

이는 국가와 곡물 생산자들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

다. 미국의 정부와 곡물 생산 관련 행위자들은 곡

물 소비를 위한 방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들

이 고안해 낸 방법이 바로 곡물 사료에 기반한 쇠

고기 생산이었다. 이는 결국 지방 함유량에 따른 

쇠고기 등급체계로 제도화 되었으며, 미국 농무

부(USDA)가 정한 이 시스템으로 인해 점차 더 많

은 소가 옥수수에 의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점

점 지방 함유량이 많은 고기를 ‘맛’좋은 고기로 받

아들이게 되었고 이 결과 곡물비육 쇠고기 생산이 

보편화, 일반화되어 왔다. 

등급제를 도입한지 20년이 지난 국내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012년 한우 육질등급별 출

현율을 살펴보면 1⁺⁺등급(9.3%), 1⁺등급(20.2%), 

1등급(28.6%), 2등급(27.3%), 3등급(14.1%), 등

외(0.6%)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대비 한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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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1등급 이상 출현율 24.8%에서 58.1%로 증가한 

수치이며, 마블링 선호에 의한 고급육 생산의 증

가가 전체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에 기여한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한우 가격에도 즉

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2012년 한우도체 평균

경락가격은 13,120원/kg으로 1⁺⁺등급은 17,269
원, 1⁺등급은 15,458, 1등급은 13,874원, 2등급은 

10,773원, 3등급은 8,082에 가격이 형성되었다. 

1⁺⁺등급과 3등급 간의 가격 차이는 해마다 벌어지

고 있으며 한우 생산 농가의 고급육 생산 증가 현

상은 곡물 사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키고 있다. 

(2) HACCP 위생제도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Hazard Anal-
ysis Critical Control Point)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

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

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

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

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이다. 1960년대 초 미국 

NASA에서 미국 우주계획에 사용될 식품 개발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 1989년에 HACCP 7원칙 제

시와 함께 일반화되었다. 이후 식품위생 및 안전

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식품규

격위원회(CODEX)의 위생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HACCP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

되었고, 1993년 7월 제20차 회의에서 HACCP을 

근거로 한 위생규격기준을 권고하면서 이를 식품

위생의 일반원칙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에 

HACCP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1996
년 12월 세부 운영 규정(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 고시)을 마련하였다. 도축장과 가공장을 시작

으로 2004년 축산물 판매업소, 2005년 사료공장, 

2006년 가축사육단계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가

축 사육단계의 적용은 2006년 돼지, 2007년 소, 

2008년 닭, 2009년 오리 등 단계적으로 시행되었

다. 특히 국외 HACCP 제도와 다른 특징은 도축

장과 유통 및 판매업소 외에도 가축 사육 농장과 

사료공장에도 HACCP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

는 비록 자율적용이긴 하지만 법률에 의거하여 가

축 사육 단계와 사료공장에 축산물 HACCP을 적

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

하다. 2007년도부터 시행된 ‘소 농장 HACCP 제

도’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장

에서 시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8개에 불과하

였으나 정부의 각종 관련 정책에 힘입어 2008년
에는 108개, 2009년에는 459개, 그리고 2010년에

는 1,132개의 소 농장에서 적용하여 2012년에는 

2,359개에 이른다. 이는 타 가축을 포함한 전체 축

산업의 31.5%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식육포

장처리업의 16.52%보다 약 1.9배의 높은 수치를 

보인다. 지정년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까

지 누적된 수치가 72건이었으나 2008년 1,081개
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6,369
개까지 급증하였다. 지역별 현황은 경기가 1,234
건(1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전남이 904건
으로 전국비율 12.1%를 차지하였다(축산물안전관

리인증원 홈페이지, www.ihaccp.or.kr, 최종열람

일: 2013.9.5). 
HACCP제도의 확산과 더불어 식품 위생 및 안

전에 대한 규준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인증제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농축산식품부에서

는 위생적인 농·축산물 관리를 위해 ‘친환경농산

물인증제도’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농산

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먹거리 

안전성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농업환경을 구축하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생 담론

에 따른 양축 농가들의 물적 비용 증가나 문제점

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축산물 HAC-
CP 기준원이 2010년 발표한 『가축사육단계(소) 

HACCP 적용을 위한 투자비용 모델』에 따르면 한

우농장 HACCP적용 모델 투자비용은 최소 설비

비용으로 약 115만원을 책정하였다. 하지만 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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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실제적인 인건비 및 시공비가 제외되어 있는 

금액으로 기존에 어느 정도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농가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기에 실제 소요비용

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인증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또한 제외되어 

있다. 

(3) 한우 브랜드화

초기 한우브랜드의 특징은 브랜드라는 표준적

인 상품의 생산과 일괄 공급에 목적을 두기보다

는 지연을 토대로 생산을 상호 보조하는 상호의존

적 공동체에 가까웠다. 하지만 1990년대 UR 타결

로 축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수입육과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고급육 생산과 브랜드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브랜드 

경영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다양

한 분야에서 브랜드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후 축

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 근거하여 ‘축

산물 브랜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우

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제도’12)를 도입하였다. 이와 

흐름을 같이하여 2006년에는 ‘광역브랜드’13)가 탄

생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 전체 축산물 브랜드 수

는 2011년도를 기준으로 총 522개(한우 177, 돼지 

215, 닭 48, 계란 53, 기타 29개)이다. 

한우 브랜드들은 ‘명품한우’라는 명목 아래 높은 

등급의 한우를 안전하게 생산함을 공통적으로 주

장한다. 이들은 대개 유사한 목표를 내세우는 만

큼 표준적인 생산 방법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

다. 특히, 이들은 품질은 균일성과 일정한 산출량

을 내기 위해서 거세 한우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높은 품질의 한우 생산을 위해 고등급의 육질을 

가진 한우를 집중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결국 이

들 브랜드의 차별성은 소비자들의 인식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각자의 브랜드 우수성을 알리기 위

해 TV와 라디오 및 PPL(product placement) 협찬

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한우 브랜드 경진대회와 ‘우

수축산물인증제도’ 및 ‘지리적표시제도’로 인증되

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인증제도를 받기위한 과열화 현상

은 제도의 난립을 가져왔고, 결국은 이름과 속성

은 같은데 주체만 다른 인증제도가 나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농산

물품질관리원 주체의 ‘지리적표시제도’와 특허청

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다. 물론 지리적표시

제도의 경우 품질인증 성격이 그리고 단체표장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전체

적인 취지와 적용 상황은 비슷하다. 더욱이 2009
년 6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지식재산권 보

호조항이 구체화되어 두 제도의 경계는 보다 모

호해졌다. 때문에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는 혼란스

러워하고 있으며 두 제도의 보완적 기능을 갖추기 

위해 중복으로 등록한 신청건수 만 해도 수십 개

에 달한다. 이 두 제도는 출원에서 등록까지만 각

각 몇 년 씩 걸리는 제도들이며 제도 인증 과정에

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종 수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 브랜드 단체들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제도적 흐름 속에서 한우는 ‘명품’한우, 

‘안전한’ 한우, ‘맛 좋은’ 한우가 되었다. 하지만 여

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양상은 이러한 제도에 

의한 한우의 ‘육우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이들의 

파급력과 부작용이다. 육류등급제는 근내지방도

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김으로써 곡물 사료에 의한 

사육 체계를 부상하였고, 이에 따른 한우 생산비

의 증가는 생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남겨졌다. 또한 국제 식품 규격의 하나인 식품 위

생제도 HACCP의 도입은 위생과 청결이라는 표

면 아래 강화된 규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 설

비 및 관련 비용 증가를 야기했다. 여기에 더해 한

우 브랜드화는 국내 축산업계에서 수입 쇠고기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제도를 도입하게 하

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제도의 난립을 

가져왔다. 특히 한우 브랜드화는 육류등급제에 의

한 고급육 생산과 위생 담론에 의한 안전한 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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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생산이 극적으로 집약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역 단위의 한우 브랜드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을 넘어서 지역끼리의 경쟁

으로 확대된 것이다. 한우 브랜드가 난립하게 되

면서 지역 간 브랜드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

으며, 로컬 수준에서의 미시적 제도를 통해 서로

를 차별화하고 있다.

3) 미시적 수준의 제도화 

함평의 브랜드 한우 생산은 1990년대 초반 함

평 축협을 주도로 시작되었다. 1990년에 생축 사

업장을 건설하여 시범 사육을 시작하였고 1998년
에는 섬유질 사료공장을 준공하여 브랜드 한우 사

양 체계를 만들어 나갔다. 2000년에 개인 영농조

합의 상품 특허였던 ‘함평천지한우’를 인수하여, 

2002년 13개의 농가가 700두로 고급육회를 결성

하였다. 그 후 각종 한우 품평회 및 우수 축산물 경

진대회에 참가하여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를 알리

기 시작하였고 2004년 전라남도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사업자’에 지정되어 2013년 4월 기준 175농

가의 고급육 회원 농가와 생축 사업장 및 위탁 농

가에서 연 13,000두 정도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표 2).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회원농가의 읍·면별 분포

를 보면 2012년 3월 자료를 기준으로 총 168개의 

농가 중 손불면이 51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함

평읍이 25개, 월야면 22개 순이었다. 손불면이 전

체 함평 한우 사육농가수가 많은 만큼 고급육 회

원농가수도 많았다. 전체적으로 인가와 떨어진 위

치에 입지하고 있으며 해안가와 야산에 분포하고 

있다(그림 5). 
함평축협에서 고급육회를 창설한지 10년이 지

난 지금 브랜드 한우 사육농가 수는 12배, 사육두

수는 18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함평 한

우 사육 농가수와 사육두수가 같은 기간에 각각 

1.13배, 3.4배 증가한 것에 비했을 때 급속히 성장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장은 함평군청의 재

정 지원과 함평축협의 브랜드 관리를 통해 이룩해

낸 결과이다. 각종 대회 수상을 비롯하여 2007년

에는 전남대학교 ‘제1호 무항생제 인증’을 획득하

였으며 2009년 함평축협 생축 사업장이 HACCP 

인증을 획득, 2010년에는 함평천지한우 프라자 한

우 직판장이 HACCP 인증을 획득하였다. 섬유질 

가공 사료공장 또한 전국에서 4번째, 전남에서 최

초로 TMR(Total Mixed Ration: 이하, TMR이라 

함) 사료공장 HACCP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 결과 함평천지한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거세수소 1등급 이상 출현율 81.6%에 비해 함평군

은 84.6%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이다. 2013년
도에는 1등급 이상 출현율이 90%를 넘어섰다. 

함평의 브랜드 한우 생산에 있어서 활력을 더한 

것은 2008년 지역 특화 발전지구14)인 ‘한우특구’ 

지정과 2009년 ‘지리적 표시제도’의 등록이다. 한

우 관련 지역특구로는 전국에서 울주·언양·봉계 

한우 불고기 특구, 김제 총체보리 한우 산업특구 

다음 3번째이자 전남에서 최초로 선정되었다. 정

표 2. 고급육 사육현황(2013년 4월)

고급육

사육두수

(A+B+C)

고급육 회원농가 축협

농가수
사육두수

생축장
위탁농가

고급육 암소 수소 농가 두수

5,848 175호 4,059(A) 6,746 1,230두 400(B) 10호 1,389(C)

출처: 함평축협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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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명칭은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로 한우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소득 증대를 그 목표로 한

다. 특화사업 주요 내용은 2008년부터 2012년까

지 총 680억원을 투자하여 특구 지역(923만㎡)내

에 고급육 생산, 품질관리·유통, 체험관광의 기반

을 구축하고자 함평 천지한우 우량 암소핵군 육성

사업, 명품화 사업, 친환경 조사료 생산 기반 강화

사업, 홍보·마케팅 강화사업, 이벤트 및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농지법 특례, 식품위생법 

특례, 도로교통법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특

례, 하천점용허가 특례 등 모두 5건의 규제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지역특구편람, 2008:155).15) 

2007년 11월 함평 군청 및 축협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특구 계획 수립에 착수한 한편, 그 

후 브랜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워커힐 호텔과

의 한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함평의 한우 특

구 지정 및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홍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2009년 ‘지리적표시제’ 인증은 한우로는 횡성, 

홍천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이며 전남지역 축

산물로는 최초로 ‘제 57호 지리적표시제’로 인증

되었다. 실제로 한우특구 선정 이후 고급육회 회

원수와 사육두수 모두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하였

고, 함평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는 총 사육두수

가 30,000두를 넘어섰다. 

 이러한 함평 한우 생산에 관한 일련의 제도적 

흐름 속에서 함평축협은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의 

역할을 하였다. 지역의 대표적 농·축산물로 한우

를 육성하려는 함평군의 분위기는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사업자인 함평축협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다. 실제로 함평천지한우 상품사슬의 생산지원 단

계부터 소매까지 모두 함평축협의 영향 하에 작동

한다. 생산지원단계의 함평천지한우 정액선정위

원회에 의한 정액 공급과 함평축협 TMR 사료, 함

평축협 미생물 연구소의 생균제, 생산 단계의 함

평천지한우 사양 관리 체계, 출하 및 도축 단계의 

축협을 통한 계통출하, 소매 단계의 지정 판매점 

및 계약 소매점으로의 판매가 모두 함평축협의 영

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축협이 지역 한우 

그림 5. 함평군 고급육 생산농가 분포도

그림 6. 함평한우특구 관련시설 입지

출처: ‘지역특화발전특구’ 홈페이지(sezone.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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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사업자인 여타 지역 브랜드가 존재하며 

이들 브랜드 또한 축협이 가장 최대 행위자일 것

이다. 하지만 함평 지역의 농·축산물 자원의 절대

적인 부족과 축협 조합장 출신 함평 군수의 한우 

브랜드에 대한 열의는 함평 지역의 경제적, 사회

적, 정치적 특수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함평 한우 상품사슬의 특징

함평의 브랜드 한우 “함평천지한우”의 등장은 

함평의 변화된 한우 상품사슬을 가장 잘 보여준

다. 함평 한우 상품사슬의 변화는 국제 환경의 변

화 및 국가의 정책적 대응과 맥을 같이하며, 상품

사슬은 크게 “생산지원단계 → 생산단계 → 출하 및 

도축 단계 → 소매”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생

산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암소와 송아지

를 기르는 번식 농가와 고급육을 생산하는 고급

육 생산 농가가 존재하며16) 생산을 보조하는 생산

지원단계(사료, 기자재, 사료첨가제, 약품)가 존

재한다. 고급육을 생산하는 집단은 크게 축협 고

급육회에 가입된 조합원과 축협과 계약을 맺은 위

탁 농가(계약 농가) 그리고 축협에서 직접 운영하

는 생축 사업장이 있다. 번식 농가의 경우 좋은 사

양의 송아지를 번식할 능력이 부족한 암소를 도축

하며, 주로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하거나 우시장 

또는 중간상인을 통해서 개별출하하고 있다. 고급

육 생산 농가들은 거의 90%이상 축협을 통해서 계

통출하하고 있다(그림 7). 다음은 각 단계별로 세

부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생산지원단계

① 축사 및 기본시설

과거 다수 농가의 한우 사육 형태는 농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역우 사육이었기 때문에 축사는 각 

가정마다 소규모의 가건물 형태로 존재했었다. 하

지만 소의 사육 목적이 역우에서 육우로 전환되면

서 소의 사육 형태는 전문화 되었고, 이와 관련된 

축사 시설과 농기계 또한 대형화, 현대화되었다.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 방식, 관

리 방식, 우사 형태, 우사 배치, 분뇨 처리 방법에 

따라 다른 축사 형태를 권장하고 있고, 한우 사육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온도, 습

도 및 환기율을 정하여 지붕 설치 및 축사 관련 부

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과학적으로 수치화

시켜 제도화하고 있다. 축사 및 관련 부대 시설 관

련 제도는 기본적인 축사 면적과 시설 및 장비 구

비에 대한 기준을 규제하고 있고, 이에 더해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더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

을 적용하고 있다. 

축산업 허가제(2012년)가 실시된 이후로 ‘건축

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라 입지상의 조건과 축사 

및 대지 크기, 관련 시설·장비에 관한 규제가 만

들어졌다. 200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실시 이후

로 꾸준히 축사를 현대화 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

만, 2013년 현재 전국 무허가 축사가 44.8%에 이

르고 있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생산 농가들의 

부지 상의 조건 및 재정 조건이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함평 축산 농가의 신축 축사의 경우 평균적으

로 평당 35만~40만원의 축사 건축비가 소요된다. 

2,000평의 규모를 가진 함평 K씨 생산 농가의 경

우 대지 비용이 약 7,000만원 투자되었고, 여기에 

축사 건축비가 약 1억 8,000만원에 농기계(트랙

터 및 환풍기 등 한우 사육에 필요한 새로운 기계

의 경우 1대당 약 2,000만원)를 더하면 대지 비용

에 비해 시설 투자 비용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축산업을 함에 있어서 고정 비용의 증가는 비전업

화, 소규모의 생산 농가들이 축산 경영을 포기하

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제도’의 일환

으로 농가들의 신청을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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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대한 생산 농가들의 반응은 냉담하

다. 폐업 지원 농가로 선정되면 마리당 수소는 

81만원 암소는 90만원의 폐업 보상비를 받게 되

는데 신청 자격은 FTA 발효 직후(2012.3.15~ 

2012.12.31)에 소를 출하했거나 송아지 출산 사실

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10마리 안팎의 소규모 

사육 농가의 경우 8개월 사이에 한우 도축이나 송

아지 출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는 

것이다. 보통 한우 비육 기간이 30개월이고 송아

지 생산 주기도 1년가량이기에 이 기간을 비켜가

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함평 사육 농가의 사례에 비춰보면 한우 

산업의 불황기로 인해 비전업화, 소규모 사육 농

가의 경우 보상의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

법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한우 경영을 포기하고 

있으며, 전업화된 한우 농가의 경우는 축사 및 관

련 시설·장비에 투자된 고정 비용으로 인해 한우 

사육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에 처해있다. 

② 사료 생산 및 공급

함평의 한우 생산에 사용되는 사료는 브랜드 한

우 사육 여부에 따라 함평축협 TMR사료 공장에

서 생산되는 사료와 일반 사료회사에서 생산되는 

일반 배합사료로 구분된다. TMR은 섬유질 배합

사료 또는 완전배합사료로, 소가 필요로 하는 영

양소의 균형을 맞추면서, 동물이 선택채식을 할 

수 없도록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혼합한 사료를 말

한다. TMR사료는 함평축협에서 고급육 위주의 

브랜드 한우를 생산하고자 그들만의 한우 사양 관

련 프로그램에 맞춘 사료 급여체계라고 할 수 있

다. 동일 우(牛)군에서 모든 소가 동일한 사료를 섭

취하여 반추위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소화율을 극대화시킨다는 데에 그 장점이 있다. 

이러한 TMR 사료의 특성은 한우를 상품화하는

데 유용하기에, 함평축협을 비롯한 군청에서는 함

평천지한우라는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고 균일

한 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함평축협 TMR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 급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로 소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100% 전적으로 함평축협 TMR 사료공장에서 생

산된 사료를 먹여야 하고, 이는 전산화된 사료 구

매 프로그램을 통해 감시된다. 

1998년에 준공된 TMR 사료공장은 2011년 증설

과 함께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조사료 생산 거

점 농·축협으로 선정되었다. 송아지 사료 1종과 

낙농사료 1종, 한우 사료로는 번식우 1종과 고급

육 4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은 1일 150톤

으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3은 생산 품목

과 사료 단가를 나타낸 것이다.17)

사료의 생산은 고급육 생산에 초점을 맞춘 만큼 

제품도 이에 맞게 세분화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특히, 고급육 4호로 갈수록 농후사료의 비율

을 높임으로서 비육후기 소를 대상으로 근내지방

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는 사료 원료들과 원료의 원산지, 공급 루트 및 가

격을 나타낸 것이다.

표 4에서 농후사료를 비롯한 조사료의 대부분

이 수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조사료로 사

용될 수 있는 볏짚과 청보리의 경우 국내에서 공

급이 가능하고 가격도 더 저렴하다. 하지만 기후

적인 특성과 재배할 수 있는 토지의 한계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해진 양의 조달이 어

려워 수입 조사료의 사용 비율이 더 높다. 수입 조

사료의 평균 원가는 450원대로 볏짚과 청보리의 

원가가 120원인 것에 비하면 약 4배 더 비싼 가격

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가격은 높을 수밖

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수입 조사료의 대

부분은 미국이 주요 원산지이며 수급 상황에 따라 

함평축협 TMR공장에서 직수입하거나 NH무역

을 이용하고 있다. 

함평천지한우가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되게 생

산하는 방법은 사료에 셀레늄을 첨가했다는 점이

다(표 5). 셀레늄은 동물 체내 항산화 효소를 구성

하는 미네랄 영양소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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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국내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

합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셀레늄 허용 범위는 육

우나 축우의 경우 2mg/kg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

러나 사료의 종류나 양축 환경 등에 따라 셀레늄

의 허용 범위는 가변적이므로, 이러한 수치는 정

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김국원, 2013: 9). 
함평축협에서 셀레늄을 한우에 첨가하게 된 계

기는 브랜드 한우 계획 단계에서 브랜드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함평이 우리나라에서 

게르마늄 성분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18)는 지

역적 특성과 연결시켜 ‘기능성 한우’ 생산이란 모

토로 일명 ‘함평천지한우 셀-비프(sel-Beef)’를 개

발하게 되었다. 

표 3. TMR 사료제품의 특징과 공급가격

품목 대상
조사료 및 농후사료 배합비율(%)

(조사료/농후사료)

가격

(원/20kg)

황금송아지용 송아지 37.5 / 62.5 12,840
육성번식우용 암소 12.5 / 87.5 9,170

고급육 1호(습식)용 거세수소 33 / 67 7,090
고급육 2호(건식)용 〃 14 / 86 9,170
고급육 3호(건식)용 〃 7.5 / 92.5 9,470

고급육 4호(마블탑)용 〃 5 / 95 10,250

출처: 함평 TMR 사료 공장 내부 자료와 인터뷰 조사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표 4. 사료의 원산지와 공급업체 및 가격

품명 원산지 공급루트 가격 (원/kg)

농후사료
 옥수수 미국, 인도, 중국 함평축협, NH무역 480
 옥수수 사일리지 베트남 〃 200

조사료

 청보리 한국(함평, 영광) 국내수급 120
 볏짚 한국 〃 120
 페스큐 스트로우(Fescue Straw) 미국 함평축협, NH무역 435
 블루그라스 스트로우(Bluegrass straw) 〃 〃 455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talian ryegrass) 〃 〃 430
 라이그라스 스트로우(Ryegrass straw) 〃 〃 415
 라이그라스 헤이(Ryegrass hay) 〃 〃 470
 클라인 헤이(Cline hay) 〃 〃 520
 버뮤다 헤이(Bermuda hay) 〃 〃 470
 연맥 헤이(Oat hay) 호주 무역회사 550
 티모시 헤이(Timothy hay) 미국 함평축협, NH무역 660
 알팔파 베일(Alfalfa Baled hay) 〃 〃 565
 면실 호주 무역회사 515
 비트펄프 (Beet pulp) 중국산 〃 520

출처: 함평 TMR 사료 공장 내부 자료와 인터뷰 조사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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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함평 한우는 전국최초로 한우에 셀레

늄을 첨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한우의 

과학기술학이 주변의 일본, 미국보다 발전했

음을 의미합니다.” -함평사료공장 관계자

이는 사료 공장의 관계자가 과학 기술의 우수성

을 언급한 것처럼 한우를 ‘과학주의’ 담론과 연결

시킨 실질적인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과 비슷한 한우 사육 체계를 가진 일본, 미국

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들 국가들이 보통 사육 기

간과 육종 개량에 초점을 두고 쇠고기 품질을 관

리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사육 기간과 육종 개량

은 물론이거니와 소위 몸에 좋다는 마늘, 쑥, 홍

삼 및 각종 영양소등을 사료에 첨가하고 있다. 이

러한 각종 사료의 특성은 한우 브랜드 마케팅으로 

나타난다. 축산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첨가물질

은 대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과도한 사

료 생산비로 인해 그 첨가량이 미미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힘들다. 

함평 축협의 TMR 사료의 경우 송아지에서부

터 성우까지 급여되는 사료를 보았을 때, 셀레늄 

첨가로 인해 약 15만~18만원의 생산비가 추가되

고 있으며 이는 사료비 인상으로 나타난다. 여기

에 더해 최근의 한우 시장의 악화는 농가의 부채

를 증가시키고 있고, 이의 파급효과는 전방산업19)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함평 TMR 사료공장의 

경우 함평의 한우 브랜드 육성 정책에 맞춰 거세

우 사육 증가에 따라 사료 생산량을 증가시켰으나 

농가들이 사료 값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08년부터 밀린 미수금은 현 2013년 6월 까지 약 

40억 원대에 달하고 있다. 

③ 보조사료(사료첨가제)20) 및 약품

사육 규모의 대형화와 밀집 집단 사육에 따른 질

병 발생과 생산성 향상에 수반하는 영양소 요구량

의 증가는 동물 약품의 대량 수요를 창출하였다. 

이 결과 1960~1970년대 국내 축산업의 성장만큼 

동물 약품 산업 역시 크게 신장하였다. 하지만 식

품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 

약품 사용에 따른 식품 약제 잔류 문제가 제기되

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동물 약품의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국가검정이 1962년, 항생물질에 대

한 국가검정이 1963년에 시행되었다. 1965년에는 

“동물약품 등 제조업 및 시설기준령”이 제정됨으

로써 제조업에 필요한 시설 기준 등이 정해졌고, 

같은 해에 “동물약품 등 취급규칙”이 제정되어 동

물용의약품의 제조,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

되었다.21)

특히나 성장 촉진용 항생제의 사용 금지는 가축 

생산성 저하와 함께 생산비 증가를 가져왔으며 항

생제 대체 물질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

러한 대책은 보조사료의 증가로 나타나는데,22) 함

평축협미생물연구소의 설립 또한 이러한 일환으

로 축협 TMR 사료 공장 산하에 소속되어 있고, 

2010년 설립된 이래로 미생물을 활용하여 효소

제 및 생균제를 생산하고 있다. 생균제는 가축에

게 사료 급여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시킴으

로써 영양분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과거 성장 촉진용 항생제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사료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농

가의 사료 부담을 덜어주고 도축 가능한 무게까지 

도달하는 기간을 단축시킨다. 

농·축협이 운영하는 미생물 연구소는 중앙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함평이 유일하다. 함평 외 다

른 지역 및 해외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우 생균제를 비롯한 다른 축종용 생균제와 사일

표 5. 함평천지한우 사료급여 비율(2013년 4월)

급여사료
급여비율

(%)

국산비율

(%)
수급방법

셀레늄강화 섬유질 사료

(TMR)
70~80 20 정도 함평축협

조사료(볏짚기준) 20~30 90 이상 자가

출처: 함평 TMR 사료 공장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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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발효제를 포함하여 총 6가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조사료의 증가는 생산비 증가로 이어진다. 함

평 한우 사육 농가의 경우 사료에 첨가되는 생균

제와 축사 위생을 위해 바닥에 뿌려주는 생균제를 

구매하고 있다. 사료에 첨가되는 생균제의 경우 

축협에서 권장하는 급여량이 0.5% 정도이나 농가

에서는 생산비 부담으로 인하여 보통 0.2%를 급여

하고 있다. 특히 함평천지한우 무항생제 인증으로 

인해서 생균제를 제외한 각종 예방 백신 및 면역 

증강제의 비용 또한 농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다. 

(2) 생산단계

함평천지한우를 생산하는 농가는 크게 축협 고

급육회에 가입한 조합원 농가와 축협과 생산 계약

을 맺는 위탁 농가로 구분할 수 있다. 고급육회 농

가의 경우 위의 글에서와 같이 번식우와 비육우를 

함께 키우는 혼합 양축 농가와 비육우만 전문적으

로 키우는 농가가 존재한다. 대부분 혼합 양축 농

가의 경우 중·소규모의 농가들이 대부분이며 대

규모로 운영하는 농가들은 비육우만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다. 

함평천지한우는 100% 거세우만을 대상으로 하

며 함평축협이 제공하는 “함평천지한우 성장단계

별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의거 각 성장 단계별 사

양 관리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

다. 각 단계별 관리 체계에 있어 체계화, 과학화, 

통일화를 강조하며 “함평천지한우 지리적특산품 

사육계약”을 통해 사육 및 출하를 관리하고 있다. 

단계별 사육 과정은 “밑소 입식 → 거세 실시 → 단

계별 사양 관리 → 출하”로 구성된다. 

비육밑소 선별 및 입식 과정에서는 함평천지한

우 정액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정액을 축협으

로부터 공급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송아지

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입식 이후에는 ‘입식 

시 사양관리 체계’에 의거하여 통일된 사양관리를 

시행한다. 함평축협에서 제공하는 ‘입식 시 사양

관리 체계’의 경우 전국의 주요 한우 브랜드가 사

용하고 있는 체계와 큰 차이는 없다. 

거세과정의 경우 육질과 육량을 고려하여 충분

한 근육 및 골격의 형성이 이루어진 7개월령 전에 

100% 거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계

별 사양관리 과정에서는 의무적으로 TMR 사료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고급육 사양 프로그램에 따라 시기별 사료 급여량

이 규정되어 있다. 29개월 이상의 장기 비육을 통

해 기본 670kg 이상의 완숙된 거세우가 출하·도

축되고 있으며 출하이전 25개월령 전후에 초음파

를 통한 육질·육량 등급 측정 결과가 비육기간 조

절에 활용되고 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생산에 있어 소요되는 생

산비와 경비를 토대로 두당 수익성을 도식적으

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8). 출하 체중 700kg의 

1⁺⁺A 등급의 한우를 대상으로 지육 1kg당 16,000
원으로 계산했을 때 장려금을 제외한 순수익은 

293,000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건물 및 토지 

이용 비용과 노동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이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돌아가는 순수 소

득은 적자 수준이다. 출하 장려금의 경우 1⁺⁺A는 

50만원, 1⁺⁺B는 30만원, 1⁺A는 20만원, 1⁺B는 10
만원이 지급되는데 1등급 이하로는 등급 장려금도 

지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1등급 이하의 한우를 출

하시킬 경우 손익은 거의 없다. 

위탁농가의 경우 출하 등급과 상관없이 1두당 

월 25,000원의 금액을 받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일정한 월 소득이 보장되는 셈이다. 원래 위탁 농

가에 등록된 농가들은 기본 자금의 부족 및 부재

에 의해 양축을 하기 힘든 농가들이었다. 하지만 

한우 사육 환경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함평 생산 

농가들 사이에서는 위탁농가들이 오히려 등급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자신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고 있다며 불평하는 농가들이 많았다. 

여기에 더해 각종 인증 제도의 규제들 또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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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농가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이다. 양축 농가 입

장에서는 제도 도입과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투

입에 비하여 산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인증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인증 제도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각종 인

증 제도에 대한 양축 농가의 인터뷰를 인용한 글

이다.

“친환경 인증제도든, HACCP이든 그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둘 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소 키우라는 건데. 그 취지는 좋다 그겁니다. 

사람이 먹는 건데 안전하게 키워야지요. 그런

데 그거 인증 하나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과 

노력이 너무 많습니다. 군에서 반 이상 지원

해주긴 하지만 시설 관리해야지, 항생제 쓰면 

안 되니까 사람이 먹고 바르는 것 똑같이 저 

녀석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년, 

아니 이제 기간이 축소되어서 1년 마다 재인

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검사한다고 몇 

십 만원씩 가져가니 … 그렇다고 한우 값 더 

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등급 나오는 대로 돈 

받는 거예요! 시설이야 한 번 지어놓으면 더 

추가될 게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데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

니다….”

이처럼 여러 위생 제도가 식품 안전성 강화라는 

유사한 목적 하에 시행되고 있지만, 생산 농가의 

입장에서는 생산 및 설비 비용의 증가라는 부담을  

수 밖에 없다. 인증 제도를 그저 하나의 짐처럼 느

끼는 건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는 축협

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림 8. 함평천지한우의 부가가치

출처: 함평축협 내부 자료 및 인터뷰 조사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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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HACCP이랑 친환경인증 받는 거, 

잘 키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잘 팔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비자가 보는 거야 한

우 위에 붙은 스티커(인증마크)만 보지 않습

니까. 유통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한 농가라도 

더 인증 받게 해야 하는데 100% 지원해준다

고 해도 관리하는 거 부담스러워서 안 받는 농

가들 설득하느라 힘이 듭니다.” - 함평축협관

계자

축협에서 인증받고 있는 마크만 해도 ‘소시모(소

비자시민모임)’,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시범 브랜드’, ‘전라남도지사인증

농수특산물’, ‘지리적표시제도’, ‘HACCP 인증’까

지 모두 6개에 달한다. 생산 농가 및 브랜드 관리

자들은 이들 인증 제도들이 규제하는 규준과 유통 

전략 사이에 놓인 채 거의 반 강제적으로 따라야

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3) 출하·도축 및 소매

함평천지한우는 90% 이상이 축협을 통해 계통 

출하된다. 함평축협은 제 1도축·가공공장 나주축

산물공판장(HACCP 인증)이 제공하는 수송 장비

를 통하여 도축장까지 수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주축산물공판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최근린

에 위치한 HACCP 인증 도축장의 수송 장비를 이

용함을 권고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도로 판매되는 한우의 경우 제2도축·가공공장 부

천축산물공판장을 이용하고 있다. 함평천지한우

의 출하 후 도축 전후 관리 과정은 대체로 일반 한

우의 도축 전후 관리 과정인 ‘도축-해체-가공-저

장-유통’과 동일하게 귀착되어 있다. 함평축협은 

도축·가공공장과 임가공 계약을 통하여 출하되는 

함평천지한우의 규격, 생우의 계근 및 수송, 지육

중량 및 지육등급에 대한 판정 결과, 출하량 및 도

축 후 이동·납품과정을 주체적으로 관리·감독하

고 있다. 

하지만 남은 10%의 경우 중간상인을 통해 출하

가 된다. 이렇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출하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함평축협의 상품 물동량 관리에 의

한 것이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우 생산 농가

는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우시장 또는 중간상인을 

통해 출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도축일

이 정해지면 고정된 도축두수가 발표되고 축협에

서 도축을 원하는 생산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생산 농가에서 급하게 출하를 해야 할 상

황이 벌어지거나 신청 순서에서 밀릴 경우 출하를 

할 수 없거나 예상 출하두수 보다 축소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출하를 할 

경우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로 판매될 수 없다. 왜

냐하면 “함평축협에 수매를 의뢰하지 않고 생산자

가 직접 출하하는 경우는 ‘함평천지한우 지리적표

시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간상인을 통해 출하하는 경우 대부분 생축 상

태를 기준으로 매매되는데, 소의 외양을 토대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도축 후 등급이 계약 전보다 

낮게 나올 경우 계약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도축 후 등급이 높게 나온다고 해도 

계약금보다 더 많이주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은 이러한 불리함을 알고도 중간상인에게 

판매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출하를 하고 있다. 

도축 가공된 한우는 함평천지한우 프라자, 광주

에 소재하는 대형할인점 4군데 그리고 서울의 전

남 친환경 농산물센터를 비롯한 여타 지정된 식당

들로 출하된다. 연간 2,700~2,800두(사육두수의 

45%)에 해당하는 양이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로 출

하되며 물량의 대부분이 한우 프라자를 통해 소비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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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상품사슬의 구조와 이에 개입하는 여

러 행위자의 영향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상품의 

상징적인 의미를 포착하고 다양한 상품들이 시공

간 특수적 담론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

을 포착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차원에서 상품사

슬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거시적인 차원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화가 로컬한 스케일에서

는 어떻게 나타나며, 이를 매개하는 장소와 공간 

그리고 지역적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상품사슬의 

‘지리’를 그려내고자 했다. 

국내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면서 소 사육 환경

은 전업화, 대형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정책

과 대응 속에서 소는 ‘한우’라는 담론적 구성물로 

재구성되었다. 한우 생산은 육류등급제, HACCP 

위생제도, 한우 브랜드화를 통해 제도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흐름은 상품사슬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한우 상품사슬을 ‘생산지원단계-

생산단계-출하 및 도축-소매’의 4단계로 구분할 

때, 생산지원단계의 비중이 생산단계 못지않게 비

중이 매우 높아졌다.그리고 생산과정은 표준화되

고 공장식 생산체계가 널리 보편화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지역인 함평의 경우 낙후되고 쇠

락한 이미지가 강한 지역이었지만, 낙후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우시장의 전통성을 활용한 한

우 산업이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축협 조합장 출

신의 지역 지도자 및 한우 중심 지역 경제 발전 또

한 함평의 한우 산업을 육성시켜 왔다. 함평의 이

러한 공간적 특수성은 농업의 산업화 및 시장 경제

주의의 만연에 따른 농업의 자본·제도적 식민화

의 과정과 전략들을 살펴보는 데에 유용한 시사점

을 제공해 줄 것이라 판단된다. 

함평의 한우 상품사슬을 구성하는 핵심 행위자

로서 함평축협은 브랜드 상품의 본질인 균일한 품

질의 상품을 생산한다는 명목 하에 생산 지원 단계

에서부터 소매까지 모든 과정을 그들의 영향 하에

서 작동시키고 있었고, 지역의 여타 행위자들이 브

랜드 한우를 생산하는 고급육 생산 행위자들을 중

심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들의 독점화와 배타성

은 국가의 제도적 흐름과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었

다. 생산 지원 단계에서는 시설의 전문화 및 대형

화, 사료의 특수화, 보조사료에 의한 생산비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생산단계에서는 사육체

계의 표준화 및 규준과 규제의 증가로 인한 수익성 

문제와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출하 및 소매 단계에서는 축협이 독점적인 유통 구

조를 확립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 농가의 자율성 

감소 및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함평 한우 상품사슬은 글로벌 및 국가 제도와 관

련 행위자 그리고 함평 내에 존재하는 여러 제도

와 행위자의 산물이다. 함평의 한우 상품사슬은 

육류등급제와 위생제도가 집약된 브랜드 한우인 

‘함평천지한우’를 통해 표준화, 위생 및 안전, 로

컬리티 담론으로 구성된 거시적 및 미시적 제도와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의 수행을 통해 구성되

고 있고, 상품사슬은 다시 제도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구성적, 상호강화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

1) 쇠고기는 도축된 소의 고기를 일컬으며 부산물을 포함한

다. 현대의 소는 그 사육목적이 대체로 육우로서의 기능만 

남아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소와 쇠고기를 구분함에 있어 

도축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하며, ‘한우(韓牛)’ 

또한 국내에서 사육되는 재래종 소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2) 1985년 전후 당시 전두환 정권이 농촌에 융자까지 지원하

며 소 사육을 권장하였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미국산 소와 

쇠고기 대량 수입을 발표함으로써 소 값 폭락이 발생한 사

건이다. 당시 농가부채에 내몰린 농민들은 극약을 먹고 자

살하는 등 대규모 농민 시위가 일어났다. 

3) 축산(畜産, livestock; stock raising)은 넓게는 농업의 한 부

문을 일컬으며, 좁게는 축산물 생산(livestock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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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컫는다. 축산업은 토지의 생산력을 기반으로 가축을 

길러 사람의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공급하는 활동을 의미

한다. 한우는 축종 중 하나로 넓게는 축산업의 부분을 이룬

다. 본 논문에서 ‘한우 산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

는 과거에 비해 보다 현대화된 양축(養丑)을 강조하기 위함

이다. 1990년대부터 쇠고기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면서 정부와 학계 그리고 생산자 단체에서도 한우 생산을 

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4) 현 16등급 기준으로 판정되기 시작한 2005년과 2013년의 

등급별 출현두수를 살펴보았을 때, 2005년 1등급(9단계)

이상 출현율 47.2%에서 60%로 증가, 3등급(4단계) 이하 

출현율 28.3%에서 12.4%로 하락하였다(축산유통정보센

터, www.ekapepia.co.kr: 최종열람일 2013년 4월 5일).

5) 1998년 전남평균 재정자립도는 20.3%, 상위 3지역은 광

양 47.4%, 목포 40.4%, 여수 39.7%이며, 하위 3지역은 함

평 11.6%, 장흥 8.1%, 신안7.2% 이다(재정고, http://lofin.

mospa.go.kr/main.jsp: 최종열람일 2013년 7월 2일).

6) 전남에서 군청에 축산과를 두고 있는 지역은 함평 외 담양, 

장흥, 강진이 있으며, 이들 지역은 모두 지역의 고유한 한

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7)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 

축산농가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악성질병 감염가축 검사 

및 처리, 구제역·AI차단 가축방역 추진,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화 사업, 암소 사육농가 

소득안정화, 한우 사육 농가 사육 여건 개선 지원 사업, 가

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8) 손불면의 전체 한우 사육두수는 9,476마리로 그 다음으로 

많은 함평읍의 6,983에 비해 약 2,500마리 정도 더 많으며 

가장 적은 사육두수를 가진 대동면의 2,004마리에 비하면 

4배 이상의 규모다.

9) 고급육은 육류 등급제에 의해 높은 등급을 받은 쇠고기를 

일컫는다. 한우 전문가들은 높은 등급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암소보다는 수소를 거세하여 비육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10) 육류(축산물)등급제는 육량 등급(A, B, C)과 육질 등급

(1⁺⁺, 1⁺, 1, 2, 3)을 각각 별도로 판정하는데 먼저 육량 등

급은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으로 판정하고 있

으며, 육질 등급은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

숙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1) 골격이 발육한 어린 소의 체중 증가와 품질향상을 목적으

로 하여 곡물 사료를 다급하여 비육을 하는 활동으로서 미

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구획이 나뉜 옥외축사에서 수십에서 

수백 두씩 밀사되고 있다. 이러한 밀사가 이루어지는 옥외

축사를 ‘비육장(feedlot)’이라고 한다. 보통 송아지가 방목

장에서 사육되다가 이유시기가 되면 체중이 충분한 경우

는 곧바로 곡물 비육장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육성과정

을 거친 후 곡물비육과정에 들어간다. 곡물비육을 통해 마

블링이 형성되며 이는 소의 연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를 ‘곡물비육 쇠고기(grain-fed 
beef)’라고 한다.

12) 2004년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 이후 브랜드 사육비중 및 

소비자 인지도가 향상되었다. 전체 사육비 중에서 브랜드 

한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24.8%에서 2012년 49.4%
로 증가하였다.

13) 사육기반과 브랜드 쇠고기의 출하량을 규모화 하여 브랜

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형 백화점이나 판매장에 안정적 

물량공급을 목표로 광역브랜드를 육성하게 되었다.

14) 지역특화발전지구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고 있으

며,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그 목

적으로 하고 있다. 

15) 2013년 현재 지역특구 연장신청을 통해 2017년까지 사업 

기한을 연장하였다. 

16) 전문적 번식농가와 전문적 비육농가로 나눌 수 없는 혼합

형 농가(번식+비육)도 다수 존재하나 여기서는 편의상 분

리하기로 한다.

17) 송아지 사료 가격이 다른 사료의 가격에 비해 더 비싼 것

은 송아지 사료에 들어가는 조사료의 원료에 고단백 위주

의 티모시, 알팔파 같은 고급풀이 많이 함유되기 때문이다. 

18) 전남 함평군은 2005년 전남대 과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6
개월 동안 함평군 관내 암석과 토양에 대한 성분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 결과 게르마늄 함유량이 전국 평균 0.1ppm 

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대동면 전 지역과 학교면 

북부지역, 나산면 남부지역은 2.0ppm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재선, 2005.12.01, 연합뉴스). 

19) 농식품 관련 기업은 가축 사육에 필요한 동물 약품 산업, 

종축산업, 축사 시설 기자재 산업 등의 전방 산업과 가축 

출하 이후 분뇨처리, 도축, 가공, 유통 산업 등의 후방 산업

으로 나눌 수 있다.

20) 보조사료는 사료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결착제, 유화제, 보존제와 사료의 효용증대를 위

하여 첨가하는 아미노산제, 비타민제, 효소제, 생균제, 향

미제, 비단백태질소화합물, 규산염제, 완충제, 착색제, 추

출제, 올리고당, 기타, 혼합제로 세분한다. 

21) 친환경 축산과 내성문제 등으로 항생물질 사료첨가제에 

세계적인 사용규제 경향으로 대단위로 배합사료에 첨가하

여 사용하는 항생물질 사료첨가제 시장은 대폭 축소되었

다. 10년 계획으로 추진하여온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

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정부에서는 배합사료에 첨가하

여 사용할 수 있는 항생항균제의 종류를 53종에서 18종으

로 이미 감축하였고 2011년 7월부터는 9종으로 축소하였

다(한국축산연감, 2012: 489).



319한우 생산 제도화에 따른 한우 상품사슬의 특징: 전남 함평군을 중심으로

22) 1993년 2월 23일 농림수산부령 제 1114호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시 보조사료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1995년, 1999년에 추가로 보조사료가 확대, 2002년 1월 19
일 사료공정서(농림부 고시 제 2002-6호) 개정으로 등록대

상 보조사료는 종전 40개 품목에서 약 160개 품목으로 확

대되었다. 그 후로도 꾸준히 보조사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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