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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한 보고서는 별도로 간행된 더 상세한 보고서("보고서")의 요약본("요약본")입니다. DAF의 요청에 따라 요약본은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별도의 문서로 발간되었습니다. 요약본은 상세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맥락 및 주제사안의 파악을 위해서는 
상세 보고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 요약본의 내용이 상세 보고서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으므로, 이 요약본과 상세 보고서 간에 어떠한 
불일치가 존재할 경우에는 상세 보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EY의 용역 결과는 6개 보고서로 작성되었습니다. EY는 DAF를 위하여 이 요약본을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오직 DAF의 이익만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당사가 문헌조사 및 EY 주제사안 리소스 및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것입니다. EY는 특정 당사자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정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EY는 일체 다른 당사자의 목적을 위한 요약본의 적절성, 정확성 또는 완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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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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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2018년 5월 7일에 
종결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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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본 또는 보고서 내용에 의존할 수 없으며 요약본 사본을 수취하는 일체의 제 
3자는 요약본이 관련된 사안, 요약본의 내용, 요약본 또는 그 내용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스스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의존해야 합니다. 

Ernst & Young은 요약본의 내용, 제3자에 대한 요약본 제공 또는 제3자에 의한 요약본 의존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거나, 이로 인해 
제3자가 경험하거나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실 또는 의무에 관해 제3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인합니다. 

요약본의 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요약본 제공과 관련된 또는 그로 인한 어떠한 청구나 요구 또는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는 Ernst & Young에 
대해 제기될 수 없습니다. Ernst & Young은 일체의 그러한 청구, 요구, 소송 또는 절차에서 영구히 면제 및 면책됩니다. 

Ernst & Young은 DAF 및 기타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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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아가 Ernst & Young, 그 구성원 또는 임직원은 사용된 다양한 정보 출처로부터 
나온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이 요약본에 발생하는 오류와 관련하여 누구에게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분석 및 요약본이 귀하의 향후 행보에 관한 자문 또는 권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Y 로고 등 이 요약본에 포함된 
자료는 저작권을 구성하며, 이 요약본 자체의 저작권은 DAF에 귀속됩니다. Ernst & Young 로고를 포함한 이 요약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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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즐랜드 농수산부로부터의 메시지

'퀸즐랜드 농수산부는 가능한 많은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 부는 제공하는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귀하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도움이 필요하시면 13 25 23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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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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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목
퀸즐랜드의 축군 규모는 호주 전체 축군의 42%로 최대 
비중을 차지합니다. 호주는 세계 쇠고기 축군의 2%, 
세계 쇠고기 수출의 15.7%를 점유합니다. 

퀸즐랜드의 쇠고기 생산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퀸즐랜드 주 북부에서는 주로 소 육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  가축우(Bos 
Indicus)의 비중이 높은 북부 지역의 소는 3개 시장으로 
판매됩니다. 여기에는 생축 수출 시장, 쇠고기 제조 
시장, 비육 시스템에 들어갈 소의 준비를 위한 육성 
시장이 포함됩니다. 

퀸즐랜드 남부 지역은 토지 생산성이 더 높고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한층 더 집약적인 소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군은 유럽  가축우(Bos Taurus)가 주를 
이룹니다. 남부의 생산은 포장 쇠고기로서 가공 및 
수출을 위한 비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소 방목 산업은 대규모로 완전 통합된 소수의 
사업체로 이루어지는 가족 운영이 주를 이룹니다. 

호주 쇠고기 농가의 98%가 가족 
경영(소유)입니다.  

육우 생산 시스템은 운영 규모가 클수록 한계 비용 
기반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수익성은 상승하는 규모의 
경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은행 대출이 주된 부채 자본 
조달원입니다(RBA). 농가 부채의 주된 목적은 토지 
구입이고 그 다음은 운전자본입니다(ABARES). 

운전자본 조달의 필요성은 이 산업의 불규칙한 현금흐름 
특성을 반영합니다. 

퀸즐랜드 육우 분야의 성과는 강우량과 가뭄을 중심으로 
자연적 요소에 크게 좌우됩니다. 예컨대 2014년 
건기가 장기화되면서, 퀸즐랜드 지역의 80%에 가뭄이 
선포되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소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이 가뭄과 그에 따른 
축군 재구축 사이클은 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육종 사업은 분만율 및 폐사율을 통해 생산성을 측정하는 
반면, 육성 및 비육 사업은 일일 및 총중량 증가를 통해 
성과를 측정합니다. 

사육장 사육
사육장 사육은 퀸즐랜드 육우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퀸즐랜드에서 곡물 비육우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른 
주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목초 비육지가 적은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곡물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육장은 통제된 환경이므로 품질의 일관성은 높고 
공급의 변동성은 낮습니다. 

사육장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지만, 육종 및 가공과 
함께 통합된 생산 시스템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의 성장하는 중산층으로부터 양질의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호주 사육장 산업의 성장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IBIS World(A0142)에 따르면, 
이 분야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연간 11.2%씩 
성장했습니다. 

요약본 
(Executive Summary)



4   |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곡물 가격, 가뭄, 비육우의 국내 가격 등 다양한 요인과 
곡물 비육 쇠고기 수요, 쇠고기의 국내 가격 등 공급망 
하류 요인은 사육장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육장은 방목 생산 시스템에 비해 날씨 변동성에 덜 
노출되어 있으나, 육우 가격이 산업 비용의 60%를 
차지하므로 날씨가 곡물 가격 및 비육우 공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공 

퀸즐랜드는 호주 가공육의 거의 50%를 점유합니다. 
퀸즐랜드의 쇠고기 가공 설비는 주로 동남 연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부 연안에도 일부 있습니다. 
퀸즐랜드의 쇠고기 가공은 3개 회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JBS Australia, Teys Australia, NH 
Foods가 퀸즐랜드에서 가공되는 모든 육우의 6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가공업자들은 잘 구축된 공급망 및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할랄,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인증 쇠고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NCA)의 수출 승인 등 관련 수출 
인증 획득을 통해 가공업자들은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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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쇠고기 공급망

퀸즐랜드의 비육 소의  

50%는 곡물사육됩니다

15.7%입니다.

전국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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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eateng 보고서에서는 현재 퀸즐랜드 육우 
산업에서 가공 설비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퀸즐랜드 쇠고기 가공업자들은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기술의 사례로서 자동화, 로봇 공학, 
객관적인 도체 측정을 도입하여 혁신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공업자들은 사육장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통합의 이점도 누립니다. 가공업자와 사육장의 통합을 
통해 공급 리스크를 줄이고 품질 관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육장 분야와 마찬가지로 쇠고기 가공 산업 역시 
소 가격 변동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급 역시 
가공업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소 공급이 부족한 
가공업자는 소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처리량이 
줄어서 고정비 상승 위험에 노출됩니다. 

생축 수출 

호주는 지속적으로 세계 최대의 생축 수출국의 
하나입니다. 호주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세계 최대의 생축 공급원으로서, 2015년의 
경우 전 세계의 수요의 1/4 넘게(27.6%) 생축을 
공급했습니다(USDA, 2018). 

생축 수출에 비육우(feeder cattle) 및 도축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2017년 89.2%). 
한편, 번식우(breeder cattle)는 2017년까지 지난 
7년간 물량 기준으로는 평균 11.9%을 차지했으나 
가액 기준으로는 생축 수출의 평균 24.8%를 
점유했습니다. 이 시장 분야는 2017년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이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최근 수년간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ABARES, 2018). 생축 수출 
물량은 2018년 7.1% 증가한 이후 중기적으로 횡보할 
전망입니다. 수출 가액도 실질 기준으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ABARES, 2018). 

퀸즐랜드는 2017년 기준 호주 주(states)/
준주(territories) 가운데 생축 수출 규모가 세 번째로 
크며, 호주 총수출량의 25.2%이 타운스빌(Townsville), 
카룸바(Karumba), 브리즈번(Brisbane)을 통해 
수출됩니다. 퀸즐랜드 북서부에서 길러진 소는 호주 
최대의 생축 수출항인 다윈(Darwin)을 통해서도 
수출됩니다(ABARES, 2018). 

인프라
크고 복잡한 인프라 네트워크가 퀸즐랜드 육우 분야를 
지원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철도, 도로, 항공, 해상 운송 
등 운송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송은 생축, 
가공육 및 사육장용 사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퀸즐랜드의 규모 및 산업의 지리적 규모를 고려할 
때, 운송 인프라 및 서비스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소 
산지판매장(salesyard) 역시 쇠고기 산업 인프라 
네트워크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최대 규모의 
산지판매장은 그레이스미어(Gracemere), 로마(Roma), 
달비(Dalby)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및 기술 

호주 쇠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육우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도 동반 성장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운송 사업자, 농업 경영학, 사업 
지원, 브랜딩, 감사 및 자문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기술 및 디지털 발전을 통해 육우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육우 분야의 기술은 디지털 
공급망 및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여 농장 내 
워크오버(walkover) 중량 측정 및 육우 가공 설비 내 
자동화 등의 혁신을 광범위한 공급망으로 확대하는 
직접적 운영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적용됩니다. 

공급망 구성 요소의 유연성 

퀸즐랜드의 생산업자, 사육장 업자, 가공업자들은 자사 
제품을 신흥 시장 동향과 기회에 맞출 수 있는 수준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출 시장마다 
가공육과 생축 수입에 적용되는 규제 및 사양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생산자의 유연성,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 
가공업자의 역량을 통해 퀸즐랜드는 수출 기회가 
발생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위치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프리미엄 생산자로서 
퀸즐랜드의 평판을 강화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퀸즐랜드 
쇠고기가 전 세계에서 크게 사랑을 받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품질 보증
퀸즐랜드 정부는 호주축산공사(Meat and Livestock 
Australia, MLA) 등과 같은 산업 기관과 함께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QA) 
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QA 
프로그램들은 식품 안전 및 제품 이력 추적 가능에 
역점을 두지만, 동물 복지, 바이오 안보, 환경 관리 등의 
분야가 이들 프로그램의 개발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이 
시스템은 식품 안전에 예방적 접근 방식을 마련하고,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며 해외 시장에서 퀸즐랜드의 높은 
평판을 구축합니다(퀸즐랜드 식품안전청, Safe Food 
Queen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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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구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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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업자 쇠고기 가공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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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우 공급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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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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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The Queensland Beef 
Supply Chain)'은 EY가 퀸즐랜드 농림수산부를 
대신하여 개발한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투자 
전망' 문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이 문서 시리즈는 
퀸즐랜드 쇠고기 산업의 기존 기회와 성장하는 
기회를 다룹니다.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의 전략적 동인
•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 퀸즐랜드 육우 및 쇠고기 제품 전망
•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투자 분석
• 퀸즐랜드 쇠고기 공급망 투자자 가이드
• 퀸즐랜드 쇠고기 생산자 투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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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사는 협력하며 당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약속을 실행하는 훌륭한 리더를 양성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 임직원, 고객 및 

커뮤니티를 위해 더 나은 업무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Y는 글로벌 조직이며 Ernst & Young Global Limited의 하나 이상의 회원사를 

가리킬 수 있으며, 각 회원사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영국 유한책임 회사인 

Ernst & Young Global Limited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사 조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y.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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