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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 한돈 수출업체 간담회 개최
- 축산물 수출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창구 일원화 필요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는 5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한우 ․ 한돈 수출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용철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한우 및 한돈 수출을 통해 외화
가득은 물론 국내 과잉생산시 수급조절 기능, 해외 고급육 시장
수출확대를 통한 가축 개량촉진 등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축산물 해외 수출시장은 시장이 가격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울 때도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가 필요하고, 신
규시장 개척 및 홍보마케팅 활동 등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나 관련단체 등이 수출 지원책을 강구하여
수출업체를 적극 육성지원 해야 하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와규 고급육 수출 경쟁국인 일본만 하더라도 2010년까지 농가(지
역브랜드)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없이 개별적으
로 수출을 진행해 온 결과, 업체간 과당경쟁 등 여러 문제점을 야
기하여 호주에게 수출시장을 빼앗기었다.
이에 일본 정부 주도하에 중앙축산회로 창구를 일원화시켜 수출
인프라를 재정비함에 따라 2016년 기준으로 홍콩, 미국, 유럽 등
14개국에 1천 9백여톤(135억엔)을 수출하는 등 고급육 시장을 되
찾게 됐다.
우리나라 한우고기 수출은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로 한정되어 있
으나, 2015년 12월에 수출이 시작된 이래 2016년은 46톤(검역기
준)을 수출하였고 2017년에는 57톤을 수출하여 물량면에서 약
24%의 신장율을 보였으나 금액면에서는 오히려 약 2%가 감소하
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에도 같은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돼지고기 수출은 홍콩, 일본,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으
로

2016년에

약

2천톤(통관기준)을

수출하였으나

2017년에는

1,459톤을 수출하여 약 30%가 감소했고 2018년에는 더욱 감소하
고 있다.
이는 중앙 통제 장치가 없이 수출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수출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수출단가 하락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
갈수록 감소하여 수출 경쟁력 하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한우 ․ 한돈 정육, 부산물, 육가공품을 수출
하는 협회 회원사로 (주)씨엘아이 이옥기 대표, (주)농협목우촌 이
수복 대리, 부경양돈농협 김형규 과장, (주)어메이징파인푸드 허육
대표, (주)CNC푸드 최춘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씨엘아이 이옥기 대표는 “현재 한우고기 수출은 과당경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조금을 통한 수출지원이 점차 늘어나
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돈 수출은 지원이 전
면 중단된 이후 점차 수출이 감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어 수출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축산물 전문수출
기관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로 수출창구를 일원화하여 각종 수
출지원 및 수출업체간 협의를 통한 과당경쟁 지양 등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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