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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년 특별기획

한돈농장의 새바람, 다음 10년·20년을 생각하자

한돈농장, 규모에 맞는
경영역량을 키워야 살아남는다

김 형 린 대표이사
(주)맥스매직

1. 서론
백신도 없고 한 번 발생하면 7~10일 내로 전멸하면서도 재입식의 기약이 없는
무시무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리나라와 인적 왕래가 특히 잦은 중국, 베
트남, 몽골에서 계속 확산되며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3년 내로 백신이 개
발될 것이라지만 현재로서는 유효 제제를 이용한 철저한 소독, 멧돼지와 조류로부
터의 농장 차단, 열처리되지 않은 잔반 급여의 금지, 불법축산물 국경 반입 차단,
최초 발생 농장의 확실한 신고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하튼 ASF가 국내
로 침투하여 발병하는 그 순간, 한돈산업은 궤멸의 초읽기에 들어가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또한 (표 1)에서 보듯이 4년여에 걸친 한돈가격의 급등은 모돈수의 지속적인 증
가와 돼지고기 수입량 폭증을 초래했으며,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국내외
산 돈육의 재고 증가와 돈가 하락을 초래하였다.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던 작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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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근년의 탕박시세(원, 제주 제외)
전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전년비

2016년 4,541 4,063 4,615 4,906 5,334 6,095 5,164 5,543 5,299 4,558

4,719

4,587

4,952

-5.7%

2017년 4,852 4,751 4,879 5,434 5,634 6,229 6,042 6,148 5,715

4,211

4,887

4,150

5,244

5.9%

2018년 3,853 4,111 4,062 4,439 4,635 5,201 5,115 4,838 4,940 3,912

3,670

3,597

4,364 -16.8%

2019년 3,242 3,143 3,769 4,500 4,700 4,800 4,800 4,600 4,200 3,700 3,600 3,600 4,054

-7.1%

무더위로 인한 모돈 생산성 악화로 4~5월의 출하두수는 작년보다 다소 감소하
겠지만, 한돈 재고 방출이 시작된 4월 말부터 한돈시세의 상승폭을 끌어내리며,
성수기가 지난 후부터는 다시 공급량 증가에 따른 저돈가기를 모두가 겪게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본인이 도축두수를 근거로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듯이 2018년의 실질 MSY는
16.4두였다. (표 2)에 제시한 한돈팜스 농가의 집계치를 보면, 생산성 상위 10%
농가 기준 평균, 하위 10% 농가 간의 차이는 각각 25%, 50%나 나고 있다. 실제
탕박 kg당 생산비는 3,000~4,500원의 범위에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돈농가
의 평균 생산비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표 2) 한돈팜스 농가의 상하위 성적(2018년 3월~2019년 2월)
구분
모돈회전율
복당 총산자수
복당 이유두수
이유 전 육성률(%)
이유 후 육성률(%)
출하일령
두당 일일섭취량(kg)
PSY
MSY

상위 10%
2.31
11.74
10.62
90.5
92.8
189
1.66
25.7
23.8
100%

상위 30%
2.26
11.47
10.4
90.6
87.9
193
1.66
24.6
21.6
91%

평균
2.15
10.94
9.99
91.3
85.1
201
1.60
21.0
17.9
75%

하위 30%
2.04
10.52
9.64
91.6
74.2
214
1.51
18.8
13.9
58%

하위 10%
2.00
10.43
9.5
91.0
68.8
220
1.48
17.9
12.3
52%

금융권에서는 매출이익률(매출이익÷매출액, ※매출이익=매출액-매출원가,
※매출원가=제조원가=원·부재료비+직간접 노무비)을 15% 이상 내는 기업을
우량기업의 조건으로 치부한다. 여기에 일반 관리비나 순이자액을 감안한 경상
(계속 사업) 이익률을 10%만 달성하여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평균 탕박시세가 4,000원이라도 원가를 3,600원으로 맞출 수만 있
으면 되므로 MSY 22~23두 수준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적절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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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연동시켜야만 한
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적절한 구매단가를 제시하
면서 수입육의 저가공세도
막아 내 사회에 공헌하는
한돈산업으로 지속 가능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
는 농장 규모에 맞는 경영
기술과 관리전략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왜 규모에 맞는 관리전략이 필요한가?
한돈농가의 호당 실평균두수는 3,400두 수준이다. 정부통계상의 가구수는 방역
행정상의 농장수이므로 경영주(경영체)의 수치보다 많게 발표될 뿐이다. 이는 경영
주의 자산을 ‘대리인(종업원)’을 통하여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규모다.
양돈업은 자산 투자에 있어 시설장비 투자 비중이 높은 장치중심형 사업이므로
고정비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선 조업도(출하두수)를 높여 고정비를 희석하여
원가를 절감해야만 하는 사업적 속성을 가진다.
하지만 생산성은 곧 경영주를 비롯한 농장 전 구성원들의 총체적 역량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관리(인재의 선발육성유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데 현장에는 외국인들뿐인데, 인재관리라는 격에 맞지도 않는 뚱딴지같은 소리는 하
지도 말라? 특히 불황일수록 이를 헤쳐 나갈 유능한 인재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인재의 조건은 무엇일까? 서울과학종합대학원총장(2007년 3월~2010
년 5월),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한국협업진흥협회장(2013년~현재)으로 역임하며 ‘지
속 가능한 윤리경영’, ‘매력 경영’을 주제로 강연하는 윤은기 박사의 지론인 ‘인재의

(그림 1) 인재의 조건, 4T – 사람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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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소개한다. 이는 경쟁전략만 있고 영혼은 없는 카지노 자본주의, 정글 자본주
의,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에서 살면서 개인과 기업가로서의 정신과 윤리가 약화된 시대
에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비록 궁지에 몰려 있지만, 자본주의는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인
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경제 시스템이다. 불확실성 시대의 리더십은 행운관리에 달려
있는데, 소위 행운이란 ‘윤리+긍정+매력+나눔’에서 온다. 또한 ‘희망과 긍정의 힘이
곧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자! 단지 누운 상태에서 운동하는 생각만 해도 면역
력은 실제로 증강된다.
기업가 정신도 과거에는 목표 달성에 의한 부귀영화 추구에서 현재는 사회에 대한
봉사력·나눔력·공헌력을 중시하게 되어 돈을 버는 기술과 함께 쓰는 기술도 중요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손실과 기회수익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그림 2) 돈을 버는 기술과 쓰는 기술

만일 직원들의 업무 열정이 부족하다든
가 이직률이 높다면, 이는 농장 자체에 매
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의 구성원
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녀들이 집
밖에서 맴돈다면 가정에 매력이 없기 때문
이다. 농장의 규모에 따라서 (그림 3)에서
와 같이 향후의 중점 인사관리 요인이 달
라지므로 스스로 현 상태를 신중하게 진단
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길 바란다.

(그림 3) 인사관리 시나리오 경영요소

(표 2)의 한돈 생산성 지표에서 가장 주
목할 것은 이유 후 육성률이 85%에 불과

하다는 점이다. 양돈 선진국들의 5~6%보다 무려 10%나 많은 주된 이유는 무분별한
모돈수 늘리기와 분만사·초기 자돈사 투자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축사의 부적절성
을 간과하거나 위탁사육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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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 양돈업은 고도의 지식산업

또한 비육사를 여기저기에 사서 운영하면 인력과 장비의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분뇨
처리비가 가중되어 지육 생산비는 쉽게 100~150원 정도 더 상승하게 된다. 또한 사업
의 속성상 집단사육을 하므로 정밀한 관찰과 수치를 통계분석하며, (그림 4, 5)와 같이
종합응용(융합) 과학 분야임을 깨달아 평생 부단히 학습하는 자세를 견지하길 바란다.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경영관리의 주요 행위와 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관리 : 사양관리와 생산자재 투입→기술 도입 및 비용 절감 대책
• 작업관리 : 작업 내용관리(교배, 이유, 분뇨처리 등)→역할 분담
• 구매 및 판매관리 : 생산자재의 구입과 돼지 판매관리→정보 활용
• 재무관리 : 손익/재산, 차입금, 고정자산→부채상환, 재투자 결정
• 인사관리 : ①조직, ②안정적 수급, ③적재적소 배치, ④교육/훈련, ⑤단체협약, ⑥평가/보상
(표 3) 재무분석 순서
1단계 : 수익성 분석

사업적 가치의 분석

경영비/생산비

총 자본 이익률

= (경상이익÷총 자본)×100

기준 : 8% 이상

매출 이익률(소득률)

= (경상이익÷매출액)×100

기준 : 15% 이상

총 자본회전율

= (매출액÷총 자본)×100

기준 : 150% 이상

2단계 : 생산성 분석

생산원가에 기초한 요인 분석

노동/자본

노동 생산성

= (소득÷노동시간)

자본 생산성

= (소득÷투자 자본액)

3단계 : 안정성 분석

재무균형 분석

자산, 부채/자본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 자본)×100

기준 : 50% 이상

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기준 : 200% 이상

부채 비율

= (총 부채÷자기자본)×100

기준 : 200% 미만

지불이자율

= [(지불이자-수취이자)÷매출액]×100

기준 : 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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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다녀보면, 기업형 농
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장들
은 정상적인 경영분석을 아예
하지 않거나 대충 약식으로 추
정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
다. 이미 중소기업 규모로 규모
화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주먹
구구식 개인사업과 기업경영을
혼돈하고 있다는 뜻이다.
모돈 250두 이상의 농장이라면, 제반기록(특히 생산성과 계정과목별 일일기록)
과 전산입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경리 담당자와 외부 조언자를 필히 확보하여 생
산원가(경영비, 생산비), 경영분석(재무제표에 기반한 재무분석)을 실시하여 현황
재확인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의 강구를 통해 총체적인 성과관리를 하도록 해
야 한다. 이때 과도한 기술 또는 수치 만능주의에서 탈피하여 경영주의 사업관을
스스로 확장하고 직원들과 공유하도록 힘써야만 한다.

(그림 6) 경영기법의 변천

‘매력(魅力)’의 사전적 의미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을 도깨비처럼 홀려
잡아끄는 힘’이다. 이제는 내부적으로는 과학적 관리와 전략경영을 하면서, 외부적
으로는 문화경영과 영성경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덕(德)’을 베풀면 ‘농장 운(運)’이
열린다.
문의사항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에게 문의바랍니다.
☎ 글쓴이 연락처 : 010-5496-1186,
maxfeed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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