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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EY는 2018년 3월 27일 자 계약("계약")에 의거하여 퀸즐랜드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DAF")의 지침에 따라,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투자 전망' 문서 시리즈 개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EY의 용역 결과는 6개 보고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보고서")는 해당 6개 보고서의 하나입니다. EY는 DAF를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오직 DAF의 이익만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당사가 문헌조사 및 EY 주제사안 리소스 및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것입니다. EY는 특정 당사자에 대한 자문사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정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EY는 일체 다른 당사자의 
목적을 위한 보고서의 적절성, 정확성 또는 완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DAF의 특정 지침에 따라 본 보고서의 목적만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이 보고서를 사용 또는 의존하거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타인이 이 보고서를 사용 또는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고서는 해당 부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목적"). 이 보고서는 DAF의 특정 지침에 따라 본 보고서의 목적만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이 보고서를 사용 또는 
의존하거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타인이 이 보고서를 사용 또는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립한 가정 및 자격사항 등 Ernst & Young의 용역 결과는 2018년 6월 27일 자 보고서에 명시됩니다. 이 보고서는 관련 용역 
범위 및 일체의 한계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읽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언급할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체의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의 
용역은 2018년 4월 2일 개시되어 2018년 6월 27일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보고서는 2018년 5월 7일 이후 발생하는 사건 및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며, 당사는 그러한 이후의 사건 또는 상황을 위하여 보고서를 업데이트할 책임이 없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든 DAF가 아닌 다른 당사자("제3자")가 보고서 또는 그 내용에 의존할 수 없으며 보고서 사본을 수취하는 일체의 제 3자는 
보고서가 관련된 사안, 보고서의 내용, 보고서 또는 그 내용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스스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의존해야 합니다. 

Ernst & Young은 보고서의 내용, 제3자에 대한 보고서 제공 또는 제3자에 의한 보고서 의존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거나, 이로 인해 제3자 
경험하거나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실 또는 의무에 관해 제3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인합니다. 

누구도 보고서의 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보고서 제공과 관련된 또는 그로 인한 어떠한 청구나 요구 또는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를 Ernst & Young에 
대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rnst & Young은 그러한 청구, 요구, 조치 또는 소송에서 영구히 면제 및 면책됩니다. 

Ernst & Young은 DAF 및 기타 산업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 이에 의존함으로써 이 분석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사가 당사에 
제공된 정보에 대해 감사 또는 실사 절차를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당사는 그러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검증할 책임 또는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한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공된 연구, 분석 또는 정보에 독자가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아가 Ernst & Young, 그 구성원 또는 임직원은 사용된 다양한 정보 출처로부터 나온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이 
보고서에 발생하는 오류와 관련하여 누구에게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분석 및 보고서가 귀하의 향후 행보에 관한 자문 또는 권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Y 로고 등 이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는 저작권을 구성하며, 이 보고서 자체의 저작권은 DAF에 귀속됩니다. Ernst & Young 로고를 포함한 이 
보고서는 Ernst & Young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Ernst & Young의 책임은 산업기준법(Professional Standards Legislation)에 의해 승인된 제도에 의해 제한됩니다. 

이 가이드에 포함된 특정 결론과 견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당사 분석 수행의 기초가 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사용된 출처는 이 보고서의 참고문헌 
섹션에 명시하였습니다. 

Ernst & Young Australia Operations Pty Limited
111 Eagle Street
Brisbane  QLD  4000 Australia
GPO Box 7878 Brisbane  QLD  4001

전화: +61 7 3011 3333
팩스: +61 7 3011 3100
ey.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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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통합  
및 수평적 통합

최근 수년간 호주의 쇠고기 분야에서 수직적 
통합 및 산업 통폐합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된 사업 모델은 공급망 
효율 및 규모의 경제 등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평적 통합은 공급망의 동일한 단계 내에서의 
확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수직적 통합은 
새로운 공급망 단계로의 확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그테크(AgTech)

농업기술(어그테크)은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 
분야입니다. 어그테크에 대한 투자는 산업 성장, 
발전 및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및 기술적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합니다. 

호주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국가 리스크가 낮으며 정교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세계 선도적 수준의 농업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퀸즐랜드는 호주 최대의 
쇠고기 생산 지역으로서, 퀸즐랜드의 축군(herd) 규모는 
호주 전체(ABS)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2017년 ~42%). 
퀸즐랜드 쇠고기 산업은 활성화 및 다각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장 옵션 및 광범위한 인프라가 동 산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주의 3개 방목지역은 다양한 운영 모델을 활용하여 
국내 및 수출 시장 모두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힘입어 퀸즐랜드는 호주 및 전 세계 다른 
쇠고기 생산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광범위한 투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에는 투자 유형, 유동성, 
리스크 및 수익 관련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기회가 존재합니다. 

이 문서는 투자자들이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에 존재하는 기회를 
파악하도록 돕기 위한 소개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는 공급망 참여자의 
다양한 운영 현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산업 동향을 파악하며 핵심 성공 
요인 및 관련 벤치마크를 식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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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운영 설명

육종 부지/시설 및 방목지 소의 육종 및 방목지 운영은 젖을 뗀 소의 육종과 사육으로 구성됩니다. 육종 운영의 성공은 유전적 
구성의 구축 및 관리, 축군의 건강 및 생식 성과,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육성 부지/시설 육성(Backgrounding)은 젖을 뗀 소를 사육장에 보내거나 목초비육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육성 부지/시설은 "사육장 또는 집중 비육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소를 집단으로 
분류하여 시설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MLA). 육성 부지/시설은 일정 기간 또는 목표 중량에 
도달할 때까지 목초지에서 소를 키웁니다. 육우 육성에는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및 급양, 급수 
및 영양 보충 등 육우의 건강 관리가 수반됩니다. 

목초비육 부지/시설 목초비육의 경우, 가공을 위해 소를 판매하기 전에 목초지에서 소를 살찌웁니다. 목초비육은 
사육장의 대안으로서,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더 높은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육우 사육장 사육장(Feedlot)은 소의 가공을 위한 판매 이전에 육우의 곡물비육에 사용됩니다. 사육장은 
일정 기간 또는 목표 중량에 도달할 때까지 곡물로 소를 살찌웁니다. 

쇠고기 가공업체 쇠고기 가공업체들은 도매, 소매 및 수출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육우의 도축을 담당합니다. 

농업 서비스 쇠고기 분야는 농업 서비스 에이전트(stock and station agent), 수의사, 운송 서비스, 유전학자, 
천연자원 관리 컨설턴트, 비즈니스 컨설턴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어그테크(AgTech) 어그테크는 농장 운영의 효율 및 효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툴을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신성장 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는 정밀 농업, 동물 데이터, 예측적 분석, 디지털 공급망,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농장 관리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개발에는 스마트 관개, 로봇공학, 
드론, 자동화, 생산 센서 등이 포함됩니다. 

육종 부지/시설  
및 방목지

육성 사육장(곡물비육)

목초비육

생우 수출

도축장
(가공 및 포장)

기타 육류 제품 
(통조림, 냉동, 
인풋)

국내 시장

수출

신선육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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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공 요소 핵심 지표/벤치마크

재무 성과 축군 규모는 단위당 생산 비용 및 비즈니스 운영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번식업자들은 더 많은 수의 생산 
단위(가축)에 대하여 비용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우 일차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무급 노동의 가치가 
중요하며(육종 부지/시설 및 방목지 포함), 무급 노동의 가치는 생산 
시스템의 규모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ABARES, 2016). 해당 산업 
내 소유주 운영 및 가족 비즈니스 형태 모델에 대한 높은 집중도는 무급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투자의 상업성 평가 시 전반적인 
비용(cost base)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행들은 부채 의존도가 높다고 인식되는 목축업자에게는 자금 대출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목축업자들이 부채로 매입금액의 50% 
이상의 자금을 조달받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 수익률
• 축군 규모
• 무급 노동 비용
•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

축군 관리 출산율(Branding Rate)은 짝짓기를 한 두수 대비 낙인을 찍은(branded) 
송아지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번식업자들에게 
이는 생산 시스템의 출하율(turn-off rate)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Martin et al. 2013). 

보통 지속적으로 축군의 영양 요건을 충족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목초지를 관리하며 날씨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번식업자의 경우 소의 
폐사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MLA 농장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폐사율의 
변동 비율이 높지 않은 생산자가 업계 타사 대비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출산율(branding rate)

• 소 폐사율(%)

• 출하율(turn-off rate)

투자 기회: 육종 부지/시설 및 방목지
소의 육종 및 방목 산업의 경우, 사업주 운영과 가족농장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 사업주 운영 및 가족 비즈니스 형태에 집중되어 있어 
공급망 하류 운영자(육성, 목초비육, 사육장, 육류 
가공업체)와의 수직적 통합을 대한 투자 기회가 
발생합니다. 

• 현금 투자는 운영자들이 생산성을 개선하고/하거나 성장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적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일차생산자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계비용을 줄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전반적인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ABARES, 2016). 

• 육종 부지/시설 및 방목지에 대한 투자는 산업 내 투자자들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해외 및 국내). 

• 리스크 허용수준이 낮은 투자자는 육종 부지/시설 및 
방목지에 투자하여 토지 매입 후 재리스 약정 등의 투자 
옵션을 통해 토지 자산 유형의 수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
례

연
구

• 부동산투자신탁(REIT)인 Rural Funds Group(RFG)이 2017년 10월 5,000만 달러에 Camm Agricultural 
Group(Camm)으로부터 Natal Downs, Longton 및 Narellan에 소재한 소 목장을 인수했습니다(CapitalIQ). 

• 매각 후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Camm은 10년간 목장 운영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 RFG는 자본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양질의 쇠고기 생산 관련 자산을 모색했습니다(RFG, ASX Release, 
2017). 또한 이 인수 건 덕분에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 Camm의 목장은 수자원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생산능력, 생산성 및 산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공급망을 갖춘 양질의 자산으로 파악되었습니다(RFG, ASX Release, 2017). 

• Camm 일가가 대규모 소 목장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온 실적은 RFG가 생산성 개선에 대한 비전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핵심적 요소였습니다(Beef Central, 2017). 

Rural Funds Group 과 Camm Agricultur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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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가이드

핵심 성공 요소 핵심 지표/벤치마크

유전학 생식률, 성장 및 여건, 도체 무게 및 품질 모두 유전 가능한 특성임이 
입증되었습니다(Fennessy et al. 2014). 축군의 유전적 구성은 시장에서 
소의 판매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입지는 강우, 열, 바이오매스에 대한 접근성 등 기상 여건에 따른 품종 
적합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지에 적합한 품종 구조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 품종(유형)

• 예상 육종 가치
• 생식률

부지/시설 규모 및 
입지

사업장의 입지는 기상 변수(아래 참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운영 
전략, 수익률 변동성, 품종 구조 등의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 시스템이 주요 시장에 얼마나 인접해 있느냐에 따라 운송 및 물류 
비용이 결정됩니다. 

부지/시설 규모는 단위 생산 비용 및 농장의 수용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축군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 규모는 
기후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리적 위치
• 공급망 하류 운영자에 
대한 인접성

• 수용 능력

환경 평균 강수량 등 기후 여건은 목초지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의 경작 가능성은 가축의 생식률, 생산 규모 및 육질의 핵심 요소인 
가축의 바이오매스와 물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 주기는 대체로 위치에 영향을 받으며, 기후 가변성은 방목지 운영의 
주요한 리스크입니다. 사육밀도(stocking rate)는 재무적 타당성과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목초지 
성장의 지속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전반적인 목장 운영과 직접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방목지 관리는 목초지 성장 및 운영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후 가변성 관리를 개선할 수 있게 합니다. 

• 평균 강수량/지표류(및/
또는 저수지 및 기타 
수원에 대한 접근성) 

• 정규식생지수(NDVI) 
• 바이오매스 지표
• 가뭄 내력 
• 기상 및 기후 예측
• 사육밀도(stocking 

rate)

퀸즐랜드 소 목장의 가치는 크기, 입지, 목장 내 인프라, 수율 및 기후 이력 등의 요소에 따라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수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매각 가격은 5,600만 달러였습니다. 

출처: Capital IQ, EY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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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가이드

투자 기회: 육성 부지/시설

핵심 성공 요소 핵심 지표/벤치마크

재무 성과 축군 규모는 단위당 생산 비용 및 비즈니스 운영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번식업자들은 더 많은 수의 생산 
단위(가축)에 대하여 비용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우 일차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무급 노동의 가치가 
중요하며(육성 부지/시설 포함), 무급 노동의 가치는 생산 시스템의 규모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MLA 농장 설문조사 데이터). 해당 산업 
내 소유주 운영 및 가족 비즈니스 형태 모델에 대한 높은 집중도는 무급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투자의 상업성 평가 시 전반적인 
비용(cost base)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수익률
• 축군 규모
• 무급 노동 비용

축군 관리 육성 과정에서 영양(dietary)의 구성(목초의 접근성 및 유형, 영양 보충 
등)은 소의 건강 및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체중 및 일일체중의 
증가는 육성 성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 일일 체중 증가 

• 생체중(live weight) 
증가(최종 체중(BW)에서 
최초 BW 차감)

유전학 생체중 증가, 도체무게 및 품질은 모두 
유전 가능한 특성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목초지에서 육성하는 소의 유전적 구성이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 품종(유형)

• 유전학 및 급양 성과

• Australian Country Choice(ACC)는 2015년 7월 대규모의 수직적으로 통합된 쇠고기 생산자인 Acton Land & 
Cattle(Acton)의 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금액은 미공개). 

• ACC와 Acton은 합작투자 계약에 의거하여 Acton의 거래 전 자산을 운영합니다. Acton의 자산은 육성 지역 및 
사육장을 포함하여 퀸즐랜드 내 150만 헥타르에서 사육되는 소 135,000마리(번식우 70,000마리 포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CapitalIQ). 

• 이 거래를 통하여 ACC는 수익성 높은 국내 및 해외 브랜드 쇠고기 시장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ABC News, 2015). 

• 산업 내 매입을 통해, ACC는 기존 육성 및 사육장 운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양립 가능한 자산 및 공급망의 
조합으로부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었습니다. 사업 운영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 스폰서(예: 사모펀드(PE) 회사)가 
추구하는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Australian Country Choice 와 Acton Land & Cattle

육성(backgrounding)은 비육 전에 목초에서 소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는 소를 집중 비육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프로세스입니다. 
• 곡물 비육이든 목초 비육이든 간에 상관없이, 소의 육성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공급망 상부 및 하부에서 육성 과정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비용을 상각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사육장, 가공업체 등 공급망 하류의 운영자들과 통합할 경우 
오프테이크(offtake) 리스크를 줄이고, 가축 당 고정비를 
최소화하며, 소비자 수요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일차생산자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계비용을 줄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전반적인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ABARES, 2016). 

•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및 사업 
연속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예: 하드웨어 센서 
또는 NDVI 위성 이미지로부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경우 목초지와 축군 관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허용수준이 낮은 투자자는 육종 및 방목지에 
투자하여 토지 매입 후 재리스 약정 등의 투자 옵션을 통해 
토지 자산 유형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
례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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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가이드

핵심 성공 요소 핵심 지표/벤치마크

부지/시설  
규모 및 입지

육성 운영의 위치는 육종, 비육의 위치와 다릅니다. 날씨와 바이오매스에 
대한 접근성은 목초지 접근성 및 비육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육성 위치가 육종/하류 시장(예: 비육, 사육장)에 얼마나 인접해 있느냐에 
따라 운송 및 물류 비용이 달라집니다. 

부지/시설 규모는 단위 생산 비용 및 농장의 수용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축군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 규모는 
기후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리적 위치
• 공급망 상류 및 하류 
운영자에 대한 인접성

• 수용 능력

환경 평균 강수량 등 기후 여건은 방목지 및 목초지의 성장을 유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의 경작 가능성에 따라 육성 사업의 수용 역량에 
관건인, 바이오매스와 수원 접근성이 결정됩니다. 
기후 가변성에 대한 민감도는 육성업자들이 어떻게 가뭄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육밀도(stocking rate)는 재무적 타당성과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목초지 성장의 지속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전반적인 목장 운영과 직접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방목지 
관리는 목초지 성장 및 운영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후 
가변성 관리를 개선할 수 있게 합니다. 

• 평균 강수량/지표류(및/
또는 저수지 및 기타 
수원에 대한 접근성) 

• NDVI
• 바이오매스 지표
• 가뭄 내력
• 수익률과 기후 주기 간 
상관관계 

• 기상 및 기후 예측
• 사육밀도(stocking 

rate)

이미지: CCA

• Queensland Investment Corporation(QIC)은 North Australian Pastoral Company(NAPCo)의 지분 80%를 
약 3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CapitalIQ). NAPCo의 자산에는 약 180,000마리의 소를 수용하는 580만 헥타르의 
부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NAPCo 웹사이트). 

• QIC의 투자 논거는 아시아에서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Beef Central, 2016). NAPCo의 전략적으로 위치한 자산과 우수한 경영진을 고려할 때, NAPCo는 
이상적인 인수 대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QIC; AFR, 2016). 

• QIC의 인수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이 펀드가 (20%의 지분을 보유한) 기존 경영진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본을 공급하고,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자본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퇴직연금, 국부펀드 등 과거에는 이 부문에 투자하지 않던 투자자 그룹이 종합적립(aggregated) 펀드를 통해 농업 
부문에 포지션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 거래에는 PE 모델이 적합했습니다. 

Queensland Investment Corporation 과 NAPCO

사
례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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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가이드

투자 기회: 목초비육 부지/시설
목초비육 사업은 육성 사업과 운영 모델이 유사하며, 
가장 큰 차이는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초비육 운영은 
산지판매장(saleyard)으로부터 다수의 소를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 민첩한 공급 모델을 활용합니다. 
• 공급망 상류 운영과의 수직적 통합은 공급 리스크를 줄이고 
고정비를 낮추며 가공 전 한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공급 계약으로 오프테이크(offtake) 리스크를 줄이고,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일차생산자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계비용을 줄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전반적인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MLA 농장 설문조사 데이터). 

•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및 사업 
연속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예: 하드웨어 센서 
또는 NDVI 위성 이미지로부터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목초지와 축군 관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허용수준이 낮은 투자자는 방목지에 투자하여, 
토지 매입 후 재리스 약정 등의 투자 옵션을 통해 토지 자산 
유형의 수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성공 요소 핵심 지표/벤치마크

재무 성과 축군 규모는 단위당 생산 비용 및 비즈니스 운영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번식업자들은 더 많은 수의 생산 
단위(가축)에 대하여 비용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 내 소유주 운영 및 가족 비즈니스 형태 모델에 대한 높은 집중도는 
무급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투자의 상업성 평가 시 
전반적인 비용(cost base)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수익률
• 축군 규모
• 무급 노동 비용

축군 관리
비육 과정에서 영양(dietary)의 구성(목초의 접근성 및 유형, 영양 보충 
등)은 소의 건강 및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체중 및 일일체중의 
증가는 목초 급양 성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 일일 체중 증가 

• 생체중(live weight) 
증가(최종 체중(BW)에서 
최초 BW 차감)

유전학 생체중 증가, 도체무게 및 품질은 모두 유전 가능한 특성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목초 비육되는 소의 유전적 구성은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 품종(유형)

• 예상 육종 가치

부지/시설  
규모 및 입지

목초비육 부지/시설의 위치는 육종 및 비육 위치와 다릅니다. 날씨와 
바이오매스에 대한 접근성은 목초지 접근성 및 목초비육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육 위치가 육성 운영/공급망 하류 시장(예: 가공업체)에 얼마나 인접해 
있느냐에 따라 운송 및 물류 비용이 결정됩니다. 

부지/시설 규모는 단위 생산 비용 및 농장의 수용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축군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 규모는 
기후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리적 위치
• 공급망 상류 및 하류 
운영자에 대한 인접성

• 수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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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가이드

핵심 성공 요소 핵심 지표/벤치마크

환경 평균 강수량 등 기후 여건은 방목지 및 목초지의 성장을 유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목초비육이 운영되는 지역은 육성 및 육종과 비교할 때 
가축 당 바이오매스가 더 많은, 보다 비옥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목초비육 
운영에서는 사육장과 비교할 때 상업적으로 타당한 수준까지 소의 체중을 
늘리기에 충분한 목초지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사육밀도(stocking rate)는 재무적 타당성과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목초지 성장의 지속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전반적인 목장 운영과 직접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방목지 
관리는 목초지 성장 및 운영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후 
가변성 관리를 개선할 수 있게 합니다. 

• 평균 강수량/지표류(및/
또는 저수지 및 기타 
수원에 대한 접근성)

• 정규식생지수
• 바이오매스 지표
• 가뭄 내력
• 수익률과 기후 주기 간 
상관관계 

• 기상 및 기후 예측
• 사육밀도(stocking 

rate)

• Shauna Hills는 Central Queensland의 Rolleston 인근에 자리잡은 6,014 ha 규모의 부지입니다. 

• 이 부지는 2018년 1,080만 달러(헥타르 당 1,787 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 이 거래는 대표적인 국내 산업 내 인수 사례로서, Shauna Hill의 풍부한 목초지는 기존의 육종 운영에 사용됩니다. 

• 농장 내의 수자원 인프라가 최근 업그레이드되어, 16개의 댐과 유수지가 부지 내 36개 여물통(trough)에 물을 
공급하고 넓은 버펠그래스(buffel grass) 목초지를 지원합니다(Rowley, 2018). 

• 이곳은 넓은 목초지 및 광범위한 수자원 인프라 네크워크 덕분에, 이상적인 목초비육 부지/시설로 파악되었습니다. 

Shauna Hills

사
례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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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가이드

투자 기회: 육우 사육장
육우 사육장 성공의 주요 결정 요인은 육우와 곡물 비용(공급망 
상류 비용) 및 쇠고기 가격(공급망 하류 수익)입니다. 
• 수직적 통합은 육우 및/또는 곡물 비용(상류 비용)의 산업적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규모의 경제를 통해, 마리 당 평균 비용을 줄여서 마진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자동화는 사육장 운영자들이 노동력을 최소화하여 전반적인 
비용을 줄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 예측적 데이터 분석은 사육장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사육장에서 떠난 후 소의 중량 및 사양의 변동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핵심 성공 요소 핵심 지표/벤치마크

재무 성과 사육장은 공급망 하류 가격 및 상류 비용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수직적 통합은 수급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급망의 상류 비용이 높다는 것은 시장 요소에 따라 기민하게 운영 
규모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 변동성이 클수록, 
사육장이 시장 변화에 기반하여 운영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해집니다(EY Industry Analysis, 2018). 그러나 고정비의 비율이 
높으면 이러한 기민성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소의 사료 배합 및 공급원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역시 공급망 상류 비용의 변동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수익률
• 수익 변동
• 공급망 상류 비용

급양 성과 소 사료 및 영양 보충제의 구성은 일일 체중 증가 및 쇠고기의 품질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가 사전에 정해진 계약 중량 및 품질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가격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제품 사양의 준수는 급양 운영의 성과 
및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일 체중 증가 

• 생체중(live weight) 
증가(최종 체중(BW)에서 
최초 BW 차감)

• 지방 점수(가공업체 수준)

수직적 통합 구매는 산업 비용의 80.7%를 차지하며, 이러한 구매의 2/3는 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IBISWorld, 2017, Beef Cattle Feedlots in Australia). 
그 밖에 사육장의 주요 비용은 사료 비용입니다(주로 곡물). 사육장의 재무 
성과는 공급망 상류 비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뭄과 같은 기상 
이벤트로 인해 곡물과 가축 비용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육장은 공급망 상류 및 하류 운영과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수급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곡물 재배 운영, 가공 시설 및/또는 
육종/육성 시설과 수직적 통합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막대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육장에 있어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면 가공업체가 인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가격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동일한 이점은 합작 
투자(예: 사육장 운영자 Mort & Co가 Gunnee 사육장을 위해 생산자 
Sundown Pastoral과 합작 투자) 또는 공급 계약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 가축(소) 가격
• 쇠고기 가격
• 곡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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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가이드

규제 준수 사육장은 인허가를 받고 정부 규제를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동물 복지 
및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 인식 및 준수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 규제 준수 조치

입지 사육장 시설의 위치가 운송 및 물류 비용을 결정합니다. 농장 운영 및 
육성 설비와 가까이 있으면 비용을 줄이고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의 운송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소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더욱 좋습니다. 
 
육우 사육장은 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급망 상류 및 하류 
운영자에 대한 인접성

• 수원에 대한 접근성

최근 사육장 거래에는 수직적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가공업체가 인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사육장 거래만 6건이 체결되었고, 평균 가액은 4,300만 달러였습니다(Capital IQ, EY 분석). 

스
냅

샷

사육장은 육우 공급망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육장 투자는 수직적 통합을 모색하는 산업 내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소유 부분이 클수록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만, 공급망 상류 및 
하류 운영자들의 투자 동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공업체 

사육장에 투자하면 가공업자들은 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류에서 가축의 공급을 
통제하면, 최적화된 운영 일정을 수립하고 시장 가격에의 노출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의 육종 및 육성 부지/시설
사육장에 투자하면 목초지가 부족할 때 사육장에서 소를 비육할 수 있으므로 가뭄 발생 시 육종 및 육성 부지/시설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육장을 통해 모든 소를 비육하면 육종 축군을 늘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연 
출하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육장 활용을 통해, 더 광범위한 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결과 단일 시장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육장에 투자하지 않고도, 장기 공급 계약 및 협업을 통하여 이러한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사육장 투자

출처: Capital IQ, EY 분석

이미지: AL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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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회: 쇠고기 가공업체
사육 가축의 비용 및 공급의 변동성은 가공 산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수직적 통합은 사육 소의 가격 및 공급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급이 적절할 경우 생산 및 유통을 확대함으로써 운영을 
규모를 늘리면 한계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자동화는 가공업체의 인건비를 줄이고 안전성을 
개선함으로써 규제 준수 수준을 높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 DEXA 객관적 도체 측정 기술 적용 제안 등 진보된 이미징 
기술을 공급망 전체에 걸쳐 활용함으로써 품질 준수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성공 요소 핵심 지표/벤치마크

운영의 기민성  
및 재무 성과

가공업체들은 하류의 가격 및 상류의 비용 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급 실행 및 장기판매 계약(offtake 
agreement)을 체결할 능력을 갖춤으로써 수급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의 상류 비용이 높다는 것은 쇠고기 수요 또는 가축(소) 공급의 
변화가 쇠고기 가공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매우 결정적임을 의미합니다. 
공급망의 통합/투명성이 낮으면 공급 지속성에 영향을 미쳐서 주기적인 운영 
중단 및 관련 비용 발생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면 
일반적으로 총 처리량이 높아져서 고정비를 더 많이 상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가공육의 약 2/3(2017년 기준 약 70%(ABS, DAWR))이 수출되는 가운데 
호주 달러의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쇠고기 공급 계약이 
미 달러화로 체결되므로, 미 달러화의 변동 역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7년 통화 약세로 브라질의 수입이 늘어나는 등, 여타 주요 
쇠고기 수출국의 통화 변동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 수익률
• 수익 변동
• 공급망 상류 비용
• 환율

규제 준수 식품 안전 및 동물 복지의 리스크 노출로 인해 정부는 육가공 분야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산업 보건 및 안전 규제 역시 작업 수행에 수반되는 
안전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가공업체의 규제 준수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 규제 준수

수직적 통합 가공업체는 다른 공급망 참여자와 통합을 통하여 단위당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급망 상류의 운영자와 통합함으로써 공급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간헐적 중단 리스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급망 참여자와  
계약 및 연계

기술 자동화 기회는 인건비를 낮추고 안전성을 높입니다. 규제 준수 및 쇠고기 
공급망 상류 및 하류 참여자와의 통합에도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이미징 기술을 통한 객관적 도체 측정을 활용하여 품질 준수와 제품 
일관성을 강화하고 가축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기술적 정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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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공 요소 핵심 지표/벤치마크

공급업체 및 고객 관계 공급업체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급의 변동성을 줄이고 수령한 
소의 품질 요건 준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급망 하류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연속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호주 육류 판매량의 55% 이상이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므로, 주요 수출시장과 구축한 관계는 매출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IBISWorld C1111). 

고객들과 구축한 굳건한 관계를 통하여 가공업체 시장에 관한 통찰력을 
기르고 수요 또는 가치가 높은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관계, 계약 및 시장 
채널

공장 규모 및 입지 가공업체의 위치에 따라 사육장으로부터 운송비 및 하류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결정됩니다. 고객, 주요 항만, 공급망 상류 운영자와의 인접성은 
육가공의 물류 비용을 줄여서 더 높은 마진을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 지리적 위치
• 공급망 상류 및 하류 
운영자에 대한 인접성

2010 ~ 2017년 9건의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신고된 거래의 평균 가액은 1억1,000만 달러였습니다. 완료된 거래는 거의 대부분 
산업 내 인수로서 주로 대형 가공업체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가공 설비의 구축, 운영 및 규제 준수 비용이 높은 데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가공업체의 마진까지 박한 상황에서, 신규 제안 설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사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현재 퀸즐랜드 도축시설은 설비 과잉 상태이므로, 신규 설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그 대안으로서 기존 설비에 투자함으로써 생산성을 강화하는 인프라를 도입하는 편이 낫습니다. 

• 2013년 12월 중국의 대규모 농업 기업 New Hope Investment(New Hope)이 퀸즐랜드의 수출 도축업체 Kilcoy 
Pastoral Company(KPC)를 약 1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CapitalIQ). 

• New Hope는 수익성 높은 중국의 프리미엄 수입 쇠고기 시장을 활용하고자 호주 쇠고기 공급망에 진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ABC News, 2017). 

• New Hope의 투자 논거는 우수한 품질의 호주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사의 광범위한 
국내 공급망을 활용하여 중국 내에서 호주 쇠고기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ABC News, 2017). 

• 이 투자를 통하여 KPC는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추가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New Hope의 파트너, 고객,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의해 창출된 신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ABC News, 2017). 

• 해외 매수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 내 매각을 통해, 핵심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New 
Hope의 중국 국내 공급망은 호주의 무역 바이어 또는 PE 회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효율성을 창출했습니다. 

New Hope Investment 와 Kilcoy Pastoral Company

출처: Capital IQ, EY 분석

사
례

연
구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투자자 가이드 15

투자자 가이드

투자 기회: 농업 서비스
농업 서비스에는 농업 서비스 에이전트(stock and station 
agent), 수의사, 운송 서비스, 유전학자, 천연자원 관리 
컨설턴트, 비즈니스 컨설턴트 등의 광범위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기술은 육우 공급망 내 서비스에 기회이자 위협이 됩니다. 
새로운 혁신은 한 가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규제 변화는 새로운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에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 전문 
컨설턴트의 수요가 늘어난 사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농업 서비스 분야에서 운영자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술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적응할 수 있는 운영자의 능력
• 소비자 선호도 및 기술 혁신으로부터 발생하는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이 제공하는 잠재적 기회를 
십분 활용하기 위한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핵심 성공 요소 핵심 지표/벤치마크

재무 성과 서비스의 과거 재무 성과는 수익성 및 잠재적 미래 수요에 관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 매출 성장
• 수익률

기술적 변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의 임계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여부 평가. 
기술로 인해 서비스 활용이 늘어날 것인가? 

• 어그테크 서비스
• 서비스 수요 및 동인

규제 변화 규제 변화는 숙련된 노동력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 컨설팅 업체들은 업계 종사자들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환경 과학자들에 대한 수요 요건이 영향을 
받습니다. 

• 규제

소비 선호도 쇠고기 가격의 변화는 시장 운영자가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한계 
성향을 결정합니다. 산업 성장은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미래 수요의 중요한 
동인입니다. 

• 가축(소) 가격. 예: EYCI

• 쇠고기 가격. 예: OTH

기존 관계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면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업계 
트렌드의 변화 및 서비스 수요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관계
• 산업 지식

• 뉴질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 ASX에 상장된 CropLogic은 태즈메이니아의 농업 IoT 기업 Ag Logic을 공개되지 않은 
금액으로 인수했습니다. 

• CropLogic과 Ag Logic 모두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통해 곡물 수확량을 개선하기 위해 정밀 농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양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은 모두 수요에 기반한 목초지 품질 및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목지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 기술 회사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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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회: 농업 기술
어그테크는 퀸즐랜드 육우 공급망 전반에 걸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그테크의 
이점으로는 생산 최적화, 비용 절감, 통합 및 협업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분야 가운데, 목초지 및 축군 관리 강화, 
규제 준수 지원, 수급 변화에 대한 운영자의 대응 능력 향상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기술적 혁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 기술적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산업 활용: 주요 이해관계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업 참여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 이동성 및 통합: 신기술을 기존의 물리적 및/또는 디지털 
인프라와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사용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주류 기술로서 채택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핵심 성공 요소 설명

자본 유연성 기술 개발 프로세스 및 그에 수반되는 자원 수요를 통하여 요구사항이 변화함에 따라, 자본 유연성은 
기술 솔루션 개발 성공에서 핵심적인 결정 요소입니다. 

가치 제안 잠재적 투자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성공의 핵심 동력입니다. 목표된 고객에게 기술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확실히 긍정적인 가치 제안이 있는가? 

산업 관여 이해관계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기술 활용의 핵심입니다. 업계 이해관계자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는 것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목적에 적합한 솔루션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프라 적정 규모의 기술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인프라가 존재하는가? 

쇠고기 가격 쇠고기 가격 변동은 시장 운영자들이 신기술에 투자하는 한계 성향을 결정합니다. 산업 성장은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미래 수요의 중요한 동인입니다. 

규제 환경 규제는 운영자들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신기술에 대한 수요에 핵심적인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성 및 통합 디지털 솔루션을 모바일화할 수 있고 이를 다른 기술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수요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이는 기술 실행의 초기 비용 및 장기적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	 호주 최대 육가공업체 JBS Australia(JBS)는 뉴질랜드의 산업용 기계 설계 및 생산업체인 Scott 
Technology(Scott)의 지분 22.5%를 1,26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CapitalIQ). 

• Scott은 시간당 600마리의 양 도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골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였으며, 
소와 돼지 도체용으로 변형가능한 기술을 보유합니다.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촬영 스캐닝 및 중량 측정 기술을 
통합하여, 로봇이 다양한 형태 및 크기의 도체를 처리할 수 있고, 머신 러닝 소프트웨어 덕분에 90%의 정확도로 
가공됩니다(Garfield, 2016). 

• JBS는 인건비, 작업장 내 부상, 낭비되는 고기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발골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Garfield, 2016). 그러나 소 도체의 경우 크기, 중량 등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쇠고기 가공에는 이 기술을 적용할 때까지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Garfield, 2016). 

JBS Australia와 Scott Technology

사
례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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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농업의 혁신은 지속적인 성장, 생산성 향상,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상대적으로 쇠고기 산업은 비용, 인프라 요건, 
통신 제약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그간 신기술을 
도입하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산업 기관들과 Cooperative Research Centre(CRC)는 
혁신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가축 
몰이 로봇, 동물 급양 모니터, 도축장 도체 엑스레이 측정 
시스템 등 기존 및 신규 기술에 자금을 제공하는 Meat and 
Livestock Australia Donor Company(MDC)를 꼽을 
수 있습니다(MLA 2017). MDC가 후원하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추진자에게 호주 정부가 최대 50%까지 매칭 
펀드를 제공하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수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Health 2018). 그러나 
방목지 커뮤니티의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기술 활용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워크오버(Walk-over) 중량 측정
워크오버 중량 측정은 개별 소의 중량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기술로서, 그 도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의 
건강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급양 정도와 출하량과 관련한 
판단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체 측정 기술
DEXA 기술은 엑스레이 스캐닝을 활용하여 도체의 살코기, 
골 밀도, 지방 구성에 관한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가공 전 도체 상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가공업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결과 가공업자는 도체 분류, 노동 요건을 최적화하고, 도체 
발골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MLA 2016). 

도축장 자동화
2017년 호주 도축장들은 370만 달러 규모의 발골 작업 자동화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절단의 정밀성을 개선하여 고기 절단의 품질을 
높이고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MLA 2017). 

혁신에 투자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IoT)은 전자장치, 소프트웨어, 센서, 액추에이터, 
네트워크 연결성이 내장된 물리적 기기, 차량, 건물 등의 
네트워크로서, 데이터 수집과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IoT는 현재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IoT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세한 실시간 보고, 원격 모니터링, 
추적, 블록체인을 위한 정보 제공, 로봇공학, 인공지능 솔루션 
등 광범위한 기술적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이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블록체인은 
두 당사자 간의 거래를 효율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영구적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개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블록체인은 전통적인 중개인의 개입 없이 신뢰를 구축하고 가치를 
이전함으로써 거래 속도를 크게 높이고 비용은 낮춥니다. 또한, 
방목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식품의 출처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반복적인 계약 및 자금 결제를 안전한 방식으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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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델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소유, 운영, 이로부터 이익을 수취하는 다수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기구. 
협동조합 사업 모델의 장점은 강화된 확장성 및 넓은 운영의 
폭입니다. 회원들이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협상력 
개선 등 여타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업
개별적으로 소유된 다수의 운영 사업을 단일 운영체가 
관리합니다. 
농장 소유주들은 수동적이며 배당 형태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농장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임금/급여와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트레이더
100% 소유주 운영 모델. 
이 모델의 장점 중 하나는 소유주가 사업과 관련 
수익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사업 모델은 일차생산자가 부담하는 세금 
상의 이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단점은 소유주가 
자기자본 또는 부채(타인자본)로 완전히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소유주가 모든 리스크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운영 및 재무 모두). 

파트너십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파트너십으로 소유/
운영됩니다. 
이 모델은 쇠고기 산업에서 가장 흔한 모델입니다. 
단독 트레이더와 유사하게 이 모델의 장점은 
일차생산자가 부담하는 세금 상의 이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자들은 
책임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접근 
용이성이 이 모델의 단점(특히 한 가족 내에서)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주와 분리된 법인입니다. 
회사는 주주가 소유하며, 정률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별개의 법인으로서 
주주들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유한합니다. 회사는 일차생산자로서 
받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탁
자산을 보유하고 수익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기구입니다. 
지정된 수익자를 위하여 재산, 자산 
또는 수입을 보관합니다. 신탁은 회사와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관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합작투자
둘 이상의 당사자. 
각 당사자는 대개 재산, 전문성 및/또는 
자금을 사업에 투자합니다. 이 모델은 
업계 외부의 투자자들도 산업 내에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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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동향 및 지표
MLA Eastern 
Young Cattle 
Indicator(동부 
육성우 지표, 
EYCI) 

EYCI는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전역에서 
산지판매장(saleyard) 가격을 이용하여 결정되는 소 시장의 
일반적인 기준(benchmark) 지표입니다. 여기에는 C2 
및 C3(도체 지방) 점수 및 250–520kg 사이의 생체중 등 
육성우의 판매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EYCI는 도체 중량 센트/
킬로그램으로 측정합니다* (c/kg cwt). (MLA)

*도체 중량은 생체중에 도살률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2014~2017년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해 
출하율이 정점에서 하락함에 따라 EYCI는 
79.2%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이 
제한되고 시장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축군 규모 호주의 축군 규모는 EYCI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호주 축군 
현황과 축군 재구축 사이클 내 위치를 파악하면 공급 이용 
가능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3-2016년 가뭄으로 기록적인 출하율에 
도달한 이후(2015년 1월에 정점 도달) 
호주의 축군은 재구축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호주의 축군 규모는 2016년 기준 
2,500만 마리로, 10년 평균치인 2,760만 
마리에 못 미칩니다(EY 분석). 

Herron 
Todd White 
Queensland 
Grazing 
Property Index 
(QGPI)

Herron Todd White QGPI는 퀸즐랜드에서 면적이 2,000ha가 
넘는 방목지의 중간값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1996년을 
기점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부동산 가치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주요 방목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던 
퀸즐랜드의 자원 호황의 여파로 방목지의 
지가는 1999-2009년 사이 5배 오른 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년간 
변동성을 보였으나, 199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400% 더 높다는 사실을 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erron Todd White). 

생우 수출 가격 생우 수출 가격은 생우 수출 시장의 경쟁력(강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MLA는 다윈 항(Port of Darwin)과 타운스빌 항(Port of 
Townsville)에서의 가격을 보고합니다. 생우 수출 가격은 
생체중의 센트/킬로그램으로 측정합니다(c/kg lwt). 

다윈과 타운스빌에서 미경산우(light 
heifer)의 c/kg lwt 가격이 각각 9.3%, 
13.5% 상승하는 등, 수출 가격이 최근 
4년간 크게 상승했습니다(MLA). 

곡물 가격 곡물은 사육장에 중요한 투입 요소로서 총 투입비용의 약 
30%를 차지합니다(IBISWorld A0143). 곡물 가격은 출하율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곡물에는 밀, 보리, 옥수수, 대두 등이 
있습니다. 

2016-2017년 기록적인 풍작으로 인해 
곡물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후 시장은 
안정되어, 장기 평균 값으로 회귀 추세를 
보입니다. 

Over the Hook 
(OTH) 

Over the hook 지표는 시장 수요를 나타냅니다. MLA OTH 
지표는 가공업체 캐틀 그리드(cattle grid)를 이용, 가공업체의 
일일 처리량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생성됩니다. 특정 육류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조직들이 생성한 다양한 OTH 지표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축군이 회복되고 시장 공급이 
증가하자, 퀸즐랜드 MSA 곡물사육 100일 
조정(Queensland MSA Grainfed 100 day 
steers) OTH 지표는 하락했습니다(MLA). 

환율 호주 쇠고기의 대부분이 수출 시장에 팔리므로, 환율 변화가 
수요 변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 통화 대비 호주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국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은 
감소합니다. 이는 수출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주 달러는 2013년 중반 이후 꾸준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상대적인 통화 
가치의 약화와 더불어,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의 수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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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퀸즐랜드 정부 퀸즐랜드 정부는 지속 가능성, 혁신,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방대한 리서치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에 관한 모범 사례 및 유용한 지침을 
개발합니다. 

산업 기관 호주축산공사(MLA), 호주육가공공사(AMPC) 등 다수의 산업 기관들이 육우 산업 내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보고서 및 도구를 생성합니다. 

전문 서비스 회사
(Professional 
Services Firms)

전문 서비스 회사는 공급망 최적화, 디지털 통합, 거래 자문, 성장 기회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농업경영팀을 통해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 

전문 농업 서비스 
(Specialist 
Agricultural 
Services)

전문 농업 서비스는 토양 테스트, 방목지 관리, 성과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업계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들 
서비스는 실사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 기회 평가를 통하여 산업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퀸즐랜드 무역투
자청(Trade and 
Investment 
Queensland, 
TIQ)

TIQ는 일차생산자, 산업 기관,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퀸즐랜드 기업들과의 무역 관계, 이들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TIQ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일차생산자들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회 창출을 위한 소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 자문 서비스 
(Transaction 
Advisory 
Services)

전문가 거래자문팀을 보유한 회사들은 기술적 투자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인수합병, 
가치평가, 증자, 실사 프로세스 등의 자문을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레이드
(Austrade)

오스트레이드(호주 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및 호주 기업들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스트레이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정보 및 관련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기회를 찾을 것인가? 
투자자의 필요에 맞는 최적의 투자 기회를 찾는 방법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투자 유형, 규모, 위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 쇠고기 주간(Beef Week)과 같은 전시 컨벤션은 거래 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은 쇠고기 품질, 공급망 개발, 쇠고기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쇠고기 공급망의 복잡성과 그것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 전시 컨벤션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다양한 기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은 네트워크를 넓히고, 업계 내 운영자 및 업계 외의 투자자 모두에게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행사는 호주 쇠고기 산업을 더 잘 이해하고 공급망 전반의 다양한 
운영자들을 만남으로써, 잠재적 투자 기회를 분석하고 유사한 공급망 운영자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투자자 가이드 21

투자자 가이드

참조

ABC News, 2015, 쇠고기 업계의 거대	기업 Australian Country Choice(ACC)가 퀸즐랜드 Acton Land and Cattle Company 지배 
지분 인수, 2015년 7월 11일, 온라인 열람 가능. 

Cranston, M. 2016, QIC가 S.Kidman & Co보다 큰 규모의 가축장 비즈니스 NAPCo 매입 거래 체결, Australian Financial Review, 
2016년 5월 6일. 

Rowley, L. 2018, 가축장 이동 - 판매/매각 부동산, Beef Central, 2018년 5월 16일, 열람 가능 주소: https:// www.beefcentral.
com/property/movement-at-the-station-properties-for-sale-and-sold/. 

Courtney, P. 2017, New Hope Group이 2020년까지 1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호주 농업 지원 계획, ABC News, 2017년 2월 
2일. 

Fennessy, P Byrne T Amer P 및 Martin G 2014, 동물 유전학 및 유전체학 RD&E 투자 효과 평가, 호주축산공사를 위해 작성됨, 
North Sydney, 7월. 

Heath, R 2018, ‘호주 경제를 위한 디지털 농업 잠재력 분석’, Farm Policy Journal, Vol. 15, No. 1, Autumn Quarter, Australian 
Farm Institute. 

Herron Todd White, 열람 가능 주소: https://www.htw.com.au/property-valuation/agribusiness/

Garfield, L. 2016, 이들 로봇 도축기는 시간당 600개의 도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인간 감독자는 한 명만 필요, Business Insider, 
2016년 10월 28일. 

IBISWorld A0142 2017, 호주 육우 영농 산업 보고서. 

IBISWorld A0143 2017, 호주 육우 사육장 산업 보고서. 

IBISWorld C1111 2017, 호주 육가공 산업 보고서. 

Martin, P Phillips, P Leith, R 및 Caboche, T 2013, 호주 쇠고기:  육우 생산 농장 재무 성과, 2010-201년부터 2012-13년, 
ABARES 리서치 보고서 13.8, 호주축산공사를 위해 작성, Canberra, July. 

쇠고기 및 양고기 산업 MLA 농장 설문조사 데이터, 호주축산공사, 열람 가능 주소: http:// apps.daff.gov.au/MLA/mla.asp. 

MLA, 호주축산공사, 열람 가능 주소: www.mla.com.au. 

MLA 2016, DEXA 기술, MLA Factsheet, 호주축산공사, 열람 가능 주소: https://www.mla.com.au/ globalassets/mla-
corporate/news-and-events/documents/dexa-factsheet-lr.pdf. 

MLA 2017, 쇠고기 발골 자동화의 토대를 닦는 파트너십, 산업뉴스, 호주축산공사, 열람 가능 주소: https://www.mla.com.au/news-
and-events/industry-news/partnership-paves-way-for-beef-boning-automation/. 

Rural Funds Group이 Queensland의 가축 종합적립펀드(cattle aggregation) 인수, ASX 보도자료, Rural Funds Group 
(ASX:RFF), 2017년 10월 23일.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투자자 가이드22

투자자 가이드

노트

노트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투자자 가이드 23

투자자 가이드

노트

노트

Ruth Ahchow
파트너
경제, 규제, 정책(Economics, 
Regulation and Policy)
+61 3 9288 8000 
ruth.ahchow@au.ey.com

Wade Hansen
파트너
감사(Assurance)
오세아니아 농업경영 리더
+61 7 3011 3333
wade.hansen@au.ey.com

Angus Blackwood
파트너
거래 자문 서비스(Transaction 
Advisory Services)
+61 7 3011 3333
angus.blackwood@au.ey.com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투자자 가이드'는 EY가 퀸즐랜드 
농림수산부를 대신하여 개발한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투자 
전망' 문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이 문서 시리즈는 퀸즐랜드 
쇠고기 산업의 기존 기회와 성장하는 기회를 다룹니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의 전략적 동인
• 기존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향후 전망
•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투자 분석
•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투자자 가이드
• 퀸즐랜드 쇠고기 생산자 투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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