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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낙농

２０２０년 ３월

일반사단법인 중앙낙농회의
* 본 보고서는 생산자단체인 '일본중앙낙농회의'가 낙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한일 양국 낙농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국내 낙농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으로 판단됨. 다만 원문의 여건상, 일부 번역이 불가능한 부분은 일본어로 표
기되어 있어, 이 점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바람.

목차
머리말
일본의 우유는 국산 100%다. 일본우유의 「안전・안심・안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
력을 하고 있다. 또한, 낙농은 기초식품인 우유 및 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 를 공급할
뿐 아니라, 산지, 한랭지, 경작포기농지의 유용한 활용을 통해, 일본의 국토보전과 농
촌지역의 미관환경의 유지에도 공헌하고 있다.
낙농가 호수는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많은 낙농가가 생
산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낙농의 현상 및 낙농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소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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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에 대해］
낙농이란？

● 일본의 농업산출액 약9조엔 중, 축산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제 1위
● 낙농(원유)의 산출액은, 축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기간산업
● 일본에서 사육되고 있는 유우의 99%는 홀스타인종
● 우유의 원료인 원유는, 젖소로부터 얻어지며, 사료, 계절 및 기온에 따라 유량, 유성분, 풍미가 변함

낙농은 일본농업의 기간산업
일본의 총농업산출액 중 축산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1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낙농(원유)은 축산부문생산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다.
농업산출액(2018) 9조0,558억엔
축산

35.5%

야채

쌀 19.2%

25.6%

과실
9.3%

기타
10.4%

축산산출액(2018) 3조2,129억엔
원유 8.3%

양돈 6.7%

양계 9.5%

육용우 8.4%

그 중 원유산출액(2018) 7,474억엔

기타
2.6%

자료：농림수산성「생산농업소득통계」

유우에 대해
유우의 주된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일본에서 사육되는 유우는 99%가 홀스타인종
【홀스타인종】
원산지는 화란의 후리네지방 및 독일의 홀스타인지방. 몸이 크고 유방이 발달
해 있고, 유량이 많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사육되고 있다. 성격이 온순하고 추
위에 강하나 더위에는 약한 것이 특징이다. 흑백 외에 갈색과 힌색도 있다.
【저지종】
일본에서 홀스타인종에 이어 두수가 많으며, 영국해협의 저지섬이 원산이다.
짙 은 갈색으로 약간 소형이다. 홀스타인종보다 유량은 적으나, 유지방성분은
홀스타인종보다 높다.
【브라운스위스종】
스위스가 원산이며, 치즈제조에 적합한 유단백함량이 높은 원유를 생산하는
소 다. 흑갈색에서 희색 빛이 나는 갈색으로, 몸은 크고 성격이 온순한 편이다.

원유의 특성～우유는 언제나 같은 맛인가？
「원유」란 소에서 착유한 그대로의 젖으로, 우유 및 유제품의 원료가 된다(p6 참조). 영양이 풍부한 반면 상
하기 쉽기 때문에, 착유 후에는 곧 저온보관 등, 세심한 취급이 필요하다. 또한, 액체이므로 운반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더구나 원유는 살아 있는 유우가 생산하는 농산물이다. 그러므로, 사료의 종류, 계절 등의 사
육환경 및 유우의 품종, 연령 등에 따라 유성분이 변화하고, 맛과 향, 감칠 맛 등 풍미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우는, 더위에 약하고 추위에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량, 유성분 등도 기온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다. 유우에게 있어서 쾌적한 온도는 10～15℃이며, 25℃를 넘으면, 체온이 상승하고 식욕이 감퇴하며, 유
량 및 유성분이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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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낙농의 기초자료］

낙농가호수 및 유우사육두수는？

● 낙농가호수는 매년 감소하고, 원유생산량과 유우사양두수는 피크시점에 비해 각각 84%와 63%
● 원유는 매일 생산되며, 영양이 풍부한 반면, 상하기 쉽고, 저장성이 없는 액체이므로, 수요에 따라
「우유」와 「유제품」용을 조정해야 함
● 수입품과 경합하지 않는 우유용원유(도부현 중심)는, 가격이 생산비를 상회하고, 수요에 맞춘 생
산을 통한 수급안정이 과제. 유제품은, 보존이 가능하므로, 우유용과 유제품용(북해도 중심) 원유의
생산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수입품과 경합관계에 있음
● 현행제도는, 유제품용 원유를 대상으로 하며, 교부대상수량을 설정하여 가공원료유생산자보
급 금등을 교부함으로써, 원유수급 전체의 안정과 전국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일본낙농의 기초자료

●낙농가호수 추이
30,000

1. 낙농가호수：（2019. 2）

（단위:호）

26,600

25,000

전국15,000호 ★피크는 417,600호（1963)
〔북해도 5,970호、도부현 9,070호〕

20,000

18,000
15,000

2. 유우사양두수：（2019. 2）
1,332,000두

★피크는

15,000
10,000

2,111,000두（1985）

9,070

8,590

5.970

5,000

3. 낙농가 호당 사육두수：（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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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국

88.8두〔북해도 134.2두, 도부현 58.5두〕

★피크는 866만 톤（1996）

8,000

〔북해도 397만톤, 도부현 332만톤〕

7,800

14

16

17

18

19

도부현

（단위: 천톤)

7,881

7,631

7,607
7,533
7,447

우유용 401만톤〔북해도 56만톤, 도부현 345만톤〕
유 제품용 323만톤〔북해도289만톤, 도부현 34만톤〕

15

7,945

7,600

5. 원유처리량：（2018）

13

북해도

●원유생산량추이

4. 원유생산량：（2018）

728만톤

10

7,407
7,342

7,330

7,400

7,290

7,282

17

18

7,200
7,000

6. 국내수요량：（2018）
6,800

1,243만톤（원유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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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유수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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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의 업무］
낙농가의 휴식시간은 언제？

● 낙농가는 아침 저녁의 착유 등, 매일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을 한다
● 살아있는 가축을 돌보는 특성상,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 낙농가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 「낙농헬퍼」가 활약하고 있다
● 정부에서는, 낙농가의 노동부담경감・성력화 및 사양관리기술의 고도화를 돕기 위해, 기계・장치
의 도입 등을 지원한다

낙농가의 하루（낙농가의 업무）
낙농은 살아 있는 유우를 상대로 하는 업무인 만큼, 휴일이 없다. 아침 작
업 은, 우사청소, 사료급여, 착유 등. 낯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낙농가에 따라
다 양하다. 각종 기기의 유지보수, 사료포작업, 목초지작업, 송아지돌봄, 출
산 준비와 관련된 일을 한다. 젖소의 출산 시에는 사람과 마찬가지 로, 언
제 출산 이 이루어져도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준비체제로 살필 필요
가 있다. 또한, 저녁에도 아침과 마찬가지로, 우사청소, 사료급여, 착유
등을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1일 2～3회의 착유가 필요하며, 이 같은일이
1년 365일 계속된다. 가족 및 종업원이 있는 낙농가의 경우는, 교대로
휴일에 쉴 수 있으나, 「낙농헬퍼」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낙농헬퍼
축산업 중에서도 휴일을 갖기 어려운 낙농 현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낙농헬
퍼가 활동하고 있다. 낙농헬퍼는, 낙농가가 관혼상제와 같은 때나 휴식을 취할 경우, 낙농가를 대신해서
착유 및 사료급여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각지의 낙농가가 각각 헬퍼이용조합을 결성하여 낙농헬
퍼를 고용하는 외에,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 낙농헬퍼전국협회 등도 지원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등에 의한 지원
낙농업종사자의 고령화 및 감소에 따라, 낙농생산기반의 약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노
동 과중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금후 낙농생산기반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
는, 낙농의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해, 각 종사자의 노동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축산경영체생산성향상대책사업」（축산ＩＣＴ사업）, （독）농축산업
진흥기구에서는 「낙농노동성력화추진시설등긴급정비대책사업」（楽酪ＧＯ事業）을 통해, 낙농가의 노동부
담경감・성력화 및 사양관리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기계장치의 도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담경감・성력화 등을 위한 기계장치의 도입

【착유로봇】
유우가 자발적로 착유실 출입을
통한 착 유작업의 자동화

【밀킬파라】
유우를 착유실로 이동시켜, 착유작업
을 집중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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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유설비 반송레일】
계류식우사에서 이용하는 착유기
(약 9kg)를 레일을 이용하여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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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유통①］
원유는 어떻게 운반되나？

● 어미소로부터 착유한 그대로의 젖을 「원유」라고 하며, 가열살균한 것을 「우유」라 한다.
● 일본에서는 원유의 약 95%가 「지정원유생산자단체（지정단체）」를 통해 집유되어, 유업체에 판매된다.
● 원유생산량과 수요량은 계절 및 기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기 때문에, 관계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최근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원유폐기 및 원유수송이 중지되거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 교급식용 우유생산이 중지되는 등, 관계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원유유통
우유의 원료를 「원유」라 하며, 어미소로부터 착유한 젖 그대로를 말한다. 원유를 가열살균한 것이 「우
유」 가 된 다. 일본에서는, 약 95%의 원유가 「지정생산자단체（지정단체）」（P7참조）를 통해서 유업체에 판매
되며, 유가공공장에서 우유 및 유제품으로 가공되어, 슈퍼의 소매점에서 판매되거나,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된다.

● 우유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목장
출산한 소로부터 착
유- 벌크쿨러 (일 시
저 유 냉 각 탱 크 )에 서
저온저장

전용 탱크로리로 각 목장
으로부터 집유

소매점

쿨러스테이션

・우유 및 유제
품 을 판매

유가공공장

・유성분, 세균수 등의 검사
・대형냉각저유탱크에서 신
선한 상태로 일시적 저장

・가열살균
・팩충진 및
출하전 검사

초・ 중학교
・급식용우유

낙농가가 착유한 원유를 모아서 검사하고, 안전을 확인하여 유업체에 납유하는 역할
을 지정단체가 담당. 낙농가가 고품질의 원유생산에 집중토록 대신해서 원유를 판매

※목장에서 유가공공장으로 원유가 직송되는 경우와, 쿨러스테이션에 일시저장 후, 가공공장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있음

연간 원유수급불균형（안정공급을 위한 대처방안）
원유생산량은 계절 및 기온에 따라 변동한다. 유우는 더위에 약하기 ●시유용 원유수급（도부현）
때문에, 여름에는 생산량이 줄고, 겨울에서 초봄에 걸쳐 생산량이 늘어

수요 감소기에는 원유과잉 →유제
품제조를 통해 원유수급조정

난다. 반대로, 원유의 수요량은, 시유수요를 중심으로 기온이 높은 여름
수요기에는 원유부족→
북해도로부터 다량이송

에 많고, 겨울에는 감소하므로, 반대경향을 보인다.

이 같이 원유는, 계절 및 기온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급불균형
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대한 대응이 항상 필요하다. 그러나, 살아 있는
가축인 유우로부터의 원유생산량을 간단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

원유생산량

시유용 처리량

다. 그 때문에, 제품수요에 맞춰 조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원유는 영양
이 풍부한 반면, 상하기 쉬워, 벌크쿨러(원유냉각장치)에 서 보관이 필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1月 2月 3月
요하나, 그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낙농가단계에서 저장하여 조정하는
것이 안 된다. 따라서, 원유수급조정은 통상, 원유의 유통단계 및 가공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원유유통단계에

서는, 지정생산자단체 등에 의한 시유용 및 유제품용 등으로 원유를 용도별분배를 통한 조정과, 북해도와 도
부현 간의 원유수송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가공단계에서는, 저장가능한 탈지분유, 버터의 생산량
의 증감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다.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태도
최근에는, 혹서로 인해 생산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감소하거나, 태풍 및 지진 등 자연재해의 다발로 , 피해낙
농 가 및 유업체에 있어서의 원유폐기의 발생 및 북해도로부터의 원유수송중지 등, 관계자의 노력만으로 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3월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초중등학교가 휴
교됨에 따라, 학교급식용 우유제조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원유수요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단체는
유업체 등과 협력하여, 학교급식용 이외의 시유, 버터, 탈지분유로 가공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6

［원유유통②］

5

지정단체역할이란？

●생산량 및 수요량이 불안정한 원유의 공동판매를 위해 낙농가가 「지정단체」를 조직하였다.
● 지정단체는 가격교섭력의 강화, 수송비절감, 수급조정을 통한 안정공급, 유통과정에서의 검사실
시를 통한 원유의 품질조증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 생산・유통의 각 단계에서 안전・안심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지정단체란?
영양이 풍부한 반면, 상하기 쉬운 「원유」를 낙농가가 함께 공동판매하기 위한 조직으로「지정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기후 등에 의해 원유생산량이 변하고, 유업체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양도 매일 변한다. 그 같은 「불안정한」 원
유판매를 낙농가가 담당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거의 대부분의 낙농가는, 지정단체에 원
유판매를 위탁하고 있으며, 지정단체를 통한 원유판매비율은 약 95%에 달한다. 이로 인해 낙농가는 고품질의 원
유생산을 위한 유우관리에 전념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전국적으로 10개의 지정단체가 조직되어 있으며, 수급동향을
주시하면서 전국적인 협조를 통해, 원유의 과잉 및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정단체의 역할
지정단체의 가장 큰 역할은, ①「다량의 원유의 취급을 통한 유업체와의 거래교섭력강화」, ②「낙농가의 입지를 고려
한 효율적인 집유로선설정을 통한 집유비용절감」, ③「매일매일 변동하는 생산량 및 용도별 수요량에 대해, 원유를 폐
기하지 않고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기동적인 수급조정의 실시」 등이다. 또한, ④「안전・안심」의 확보를 위해, 낙농가
단계에서 『사용한 동물용 의약품 및 농약 등의 기장・기록・보관』의 추진 및 실태파악, 원유의 일원적인 검사」, ⑤「소
비자의 이해를 구하는 활동」 등도 지정단체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안전・안심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우유의 원료인 원유는, 젖소가 생산한 축산물이므로, 젖소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에 따라 품질이 좌우된다. 그 때
문에, 낙농가는 젖소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또한 젖소가 기분좋게 지낼 수 있도록, 우사의 위
생관리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목장에서 착유한 원유는, 대부분 외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 낙농가가 소유하
고 있는 냉각저유탱크에 저온상태로 저장되어, 지정단체 등의 전용 탱크로리에 의해 일시저유냉각시설로 모아진 후,
유업체로 운반된다. 원유는 집유 시에, 쿨러스테이션, 유업체의 각 단계별로 다양한 안전검사가 이루어진다. 유업체
의 가공공장에서 출하 전 검사에서 합격한 우유, 유제품만이 냉장차로 소매점 및 초중등학교에 운반된다.

【TOPIC】 개정축안법에 의한「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제도」
개정「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법률」(축안법)의 실시에 의해, 2018년 4월
부터 새로운「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생
산자보급금의 교부대상자가 확대되어, 원유의 판매처 및 판매방법의 폭이
2018

345

8.31

2.54

확대되었다. 또한, 유가공공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입지한 경우 등, 조건
불리지역의 집송유가, 금후에도 안정적이며,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집
유거부를 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사업자가 지정될 수 있게
집송유조정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보급금대상자
이하 a-c의 낙농가를 대상으로, 특정 유제품 대상용도로 원유의 실적수량에
따른,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보급금)이 지불된다.
a ： 농협・농협연합회 및 매취판매업자 등을 통해 유업체에 판매하는 낙농가
b ： 스스로 생산한 원유를 유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낙농가
c ： 스스로 생산한 원유를 자가에서 직접 유제품가공하여 판매하는 낙농가
한편, 보급금대상 유제품은, 버터, 탈지분유, 전지가당연유, 탈지가당연유, 크림, 자연치
즈, 농축유, 탈지농축유, 전지무당연유, 전분유, 가당분유, 탈지유(송아지포유용) 등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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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경영］

유대와 생산비는？

● 낙농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대는 생산자(단체)와 유업체 간의 가격교섭을 통해 결정된다
● 경영비의 40-50%를 차지하는 배합사료 등의 사료비는, 국제시황 등의 영향을 받는다

낙농경영을 둘러싼 상황
낙농경영안정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낙농가수입의 중심이 되는 「유대」（원유거래가격）이다. 유대는, 생산
자(지정단체)와 유업체 간의 교섭에 의해, 원유수급상황, 우유생산비변동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이 같은
유대는, 우유생산비 및 낙농가의 노동시간에 비해 적합한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종합유대추이

●종합유대추이
(엔/kg)

105

103.4

102.9

낙농가의 수취가격인「종합유대」는, 배합사료

100.5
100

가격의 상승에 따라, 2018 년에 시유용 및 유제
품용 모두가 인상되었으며, 그 후에도 환율변동

101.1

97.2

95

에 따른 배합사료가격상승, 소비세인상 등으로

90.7

90.2
90

인해 상승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89.8
91.5

88.1

84.8
85

자료： 농림수산성「농업물가통계」
주1 ： 수치는 각 월의 단순평균치이며, 소비세를 포함

80

주2 ： 종합유대는원유거래가격에서 집송유경비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 등을 가산한 것임(4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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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가격이 원유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젖소는, 섬유질을 다량 함유한 조사료（청초, 건초 등）과, 영양이 풍부한 농후(배합)사료(옥수수, 보리 등 )를 균
형있게 급여하나, 낙농가 경영비의 40-50%를 차지하는 것이 사료비이다.
배합사료가격이 공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생산비상승으로 이어진다. 배합사료가격의 변동에 따른 경영
에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사료업체가 적립하는「통상(通常)보전기금」과, 지나치게 가격이 상승
할 경우에는, 통상보전기금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사료업체가 적립하는 「이상(異常)보전기금」 이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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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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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보전금

이상보전금

15

16

17

옥수수(국제가격)

자료：배합사료가격에 대해, 2014년 이후의 자료는, 2013년도까지는 농림수산성이 공표한 자료에 의해 계산
주１：옥수수가격은, 일본경제신문(시카고 선물시장의 최근 가격(당월 최종거래일 종가)를 각 월의 환율로 환상ㄴ하여, 분기별로 평균한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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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반강화조치］

7

생산기반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낙농가호수 및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등의 생산기반축소가 진행되고 있음
●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낙농경영안정을 위해, 국산사료의 증산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후계우・후계자부족 등에 대한 대책을 계속 추진해야 함

국산사료의 증산・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노력
고령화 등에 따라 낙농가호수 및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등, 생산기반의 약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낙농경
영에 있어서는 생산비증가 등에 따른 경영수지악화 및 생산의욕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국산원유의 안
정 공급을 위해, 낙농가의 생산의욕을 환기시키고, 사육두수 및 원유생산의 감소를 저지함과 아울러,
경영다각화・고도화의 실현을 위한 조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낙농경영의 안정을 위해, 가격변동이 큰 수입사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
사료의 증산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한, 쌀생산농가와 연계한 「사료용 쌀」 및 「볏짚
발효사료」의 이용에도 임하고 있다. 이 같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경영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낙농가 호당 사료작물재배면적추이(단위: h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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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용 쌀과 발효사료의 작부면적추이(단위：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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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료관련 상황（농림수산성・2020. 1）

후계우・후계자부족 등에 대한 대책
육용송아지의 감소로 인해, 젖소암소에 화우를 교배하는 비율이 높아져 교잡종비율이 늘고, 원유생산을
위한 후보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낙농가의 「성판별정액・수정란」 의 활용 등에 의한 후계우확보를
위한 조치에 따라, 후보우두수가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또한, 낙농가의 감소, 후계자부재와 같은 과제에

● 젖소후계우 두수추이(천두)

대해, 착유로봇도입을 통한 착유작업의 효율화, 「

540

534

제 3자에 의한 목장계승」, 다수의 낙농가에 의한
520

공동경영목장 및 농협 등의 출자에 의한 대규모
목장의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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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정부에서도 낙농가의 수익성향상을 지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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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축산클러스터」의 구축
을 통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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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농림수산성「축산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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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비교］

우유・유제품 자급률？

● 전 세계의 우유・유제품은, 거의 대부분이 자국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비된다.
● 대부분의 외국의 우유・유제품의 자급률은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일본의 우유・유제품 자급률은 59%(2018)이나, 우유는 국산 100%이다.

● TPP11, 일EU ＥＰＡ, 일미무역협정 등으로 인해, 무역자유화가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음.

전 세계 원유수급

●세계 우유유제품 생산량 및 수출량(원유환산) 2019년 예측치 (천톤)

전 세계 우유・유제품 생산량은 2019년 현재
원유환산으로 약 8억 5천만 톤이다. 대부분이
자국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비되며, 수입은 10
%에 못미친다.
수출국은, 오세아니아, 미국, EU 등 일부 국가
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발 등으로 어느 한 나
라의 생산이 감소하면, 국제시장의 수급불균
형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본 국내에서 우유 및 유제품이 부족
하더라도, 간단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주： 원유환산은 IDF공시 NO. 390에 의함

자료：FAO 「Food Outlook 2019 November」

주요국의 우유・유제품 자급률

●주요국의 우유・유제품 자급률(2013・일본 2018, %）

세계적으로도 우유・유제품은 식품 중에서 중요
59

일본
호주
스위스
영국
스웨덴
화란
이 탈 리 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카나다
미국

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자급률은 대
부분 일본보다 높다.
일본의 우유・유제품수요는 1,243만 톤(원유환
산)으로, 전체 자급률은 59%이나, 백색시유는 국
산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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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018년도「식량수급표」（농림수산성）
FAO「Food Balance Sheets」로부터 농림수산성이 시산

국제화의 진전

최근, 농산물 수출 및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무역협정이 잇따라 발효되고 있다. 환태평양파
트너십협정(TPP)는, 미국의 이탈표명으로, 미국 이외 11개국 간에 2018년 3월, 「환태평양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협정(TPP11협정」으로 서명되어,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되었다. 또한, 일EU
EPA(일 EU경제연계협정)은 2017년 12월에 타결되었으며, 2019년 2월 1일 발효되었다. 또한 일미무역
협정은 2019년 9월에 최종합의에 도달해, 2020년 1월에 발효되었다.
이들 무역협정으로 인해, 탈지분유, 버터, 치즈, 등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으며, 금후 새로이 유제
품무역의 자유 화가 진행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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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유제품의 진흥］

9

국산 자연치즈의 역할은？

● 일본의 치즈소비량은, 건강지향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증가하는 경향
● 중앙낙농회의는 국산 자연치즈의 진흥을 위해, 「ALL JAPAN 자연치즈 경진대회」를 개최

일본의 치즈소비동향
일본의 치즈소비량(1인당 연간 2.4kg, 2017)은 덴마크(27.5kg)와 비교하면 9% 정도이나, 건강지향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소비량이 늘고 있다. 현재는 늘어나는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산치즈의 안전성과 안심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 일본의 치즈소비량추이

국산 자연치즈생산량(2018)

단위：만톤
35

【국산 자연치즈의 내역】
※60%: 숙성치즈(체다, 고다, 까
망 베르 등)
※40%: 신선치즈(모짜렐라, 크
림 치즈 등)

4.5만톤（자급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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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28.9만톤

18

가공치즈의 소비량에는, 원료용 자연치즈생산량 외에 소금 등의
원료도 포함된다.

★ 2.4ｋｇ/년
※ １위：덴마크 27.5 ｋｇ

자료：농림수산성 생산국 축산부우유유제품과, JIDF「세계낙농정황」

（2017）

국산자연치즈의 금후 전망
2018년 현재, 일본 국내의 치즈공방은 319개소가 있으며, 국산자연치즈의 생산・판매를 하는 형태
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품종도, 신선치즈로부터 숙성치즈까지 다양하며, 수입치즈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품질수준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자연치즈를 제조・판매함으로써 낙농경영의 다각화뿐 아니라, 그 같은 상품을 중심으
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치즈공방도 있다.
한편, 국제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종합적 TPP 관련정책」을 통해,
국산자연치즈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양관리의 고도화 및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
는 '국산치즈경쟁력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ALL JAPAN 자연치즈 경진대회 개최
중앙낙농회의는, 소비자 및 유통바이어들에게, 일본의 기후풍토에 맞는 낙농
가브랜드의 수제치즈를 소개하고, 제품의 충실도와 고품질을 널리 홍보함으로
써, 국산원유수요확대와 국산자연치즈의 제조기술향상, 판로확대 등을 목적으
로 「ALL JAPAN 자연치즈경진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제12회 ALL JAPAN 자연치즈경진대회(2019.10.29)」에서는, 86사・203작품
의 출품이 있었으며, 전문가 등이 외관・색조, 조직, 풍미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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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의 다면적기능］

10 목장은 어디에 있나？
● 일본의 목장 대부분은 중산간지역에 입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하고 있다.
● 낙농은, 임야의 확폐화를 막고, 최근 증가경향을 보이는 「경작포기지」의 활용에도 기여한다. ●

낙농은, 소의 분뇨를 퇴비화하여 논밭에 환원하는「자원순환형농업」의 기축을 담당하고 있다. ●
낙농가는 경종농가에 퇴비를 제공하고, 경종농가는 낙농가에게 사료작물 및 젖소의 깔짚으로 사
용되는 볏짚을 제공하는 등, 「경축연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목장

일본에는 다양한 형태의 목장이 있다.

중산간지역
산간부 및 마을 근처에 있는 목장.
일본 목장의 약 46%가 이 같은 형
태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전답지대목장

초지이용형

밭, 논 등이 있는 평지의
목장

넓은 목초지를 이용하는
목장. 북해도 등에 많음.

도시근교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목장. 목장
주변에 맨션과 빌딩이 있고, 그곳에
거주하는 도시인들과 동일한 생활권
에 입지하고 있는 목장.

경작포기지와 낙농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심각한 고령화와 후
계자부족으로 「경작포기지」가 늘고 있다.
경작포기지는 중산간지역에 많으며, 농지가
황폐화되는 원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

자료：2015 농림업센서스

●경작포기지면적추이(만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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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낙농가는 지주가 경작을 포기한
농지를 빌려, 초지 및 사료재배를 통해 경작
포기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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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성「황폐농지의 발생・해소상황에 관한 조사」、「농림업센서스」
(주)：「경작포기지」란, 「이전에 경작했던 토지로, 과거 1년 이상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최근 수년간 경작할 의사가 없는 토지」

낙농을 자연순환형농업의 중심에
목장에서는 소의 분뇨에 깔짚으로 사용한 볏짚, 톱밥 등을 혼합하여 퇴비를 만든다. 이렇게 만든 퇴비는,
야채 등의 재배에 사용된다. 젖소가 목초를 먹고 분뇨를 배출하면, 그것이 퇴비가 되며, 이와 같이 낙농은
「자원순환형농업」의 기축을 담당한다.
또한 경종농가에 퇴비를 제공하고, 경종농가는 낙농가에게 사료작물 및 젖소의 깔짚으로 사용하는 볏
짚을 제공하는 등, 「경축연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목장에서는, 자연과 인간, 가축이 하나가 되어 생활하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목장을 방문하여,
자연 및 가축들과 어울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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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의 사회공헌활동］
낙농교육목장활동이란？

● 「낙농교육목장활동」은, 교사와 낙농가 쌍방의 의견일치를 통해 시작된 활동이다.
● 전국 각지의 낙농가 등이 학교 및 교육현장과 연계하면서, 「음식과 일, 생명의 배움」을 테마로,
낙농이 지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낙농교육목장활동에 임하고 있다.
● 2019년 3월말 현재, 전국에는 289개의 「인증목장」과 571인의 「조력자(Facilitator)」가 인증을
취득하여, 연간 약 34만명(2018년 실적)이 인증목장에서 낙농체험을 하고 있다.

낙농교육목장활동～『낙농을 통해 음식과

일, 생명의 배움을 지원한다』～

목장을 교육의 장으로 개방하여, 어린이들에게 낙농체험을 통해 「음식과 일, 생명의
배움의 중요성 」을 배우게 하고 싶다는 교사와 낙농가 쌍방의 생각이 일치하여, 낙

농교육목장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2008년 7월 중앙낙농회의가 제안하여 '낙농교육
목장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11년에는, 정렬적인 어린이들을 받아 들이고,
아 울러 이용 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의 안전 및 위생조건을 충족하
는 목장을 인증하는 '낙농교육목장인증제도'를 창설하여, 활동이 본격화 되었다.
목장에는 젖소와 같은 산 동물과의 접촉을 시작으로, 그 같은 활동을 도와주고, 원유생산을 업으로 하는 낙농가
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 또는 인간과 젖소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목장환경 등, 어린이들이 보고 느끼면
서 음식과 일, 생명의 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이 존재한다.

낙농교육인증목장／낙농교육목장 조력자(Facilitator)
인증을 받고 활동하는 「목장」을 낙농교육인증목장(인증목장)이라
하고, 인증을 취득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조력자(Facilitator)
라고 한다. 낙농교육목장의 조력자는, 낙농을 통하여 어린이와 같은
체험자 자신이, 「음식과 일, 생명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배울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9 년 3월 말 현재, 전국에는
289개의 인증목장과 571인의 조력자(Facilitator )가 인증을 취득
하고 있으며, 연간 약 34만명(2018)이 인증목장에서 낙농체험을 하
고 있다.

「숙련도향상을 위한 연수회」 개최
중앙낙농회의는, 「숙련도향상을 위한 연수회」를 정기적으로
전국에서 개최함으로써, 낙농을 둘러싼 최근 상황을 공유함과
아울러, 안전・위생대책의 확인 및 소통기술의 향상을 위한 프
로그램을 준비하여, 조력자(Facilitator)의 수준향상을 돕고 있
다. 조력자는 매 3년마다 이 같은 연수를 통해, 자격인증을 경
신할 수 있다. 목장을 방문하는 체험 외에, 조력자가 직접 학교
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수업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신의 체험
을 나누는 등, 조력자끼리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13

12

［낙농가 인터뷰］
낙농체험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

낙농가 인터뷰
유한회사 와타나체험목장（北海道川上郡弟子屈
町） 대표

渡辺 隆幸

さん

〔낙농교육목장 조력자(Facilitator)〕

지역에 뿌리내린 낙농교육목장활동
우리목장에서는, 현재 약 120두의 젖소를 방목사육하는 한편, 現在約120頭の牛を放牧で飼育するかたわ
낙농교육인증목장(p 13 참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목장부근은
목초 이외의 작물생산이 어려운 한냉지대로, 나의 부친이 들판을
개척하여 목장을 시작했으며, 나는 목장을 물려받은 2세대다.

낙농교육목장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인근의 유스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젊은이를 목장작업의 아르바이
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교육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으나, 숙박자 사이에
서 목장체험에 대한 인기가 있게 되자, 아르바이트희망자가 늘어났다. 그에 따라 지역의 낙농가 및 관련단
체와 연계하여, 여러가지의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여,「摩周(마슈)낙농체험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 전국으로부터 참가자가 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2001년에 낙농교육목장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낙
농교육목장의 인증을 취득하여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현재는 지역의 학교 및 대학 등의 연수를 받는 외에, 전국으로부터 예약을 통해 방문하는 사람 수가 늘고 있다.
또한 여러번 방문하는 사람도 많다. 그 외에, 주위의 낙농가와 협력하여, 재해부흥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피해지
역의 초등학교에 소를 끌고 가서 현장수업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자신, 본래 여러 사람들과 만나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활동을 통해 「소도 건강하고, 가족도 즐거우며,
체험자도 즐거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낙농경영과 낙농교육목장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낙농가 자신도 힘이 나는 낙농체험사업
처음 소와 접하는 사람에게는, 소의 냄새와 직접 소를 만져봄으로써,
그 크기에 놀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평상시 마시는 우유가, 기
계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젖소가 새끼를 출산하고서야 젖이 나
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그리고 소가 살아 있는 생물인 이상 죽는
일도 있다. 낙농가는 가능하면 오랫동안 소와 함께 있기를 바라므로, 소
를 귀중하게 다루고, 소의 건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같은 과정을 봄으로써, 우리에게 우유를 제공해 주는 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한편, 낙농가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착유한 원유가 우유 및 유
제품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유통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
들의 팀웍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낙농교육목장의 활동은,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 활동에 참가하는 낙농가 자신도 사람들과 방문객
들과 어울려, 낙농을 이해할 때 힘을 얻게 된다. 또한, 「기능향상연수
회」를 정기적으로 수강함으로써, 다른 조력자들과의 폭넓은 의견교환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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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일본낙농의 역할

도쿄대학대학원 경제학연구과
준교수 경제학박사 야사카 마사미츠(矢坂

雅充)

【프로필】
주된 연구과제는, 일본낙농, 유업정책과 식품안전・신뢰성확보정책, WTO
체제 하에서의 일본의 낙농・유업정책을, 다양한 관전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농업을 핵으로 하는 순환형 사회시스템, 농업의 다면적기능, 농산물
의 가격변동리스크 대응책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낙농의 유지에 위기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일본낙농은 농가호수, 생산량 모두 감소함에 따라,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TPP, 일EU EPA 등, 관
세삭감 및 철폐 등으로, 유제품의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낙농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낙농유업의 관계자뿐 아니라, 소
매업자와 소비자도, 자신이 속한 영역의 이익뿐 아니라, 일본낙농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
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럽은 2009년에 낙농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낙농가가 이농을 하였다. 그 당
시 소매업자도 이대로라면, 원유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와 함께, 장기적으로 낙농을 유
지해야 한다는 강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일본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일본낙농의 유지를 위해 위
기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해 주는 낙농
일본에 있어서, 우유・유제품(원유)은 미국보다 수요량이 많은 식품이다. 낙농은 원유를 착유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는 산업이나, 이를 위해 젖소를 사육하고, 사료를 생산하며, 분뇨를 재이용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
으며, 각각의 생산과정에 관여하는 산업종사자, 지정생산자단체, 유업체, 소매점 등, 긴 공급망을 지니는 것이 특
징이다. 즉, 낙농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낙농은 하나의 산업이지
만,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원유는 임신・출산을 거친 소가 생산하므로, 영양가가 높은 반면, 상하기 쉬운 관계로 저장성이 없고, 수
요는 매일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변동하므로, 수급조정이 매우 어려운 농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정생산
자단체는, 수급에 따라 매일 공급을 시행하고, 전국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안정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유통의 각 단계에서 세심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우유・유제품은 높은 수준의 「안전・안심」이 담
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낙농의 다양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
생산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시설도입의 속도가 빠르며,
생명산업인 만큼 다액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해, 낙농의 수익성은 낮은 가운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다.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낙농산업의 발전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나, 특히 도부현은 토지
등의 제약이 있어, 규모확대가 간단하지 않다. 소규모 낙농가가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 하다. 예를 들면, 경작을 포기한 농지를 이용한 사료재배 및 방목, 낙농교육목장의 운영 등 경영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소규모라도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및 농업단체의 지원이 중요하나, 낙농교육목장활동 등을 통해, 낙농의 가치를 낙농가
스스로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낙농은 젖소 그 자체가 매력적인 생물이지만, 자연이 넘치는 목장풍경 등도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쉽다. 평상시 생활속에서 낙농정보를 얻기 어려우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낙농체험
을 통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농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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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WEB사이트
・농림수산성

https://www.maff.go.jp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

https://www.alic.go.jp

・일반사단법임 jmilk

https://www.j-milk.jp

・지역교류목장전국연락회

https://www.dairy-farm.jp

※ 본 자료는 일본의 보도관계자 여러분을 위한 정보제공자료임. 본 자료에 게재된 데이터, 컨텐츠, 화상에
대해서는, 미디어에 사용할 경우에는, 자료출처로부터 사용허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일반사단법인 중앙낙농회의란?
■ 목적
원유생산자의 협동조직에 의한 원유수탁판매의 추진 및
원유공급의 안정, 유통합리화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국내 낙농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
는 것.

■ 주요업무
（１）지정생산자단체가 시행하는 원유수탁판매에 관한
지도, 알선 등
（２）원유수급안정 및 국내 원유생산기반강화에 관한 사
항
（３）원유수요확대에 관한 사항

（４）낙농업 및 우유, 유제품에 관한 국민의 이해촉진에
관한 사항
（５）원유품질개선 및 안전・안심의 확보에 관한 사항
（６）전술한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자료,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회원
（１）지방：전국 9개 지역의 지정생산자단체
[1]호꾸렌
[2]東北生乳販連 [3] 関東生乳販連
[4]北陸酪連
[5]東海酪連
[6]近畿生乳販連
[7]中国生乳販連 [8]四国生乳販連 [9]九州生乳販
（２）中央：全中・全農・全酪連・全開連・農中・全共連

【본 자료에 대한 문의처】 一般社団法人 中央酪農会議 〒101-0044 東京都千代田区鍛冶町2-6-1 堀内빌딩4階
ＴＥＬ：０３-６６８８-９８４１ ＦＡＸ：０３-６６８１-５２９５ ｗｗｗ．ｄａｉｒｙ．ｃｏ．ｊ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