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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농기업의 사업다각화 연구

-이지바이오그룹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남 윤 지

농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화 되면서 우리농업은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이라는 한계로 산업경쟁력이 열위하여 사양화될 가능성이 크다. 농

업의 개방화와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농업의 융·복합화

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영역을 1차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바이

오·정보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보고

기업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도입과 농업의 영역확대를 통한 글로벌 농

식품 기업,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축산계열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성

공적인 농기업 다각화 전략의 사례연구를 통해 신사업진출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다각화를 고려하는 농기업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지바이오 그룹을 사례로 농업에 기반을 둔 기업이 다각화

와 수직계열화 전략을 통한 성장과정을 분석하여 기업이 경쟁상황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한 핵심역량과 외부환경요인이 무엇인지 밝힌다. 외부

환경분석은 Porter.M의 5Forces 모형을 사용하였고, 내부경영자원 분석

은 사례기업의 가치사슬분석을 통해 본원적, 지원적 활동상에 드러난 경

영자원을 파악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외부환경요인과 내부경영자원을 토

대로 비즈니스모델 타당성 분석인 BMO테스트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하여 전략타당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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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업의 다각화 과정은 크게 사료첨가제→사료부문, 사료→양돈부

문, 양돈→양계부문, 관련다각화부문으로 분류되는데 다각화 타당성분석

에서 관련다각화는 제외되었다. 연구결과 다각화와 내·외부요인 적합하

여 타당성이 높은 전략은 양계, 양돈, 사료부문 다각화 순으로 나타났고,

전략타당성 분석 결과에서 농기업 사업다각화에 대한 뚜렷한 성공요인과

전략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외부환경요인 상의 특징은 신규사업 진입전략은 시장규모가 크

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매출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방향성을 정한다. 반

면 낮은 성장률과 치열한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펴는데 주로 전방통합전략을 통해 규모를 키

우고, 점유율 신장을 통해 지배력을 키우는 것이다. 또한 기존 사업의 구

매자·공급자·대체재 위험 가운데 주요한 위험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략

을 진행하며, 진입산업에 내재된 위험에 대해 후속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 또한 까다로운 기준의 위생·품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에 대응하여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기회요인으로 활용하

고 있다.

둘째, 농기업의 다각화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경영자원은 기술, 금융, 인적자원이다. 사례기업의 다각화는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신사업진입 시 높은 이해력과 적용가능성을 높여

전략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고 평가된다. 또한 기존 사업에서 축

적한 자금력을 체계적인 재무관리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신사업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즉각적인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M&A의 성공률을 높이

는 주요한 자원이다. 인적자원의 경우 관련경력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과 축산관련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인재

는 다각화 전 과정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역량이라고 평가된다.

셋째, 비교적 낮은 활용도를 보인 원재료조달능력, 유형자원, 조직자원

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발견하고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성공적인 전략수립

및 실행이 가능하다. 사례기업은 후속전략으로 영향력이 큰 투입요소에

대한 원재료조달을 내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곡물, 사료, 종돈(종계) 등

을 그룹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사례기업의 유형자원은 축산관련 인프라



- iii -

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고 점차 그 활용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조직자원은 조직구조와 지역적인 분절성, 독립적 의

사결정으로 통합의 어려움을 보였고 현재 조직통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다각화를 고려하는 농기업의 전

략이 성과를 낼 수 있는지와 적합한 외부요인과 경영자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며, 불리한 환경요인이나 미흡한 자원에 대한 후속전략이 무엇인

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지바이오에 대한 단일사례연

구이므로 도출되는 이론을 널리 객관화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고 보

나 한 농기업이 진입하고자하는 산업의 외부환경요인과 적합한 경영자원

에 대한 연구결과는 타기업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주요어: 농기업, 다각화, 수직계열화, 5Forces,

가치사슬, 이지바이오

학 번: 2010-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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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3년 UR타결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농촌경제

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상 GDP에서 농업생산의 비중이 1995년

5.5%에서 2010년 2.1%로 감소하고 도·농 소득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한

편, 농가부채는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향후 DDA협상이 타결되면

모든 농산물의 완전 개방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EU, 미국, 중국 등으

로 FTA체결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개방화 추세에서 국내농업은 전통적인 1차

산업형태가 지닌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기업의 진출이 지체되어 산업경쟁력이 열위한 상

황이며, 현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농업은 향후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가

능성이 크다.

한국농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업적 경영의

확산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걸맞은 형태의 산업구조로 변화시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영

세농, 고령농으로 대표되는 농가들이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선진화된 경

영시스템을 도입하여 농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

라서 성공적인 농업경영 사례의 연구를 통해 그 함의를 찾고 농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의 개방화와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농업의 융·복

합화이다. 융·복합화는 농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양산업으로 분류되

는 현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땅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1차 산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의

농업은 농작물을 가공하여 식품의 형태로 판매하고, 농작물에서 특정성

분을 추출해 의약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확대되면서 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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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산업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생물과 식물,

동물 등 살아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산

업을 모두 농업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다. 1차 산업인 농업에 2, 3차 산

업이 융합되고, 각 산업의 융합기술이 포괄되어 그 이상의 시너지를 내

는 형태인 6차 산업으로 성장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이 컨버전스 산업으로 거듭나게 된 데는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녹

색기술, 문화기술 등의 융복합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은

농업관련기술의 발달을 촉진하여 농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매력

적인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농업분야로의 진출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 농업생명공학기술은 막대한 R&D비용을 필요로 하여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존에 농업관련 산업부문을 선점한 대기

업 또는 다국적 기업들의 농업지배가 유지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종자

의 개발에서 가공식품의 제조와 유통에 이르는 식품사슬(Food-Chain)의

전 과정이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와 동시에 기업의 글

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박민선, 2001). 우리농업이 이같은 추세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명공학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의 양성,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경

쟁력을 갖춘 초우량 농기업의 육성 외에도 우리농업의 회생을 위해 수직

및 수평계열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계열화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들의 요구를 유통 및 생산과정에서 즉각 반영할 수 있어 소비층 확보와

대응이 용이하다. 즉, 축산계열화는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략이며 정부의 축산계열화 활성화 정책, 기업농,

전업농의 증가 등과 같은 현황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농산업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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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축산계열화 추세에 따라 축산기업

의 경쟁력 제고와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

한 축산기업의 다각화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계열화의 요건

을 파악하여 벤치마킹함으로써 계열화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 2절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의 주요목적은 농기업의 다각화 추진 시 성공 가능한 조건과

요소들을 찾아내어 사업확장과 다각화를 고려하는 기업 및 농업인에게

경영능력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보다 세부적인 목적은

첫째, 개방화에 대응하여 성공한 농업 경영체의 가치사슬을 분석하여

경쟁우위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역량을 찾아낸다. 이때의 핵심역

량은 이종의 타 사업분야에서도 적용되어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역량이

다.

둘째, 사례연구 대상기업의 다각화 전략과 외부환경요인, 내부경영자원

과 적합성을 평가하여 성공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다각화를 고려하

는 농기업이 고려해야 할 내외부요인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 3절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Porter M.(1985)의 5forces모형을 통해 외부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여 다각화 유인요소를 밝히고 전략방향과의 정합성

을 평가한다. 내부역량의 파악을 위해서는 가치사슬분석을 사용하며 경

쟁우위를 창출하는 핵심역량을 규명한다. 사례분석 대상기업의 다각화의

과정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전략과 내부 경영자원, 외부환경요소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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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 적합성 측정모형인 BMO테스트를 사용한

다. 관련다각화 분야는 다양한 산업을 포함하므로 제시된 지표에 적합하

지 않아 BMO테스트에서 제외한다.

또한 사회과학의 주요 연구방법 중 기술적 연구와 탐색적 연구를 병행

하는 것으로 한다. 기술적 연구는 1차적으로 사료조사, 자료조사 및 인터

넷 등의 외부 자료수집을 선행하고, 관련문헌과 이론고찰을 통해 개념의

이해와 분석의 틀을 모색한다. 이는 농기업이 속한 산업들의 개요 및 특

성을 고찰하고, 이는 사례분석 대상 기업인 이지바이오의 자료와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탐색적 연구는 2차적으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수집 및 인터뷰를 실행한다. 이는 이지바이오사의 각 사업 분야 실

무자 및 경영진 면담을 통해 실증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이

다. 수집된 자료는 기존자료 정리와 인터뷰 노트 정리로 나누어 분석하

는데, 사례는 기본사항, 특이사항, 경영사항으로 분류되어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농업부문 계열화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는 축산분야 계열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분석대상으로 이지바이

로 택하여 그룹 내 계열화 양상에 대해 연구한다. 사례대상기업인 이지

바이오그룹은 사료에서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양돈계열화의 선도기

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최근 양계분야로의 진출과 동시에 시장점유율 2위

를 기록한 축산분야에 남다른 저력을 가진 농기업이다. 또한 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발전가

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기업이다. 해당사례에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

체의 핵심역량을 찾아내며, 이들 기업의 다각화, 계열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 성공요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해당사례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료첨가제,

사료, 양돈, 양계 산업이며, 외부환경분석은 사료산업, 양돈, 양계로 국한

하여 실시되었다. 가치사슬의 분석을 위해 양돈과 양계의 본원적 활동들

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양돈부문에는 양돈 농가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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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가공장, 판매가 속하고, 양계에는 양계농가, 도계, 가공장, 판매 분야

를 포함하며 산란계부문은 제외된다. 양계분야는 오리부문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각화란 기업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내·외적 사업

환경의 변화가 제공하는 사업기회를 기업성장에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다각화의 범주를 제품다각화의

관련다각화에 해당하는 수평계열화와 수직계열화와 지리적 시장다각화인

국제다각화를 다각화의 영역으로 다루고 비관련다각화는 제외하였다. 또

한 농업부문의 수직적 계열화는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가공산업(2차산

업), 유통, 서비스산업(3차산업)을 하나의 경영체(계열주체)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제 4절 선행연구검토

1. 농업부문 가치사슬에 대한 연구

박현태 외(2009)는 가치사슬과 가치농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우리

나라 농산업에서 영향력이 있는 과수, 과채, 노지채소, 화훼, 특작부문별

가치사슬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농림수산식품부(2008)는 우리나라 주요 25개 품목들을 대상으로 생산

에서 유통, 판매까지 단계별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생산단계, 가공

단계, 유통단계, 수출입단계별 비용을 분석하여 각 단계별 비용절감 방안

을 제시했다.

정훈희 외(2009)는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해 친환경농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Porter의 가치사슬구조에서 농업의 가치사슬구

조를 도출하였다. 황의식, 조용원(2009)은 농업부문에서 수평적 조직화와

수직적 계열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구

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정호근(2005)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직통합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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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심층 분석을 통한 비용절감, 수입안정, 위험분산 등 경쟁력 제고

효과 및 구조적인 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영생 외(2005)는 농업부문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경영분석과

가치사슬 구조분석을 통하여 개인농가, 신가치창조 농기업, 대규모

농기업, 조합형 등 사례를 통해 성공모형과 전략평가를 실시하고, 대규모

농기업 관련하여 하림과 도드람 영농조합 사례를 분석하였다.

김연중 외(2010)는 쌀,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에 한정하여 본원적

활동과 지원활동을 포함한 각 부문별 가치 실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1-1> 농업의 가치사슬

자료: 주요농산물의 가치사슬분석, 김연중(2010)

2. 농업부문의 다각화에 대한 연구

농업부문의 다각화 선행연구는 농기업의 다각화, 양돈 및 양계부문을

포함한 농축산물 수직계열화, 농업부문에 가치사슬을 적용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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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기업의 다각화

윤병선(2004)은 지구적 규모의 농식품 조달체제 안에서 농업생산자로

부터 최종소비자까지를 묶는 농식품 복합체의 다각화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식품 관련 초국적 자본의 활동영역이 확장되는 과정을 계

약생산 및 수직적 통합, M&A, FDI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후 전형적

인 다국적 곡물 메이져 카길의 사례를 인용하여 분석하였다. 박민선

(2001)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농업, 식량관련 기업 중 농업과 식량을

통제하는 농화학 회사, 종자, 제약회사의 M&A를 통한 사업확장에 연구

하였다. 몬산토와 카길, 노바티스와 ADM 등의 수직적 계열화 사례를 통

해 소개하고 식량자원에 대한 거대기업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만태(1998)은 한국농기계 산업의 수직적 통합에 대해 거래비용이론

에 입각하여 농기계 산업 기업들에 대해 자산, 인적자원, 기술수준 특정

성 등 변수로 수직통합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김경필(2008)은 수

출여건 개선을 위해 수출주체의 조직화,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례연

구로서 목우촌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인력조달 및 보상체계(성과급), 물

류시스템 및 배송체계를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2) 양돈계열화

우리나라의 축산계열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업의 수직적 결합 형태

및 효과 등에 관심을 두고 추진되었다.

김정주(1993)는 사례비교를 통하여 계열화 체계가 개별경영체계에 비

해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고 계열농가의 두당 수익성은 일반농가보다 높

아, 양돈계열화 체계를 시장개방에 대응할 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정홍우 외(1999)는 계열업체 지정 및 지원에 있어서 계열업체의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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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다는 이미 선정된 부분계열화업체가 완전 계열화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분

계열화보다는 완전계열화 체계를 구축한 업체를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였

다.

허덕 외(1999)는 축산계열화를 농가의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계열화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계열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농가의 자금 능력,

경쟁능력, 시장능력 등에 따라 개별대응과 조직대응의 유리성을

비교하여 농가 능력별 권장유형을 제시하였다. 이현희(2002)는 양돈

계열화사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해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국내 양돈 계열화사업의 사업운영현황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최승철(2001; 2003)에서는 각각 양돈과 한우를 대상으로 현재의 생산

및 유통구조분석을 바탕으로 농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협동통합을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조광호

외(2005)는 양돈 계열화 사업의 조직을 기업형, 조합형, 영농법인형

등으로 분류하고 원자재 조달과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외국 사례를 근거로 양돈 계열화의 합리적인 계열화 모형과

적정규모를 제시하였다.

(3) 양계계열화

김정주(1992)는 육계계열화 사업 참여농가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분석한 결과, 사육규모와 같은 내생변수보다 일당 증체량, 사료 요구

율, 생존율 등 병아리의 유전적 형질이나 사료의 질적 차이에 의한 외생

변수에 의해 수익이 좌우됨을 증명하였다. 박성태(1998)는 양계분야 수

직계열화의 선도자인 하림의 수직적 계열화 체계와 경쟁원천을 밝히기

위해 하림의 성장과정, 경영전략을 시장경쟁관계, 산업환경, 핵심성공요

인, 경쟁우위와 진입장벽 등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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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1999)은 경상남도에서 육계 수출단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검

토하던 육계계열화 사업에 대해 계열화의 경영주체로서 참여하게 될 육

계농가와 계열업체의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육계 산업의 기술수

준, 경영능력,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투자 소요액, 연간 생산비 및

판매수입 등을 산출하고, 장기적으로 예상수입 및 비용을 현재 가치화하

여 재무적 투자수익률을 계측하고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김정주(2008)는 육계 계열화가 85%정도 달성되었으나 여전히 닭고기

유통과정에서 분쟁원인의 원인이 되는 닭고기 가격결정구조에 대한 문제

를 제기하였다. 닭고기 유통단계별 가격 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육계 선진국의 가격결정 제도를 분석하고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2010)은 사육농가와 계열업체와의 갈등, 생계중심

으로 이뤄지는 도계육 가격결정 체계, 병아리와 사료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 불만, 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미흡, 종계 및 부화장 등에 대한 기초

통계의 부족, 계열업체와 농가간의 의사소통 부족 등 육계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다각화 전략 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아닌

다각화 결정시의 외부 환경적 요소와의 적합성, 자사 보유 경영자원과의

적합성을 통한 전략타당성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이다. 사실 다각화 전략

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들은 아직까지도 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유형이나 전략수립 자체만으로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

문이다. 하지만 다각화 전략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대되는 만큼 실제로 다각화 전략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성공기업의

사례를 전략수립과 실행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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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그림1-2>와 같다.

<그림1-2> 연구의 구성

제 2장에서는 관련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기존

연구에서 기업의 다각화 전략의 평가의 틀을 마련한다.

제 3장에서는 다각화를 위해 진출한 산업인 사료, 양돈, 양계산업의 현

황을 파악하고, 5forces 모형으로 외부환경을 분석한다.

제 4장에서는 가치사슬분석을 통해 기업 내부의 자원을 파악하고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핵심역량을 찾아낸다.

제 5장에서는 이지바이오의 다각화현황과 전략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

고, 외부적 요인과 내부역량과 전략과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제 6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점 도출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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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다각화 이론

1. 다각화의 정의

다각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Gort(1962)는 시장의 수에 근거한 산출물의 이질성1)(heterogeneity of

output)의 증대로 정의했으며, Steiner(1969)는 새로운 제품 종류, 공정,

시장진출로 정의하였다. 또한 Berry(1975)는 기업이 활동하는 산업의 수

증가로 정의하였다. Booz, Allen, and Hamilton(1985)은 기업성장과 위험

감소를 위해 사업의 기반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Ramanujam and Varadarajan(1989)는 그림<2-1>2)과 같이 의사결정

차원에서 다각화를 설명하였는데 기업 또는 사업단위가 내적개발 혹은

인수에 의해 기업의 관리구조, 시스템, 관리과정에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

운 활동분야로 진출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그림2-1>과 같이 다

각화 결정, 방향, 다각화유형, 다각화의 진입방법, 조직구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복잡한 주체라고 설명하였다.

.

<그림2-1> 다각화 의사결정차원

1) 이질성이란, 두 제품에 대한 수요의 교체탄력성이 낮고, 제조와 분배에 필요한 자원의

이동이 단기간에 힘든 것을 말한다.

2) V. Ramnujam and P. Varadarajan, “Research on corporate diversification: A

synthesi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0, 1989,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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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각화란 기업의 관련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업이 기존 제품과는 다른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여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경영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각화의 동기

다각화의 전략적 목적은 성장추구, 위험의 감소, 범위의 경제성, 시장

지배력, 내부시장의 활용 등이다(장세진, 1996).

(1) 성장추구

기업의 성장은 종업원에게 보다 많은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

이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에게 높

은 효용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에 따른 규모의 확대는 국가의

자본시장이 낙후되고 불완전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의 외형규모를 키우는 다각화

를 선호하고, 이러한 다각화 사업을 모기업 내의 사업부로 존속시키기보

다는 계열사로 독립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2) 위험분산

기업은 주력사업 분야의 경기순환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다

각화를 전개한다. 축산업은 반도체나 조선과 같이 불경기와 호경기가 반

복적으로 순환되는 사업분야이다. 이러한 경우 다각화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고정비용이 높은 기업은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

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사업군 혹은 주력사업군과 경기변동의 싸이클이

반대인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자금순환에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

험을 분산하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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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위의 경제성

한 기업이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별개의

두 기업에서 각각 한 제품씩 개별적으로 생산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보다 훨씬 작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위의 경제성을 기업들은 ‘시너

지’라는 명칭으로 불러왔다. 범위의 경제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생산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위의 경제성을 발생시키는 경영자원의 종류는 유형자원, 무형자원, 인

적자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유형자원에서 발생하는 범위의 경제성은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제품

을 동시에 생산하게 되면서, 투입요소나 생산단계의 중복을 제거함으로

써 실현된다. 무형자원에서 발생하는 범위의 경제성은 기업이 가진 브랜

드와 명성, 그리고 기술로 기존 사업분야에서 신규 사업분야로의 이전이

용이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조직상의 능력에서 발생하

는 범위의 경제성은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별 혹은 사업부에서의

핵심역량을 새로이 조합하여 신제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 적용된다.

(4) 시장지배력

다각화된 대형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약탈적 가격결정,

상호구매, 상호경쟁자제 등을 들 수 있다. 약탈적 가격결정은 다각화된

기업은 경쟁자의 신규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 분야에서 발생

한 수익을 기반으로 가격경쟁을 벌임으로써 특정시장에서 자신의 비용이

하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를 쫓아내는 것이다. 또한 상호구

매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고 서로 암묵적인 담합을 한다. 상호경쟁자제는

두 다각화된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경우, 두 기업이 여러 시장

에서 상대방과 충돌하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여러 시장에서 서로가

상대방과의 경쟁을 자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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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시장의 활용

대규모 다각화 기업이 다각화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갖는 큰 경쟁

우위중의 하나는 자본 또는 인력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특히 다각화된 기업은 여러 사업 분야에서 안정된 자금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자본시장이 있고, 필요한 기술 및 관리인력 등을 신규 사

업 분야로 진출시켜 신규인력을 훈련시키는데 지출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

3. 다각화의 수단과 유형

Goldberg(1973)는 다각화의 수단을 내적 확장(Internal Expansion)과

외적 취득(External Acquisition)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내적 확장이란

새로운 사업을 내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의 자원(Resource)과 역량(Capability, Competence)을 활용하여 기존사업

분야와 다른 분야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외적 취득이란 기업외부에 있는

경영자원을 취득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다각화를 추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방법

으로는 내부개발, 인수합병, 합작투자가 있다. 그러나 다각화된 기업이

모두 똑같은 형태로 다각화를 이룬 것은 아니다. 제품이나 판매지역 측

면에서 관련된 산업에 집중하여 다각화하는 관련다각화(related

diversification)가 있고, 한국의 재벌기업처럼 전혀 관련되지 않은 산업에

진입하는 비관련다각화(unrelated diversification)도 있다. 생산과정 모두

를 한 기업에서 운용하는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도 다각화의

한 가지 유형이다.

관련다각화란 제품이나 판매망, 기술 또는 생산방식, 원재료 등이 서로

연관성을 갖도록 다각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련 다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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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술이나 조직구성원의 기능, 판매망, 경영노하우, 제품 등이 시너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한 전략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시너지효과는 여러 요소들 간의 유사성이 있거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때 실현될 수 있으며, 관련된 요소들이 많을수록, 요소간의 관계가

복잡할수록 시너지효과는 증대하게 된다. 반면 비관련다각화란 사업영역

간의 관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다각화의 유형을 말하며, 시너지를 추

구하기보다는 위험의 분산이나 재무적인 적합성 등을 추구하기 위한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무적 적합성이란 내부자금시장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위험 분산에 따르는 파산위험의 감소나 기업의 크기

가 증대함으로써 발생되는 자금조달능력의 확대를 의미한다(장세진,

2006).

<그림2-2> Rumelt의 다각화 유형분류

Rumelt(1974)는 다각화 유형을 특화율과 관련비율, 수직비율에 따라

분류된다. 이때 특화율이란 최대단일사업의 매출액/총매출액을 말하고,

관련비율이란 총매출액 중에서 시장, 기술, 유통, 연구개발 등에서 상호

관련성을 갖는 최대사업 분야로부터 얻는 매출액의 구성비를 말하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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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비율은 수직적 통합부문으로부터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Rumelt는 특화율과 관련비율을 가지고 단일사업기업, 수직적

통합기업, 주력사업중심기업, 관련다각화기업, 비관련다각화 기업 5가지

로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업은 특화율과 관련비율을 기준으로 주력사업 내에서

매출이 95%이상을 발생하는 기업을 단일사업기업(Single Business), 수

직적으로 통합된 사업 내에서 매출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기업을 수직

적통합기업(Vertically Integrated Firm), 주력사업 내에서 70~95%의 매

출이 발생하는 기업을 주력사업 중심기업(Dominant Diversifier), 관련사

업에서 7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을 관련다각화기업(Related

Diversifier), 관련사업 내에서 70%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이 발생하는 비

관련다각화기업(Unrelated Diversifier)으로 각각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최근 Jay와 William은 다각화란 기업의 다각화 전략에 대하여 한 기업

이 복수의 산업 또는 시장에서 동시에 복수의 사업들을 영위할 때 그 기

업은 기업 다각화 전략을 실행한다고 정의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

각화를 크게 제품다각화, 지리적 시장다각화로 나누었다.

제 2절 전략에 대한 관점과 가치사슬

다각화 연구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관점에서 크

게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구분되는데 기업의 외부환경요인을 중심으로

한 산업조직론적 접근방법과 기업의 내부요인을 강조하는 자원거점적 접

근으로 나뉜다.

1. 산업조직론적 접근

산업조직론적 접근은 일반적 환경과 산업특성 등을 고려하는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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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다. 일반적 환경에는 거시적 환경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 인구통계적 요인, 국제적 요인이 포함된다. 산

업조직론의 분석방법은 시장구조와 시장성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구조

론적인 분석방법이고, 하나는 시장행동과 성과간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행동론적인 분석방법이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는 다각화 유형에 의한 영

향보다 산업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각화를 통

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산

업조직론은 산업측면에서 기업들이 다각화를 하는 동기는 설명할 수 있

지만 개별기업의 다각화전략으로 확대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대해 마이클 포터는 산업의 경쟁성격 및 경쟁전략

으로 관심을 옮겨 기업의 경쟁력은 그 기업이 어떤 환경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표2-1> 5Forces모형

자료: 마이클포터 경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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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부환경분석의 대표적인 모형이 된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분석

모형(1980), 5Forces model이다. 이는 기업의 성장전략을 집중화전략과

다각화전략 두 가지로 구분하고 산업매력도와 기업의 경쟁지위의 적합성

을 고려하여 자사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는 이론이다. 포터는 잠재적 진출기업의 진입,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대체상품의 위협 요인에 기초한 산업

한경 분석 틀을 <그림2-3＞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업은 호의적인 환경 및 잠재적 이윤이 많은 산업에서 경영활동을 영

위할 시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이 속한 산업이

매우 매력적인 분야인 경우 그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거나 기존산업과 신

규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련된 산업 분야로 다각화함으

로써 기존 산업에서 활용하였던 제조 및 판매, 기술을 광범위하게 유용

할 수 있다. 결국 높은 수익률과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에 속한 기업은

관련다각화를 추구하며 낮은 수익률과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에서의 기업

은 비관련다각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

인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조직론적 접근방법은 많은 실증연구에서 그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이 미치는 결정

요인이 단지 외부적 환경요인만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중요한 결정요인

이 있음을 보여준다.

2. 자원거점적 접근

자원거점론은 다각화 전략의 결정요인을 기업의 내부환경요인에서 찾

는 견해로 Wernerfelf(1984)에 의해 자원분석의 필요성이 인식된 후 제

기된 접근방법이다. 먼저 자원에 대해 Penrose(1959)는 자원을 잠재적인

서비스패키지로 정의하였고, Hofer & Schendal(1978)은 자원을 재무자



- 19 -

원, 물리적 자원, 인적 기술자원, 명성, 조직자원의 여섯 종류로 나누었

다. Collis(1991)는 자원을 차별화된 기술적 능력, 학습능력, 보완적 자산

등을 포함한 핵심역량, 조직이 습득한 동태적 일상성으로서의 무형자산,

주체적으로는 기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경영능력을 포괄하는 조직능력과 무형적 문화유산과 물질적 유

산 등 조직의 제약조건으로 주로 작용하는 관리유산으로 구분해 설명하

였다.

자원은 축적의 의미이며, 이에 반하여 흐름의 개념을 갖는 것이 능력

이라 볼 수 있다. 기업의 가치활동들이 기업의 능력이고 이러한 능력들

이 결합하여 기업 내 특유의 경쟁자산으로 축적된다(신철호 1994). 기업

의 자원과 능력은 경쟁우위의 획득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

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으

로 인식되었다(Barney1991 ; Grant 1991).

Barney(1991)는 기업이 경쟁우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업

특유의 독특한 자원이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했고, 기업은 지속적으로 우

수한 경영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치 있고 희소하며 경쟁자의 모방이 어

려우며, 대체가 어려운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Grant(1991)는

일부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업들이 경쟁기업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가치를 창조하는 자원

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자원거점론은 기업능력

중시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천으로 보며 환경의 중요성도 인식하지

만 환경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역량을 우선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산업조직론과 자원거점론, 이 두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외부 환경적 요

인에 의하여 다각화 유인이 발생 시에 다각화전략을 수행할 자원이나 능

력이 보유되지 않는다면 실행이 없기 때문에 두 요인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다각화전략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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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역량 및 가치사슬

기업내부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차

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전략보다는 조직의 능력이 강조된다.

Prahalad & Hamel(1990)은 핵심역량을 기업의 경쟁우위의 근본이며

여러 시장에 걸쳐서 활용될 수 있는 경영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 Teece,

Pisano And Shuen(1997) 역시 기업의 핵심역량을 기업특유의 유형 또는

무형의 경영자원으로 경영자원간의 오랜 상호작용으로 창조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장세진(2000)은 핵심역량을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자원을 경쟁기업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능력, 즉 경쟁우위를 가져오는 기업의 능력’이라 정

의하였다. 경쟁우위를 가져오는 핵심역량은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

으며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나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업은 현재의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적출해내고, 이

를 새롭게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핵심역

량은 경쟁사에 대비하여 차별적 요소일 뿐 아니라, 경쟁의 주도권을 쥐

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핵심역량을 가진 선도적 기업이 그

핵심역량에 의존하는 수많은 최종 제품 시장에 참가할 수 있으며 경쟁우

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역량의 분석은 기업이 활동에 관련된 가치사슬 개념을 통해 가능

하다. 종래의 기능별전략은 기능 상호간의 관련성을 중요시하지 않고

각 기능별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왔으나 Porter(1985)의 가치사슬이

론을 통해 각 기능별 전략을 서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시스템이

되도록 기능별 전략을 서로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다. 가치사슬이론은

경쟁우위전략 수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가치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

떻게 상호관련을 가지고 작용해야 하는 지를 밝히고 있다(류진국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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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1985)는 기업의 경쟁요인은 각 기업의 제반 활동인 디자인, 생

산, 마케팅, 운송 등 주요활동과 이들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

생하고, 이러한 각각의 활동은 기업의 원가를 낮추고 차별화를 달성한다

고 주장하였다. 경쟁우위의 원천은 개별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과 제

반 활동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서 알 수 있다.

가치사슬은 한 기업의 활동을 전략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몇 개의 활동

들로 나누어 원가의 형태와 내재된 차별화의 원천을 이해하기 위해 도입

된 개념이다. 기업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경쟁자보다 저렴하게 혹

은 더 좋은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각 기업의 가치사슬은 각 기업의 역사, 전략, 기업 활동에 있어서 성

공여부가 다르고 기업진출범위, 상호의 연관성, 지리적 시장범위, 제반

기업 활동의 통합 정도에 의해 경쟁자와 다른 양상을 띤다.

일반적인 제조기업의 가치사슬은 <그림2-3>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각각

서로 연계되어 있는 9개의 본원적인 가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치

사슬은 특정기업이 어떻게 제반 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사슬을 구성하

는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림2-3> 제조업 부문의 가치사슬

자료: M.Porter 경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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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활동은 크게 본원적 활동과 지원활동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본원

적 활동은 제품제조의 물리적 과정과 판매 그리고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물적 유통과정과 애프터서비스 활동이 포함된다. 지원활동은 본원적 활

동과 다른 지원활동을 보조해 주는 활동으로 구매되는 투입요소 기술 인

적자원과 기타 회사 하부구조를 포괄한다. 그런데 그림에서 지원활동에

점선이 그려진 것은 이들 활동이 개별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반적으로 전체 가치사슬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하부구조는 특정 본원적 활동을 지원하지 않고 전체 가치사슬만을 지원

한다. 따라서 가치활동은 경쟁우위 원천이 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활동에는 경제적 논리가 반영되어 경쟁에 대한 기업의 원가지위를 결

정하고 구매자 욕구를 반영하며 차별화를 가져온다.

(2) 농업부문의 가치사슬

경영학에서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의 가치사슬은 농업경영과정

에서 부가가치의 생성과 관련된 모든 직·간접 활동을 뜻한다. 농업부문

의 주요활동은 종자, 종구 구입, 생산, 선별, 포장, 저장, 가공, 수송 및

판매, 수출 등의 현장 업무활동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지원활동으로는

생산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 및 교육 조직화 전문화, 사후관리 등이 있

다.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요소는 각 가치 활동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계되어

내는 시너지이다. 과거에는 개별 및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

산증대, 품질개선. 유통시설의 현대화, 농업인 교육, 브랜드, 정보공유 등

부문별 핵심요인을 최적화하는 방법만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가치사슬은

단계별 구매자가 구입한 상품의 만족도에 따라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생산·유통·가공 등 단계별 활동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가치 창출되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새로운 부가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김연중, 2010).

농축산물의 가치사슬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가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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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계되며 상호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사

슬 간 수직적 통합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후방산업과 전방산업 간의

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치를 증

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 가치사슬에서는 수요자의 소비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웰빙트렌드 등은 식생활 문화의 변화로 안정성이 입증된 식품에 대한 니

즈(Needs)가 증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니즈에 맞추어 고품질의

안전농축산물의 생산이라는 공통된 목표 하에 모든 관련 활동들을 체계

적으로 관리·통제 할 수 있는 일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소비자의 트렌드를 빠르게 읽어냄과 동시에 원활한 상호조정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가치사슬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축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것은 종돈, 종계에서부터 생산, 도축·가

공,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는 축산업 가치사슬의 주체들은 각각의 위치

에서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지원조직과

기업, 조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는 점이다. 축산업 가치사슬3)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2-4> 축산업 가치사슬

3) 본 가치사슬은 김영생(2009), 김연중(2010)의 연구에서 제시된 가치사슬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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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MO법 (사업타당성평가)

BMO(Bruce Merrifield-Ohe) 방법은 Bruce Merrifield(Continental

Group기술부문 부회장) 박사가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와튼스쿨 교수로

재직 시 제안한 것으로 본래는 연구개발 테마 선정을 위해 개발된 기업

이다. 이것을 일본의 오오에(Ohe) 교수가 신규사업 및 아이템 선정을 위

해 적합도 판정기법으로 수정한 사업추진 타당성평가 방법론이다.

Merrifield의 제약성분석(Constraint Analysis)은 BMO의 기본이 되는 모

델이다. 이 모델은 고성장 가능성을 지닌 벤처를 찾아내는 기준을 양적

(Quantitative)으로 나타내는 모델로 그 예측 정확도가 실제 연구를 통해

검증된 모델이다. 미국의 실제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계

적으로 80%이상의 예측력을 보여주었다(Merrifield, 1978). 이러한 제약

성분석을 BMO법이라 하며,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은 사업 가능성을 120점 만점으로 체크하는데, 매력도 60점,

자사적합도 60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매력도는 외부요인4)으로 시장수요

측면, 기술 및 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고, 내부적 요인5)은 해당 아이템

의 사업화를 위한 자사의 역량을 체크하게 된다. 또한 BMO 테스트의

판별기준에 의하면 외부요인에 의한 사업매력도, 즉 시장환경 등은 최소

한 35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사 역량 적합도는 최소한 20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 유망 아이템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매력도와 자사 역

량 적합도의 합이 80점 이상이 일 때 타당성이 80% 이상이라고 평가된

다. 본 모형은 신규사업진입시의 성공확률을 평가하는 방법론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각화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정되어 사용되었다. 또

한 12개의 척도를 각 10점 만점으로 총점이 120점으로 평가하는 BMO모

형을 11개의 척도, 5점 만점으로 총점 55점으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총점

35점 이상의 전략이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4) 매출규모, 시장성장률, 경쟁양상, 위험분산도, 업계재구축가능성, 특별한 사회적 상황

5) 자금력, 마케팅력, 제조력, 기술력, 원재료조달력,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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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판매액 4,099 4,294 4,703 5,594 5,953

전년대비성장률 -0.5 4.7 11 18.9 6.5

제 3장 축산물 관련 산업현황

제 1절 사료첨가제 및 사료산업 현황

1. 사료첨가제 및 약품시장현황

2011년 전체 동물약품 시장의 규모는 약 6천억 원이며 배합사료 시장

규모는 4조 5천억 원으로 사료첨가제 시장은 사료시장규모의 약 13%수

준이다. 약품 및 사료첨가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5년 성장률 평균은 8.1%로 배합사료의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에 있

다. 그러나 매출액 증감은 사료업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그 증감

의 폭과 양상이 유사하다.

동물약품 및 기능성 첨가제의 주요 수요처는 배합사료 업체 및 양축업

체이며, 사료첨가제의 주요한 수요처는 배합사료업체이다. 수요자가 불특

정 다수로 구성되는 일반 소비재시장과는 달리 수요처가 특정업체로 한

정되는 생산재시장이다.

동물약품 및 기능성첨가제산업은 제품의 효능과 기능이 중요한 경쟁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마케팅이 이루어지며, 판매

전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설명과 지도를 제공이 필요한 산업특성

을 가진다.

<표3-1> 동물약품 및 사료첨가제 산업 현황

(단위: 억 원, %)

자료: (사)한국동물약품협회 분류별 판매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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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완전배합사료 내에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되

면서 동물약품 첨가제의 시장수요가 천연제제로 돌아섰다. 이는 화학제

제가 야기하는 생물학적 질서의 파괴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어 소비

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화학제제에서 천연제

제로 수요 대체가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천연제제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은 아직까지 화학제제에 비해 열위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2. 사료산업 현황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로부터 수입한 원료곡을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비율로 배합하여 배합사료를 제조한다. 사료업체의 경우 생산, 판매 이외

에도 수의, 경영진단, 임신진단, 시설진단 등의 서비스를 농가에 제공한

다. 사료산업에는 농협과 사료협회 소속업체(사협), 기타업체를 포함하여

63여개 업체가 성업 중이다. 2011년 사료시장 규모는 4조 5천억 원 수준

이며 총 16,706천 톤이 생산되었다. 생산량추이는 <표3-2>과 같다.

<표3-2> 배합사료 사료생산량

(단위: 천 톤, %)

축종
2007 2008 2009 2010 2011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양돈 5,409 33.5 5,307 32.9 5,332 32.3 5,535 31.6 4,482 26.8

양계 4,403 27.3 4,286 26.6 4,463 27.1 4,658 26.6 4,748 28.4

비육우 3,880 24.0 4,165 25.8 4,310 26.2 4,761 27.2 4,792 28.7

낙농 1,449 9.0 1,370 8.5 1,311 7.9 1,292 7.4 1,240 7.4

기타 1,006 6.2 1,003 6.2 1,066 6.5 1,287 7.3 1,444 8.7

합계 16,148 100 16,131 100 16,481 100 17,534 100 16,706 100

전년대비
성장률 4.3 -1.0 3.7 6.4 -4.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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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배합사료 생산량은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두수의 감소로 전년

보다 –4.7% 감소한 16,706천 톤이다. 이로 인해 2010년 생산량 비중은

양돈용 31.46%, 양계용, 비육우용 순이었으나, 2011년에는 비육우 배합사

료 생산량 비중이 28.68%로 가장 높고, 양계용, 양돈용 사료가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토대로 배합사료의 생산량은 양축농가의 사육규모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사육규모에 대한 영향은 특정측정

에서 질병발생 시 배합사료수요량에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며, 지난 5년

간 평균 성장률은 1.7%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3. 사료산업의 외부환경분석

체계적인 산업환경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2장에서 살펴본 마이클포터의

5Forces모형을 이용하여 기존경쟁자의 경쟁, 신규진입자의 위협(진입장

벽), 공급자교섭력, 구매자교섭력, 대체재의 위협으로 구분하여 사료산업

을 분석하도록 한다.

첫째, 기존 경쟁자와의 경쟁현황을 살펴보면 현재의 배합사료 시장은

완전경쟁에 가까운 포화상태라 할 수 있다. 배합사료산업은 축산물 생산

비의 50-60%를 차지하는 등 축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현재 민간 기업과 농협을 포함 총 63여개의 생산공장을 운영

중에 있다. 이처럼 경쟁기업의 수가 많고, 이들 경쟁기업들의 규모가 비

슷하여 산업집중도6)가 낮아 높은 수준의 경쟁양상을 띄고 있다. 이와 더

불어 배합사료시장은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으로 높은 고정비, 재고비, 철

수비용으로 부가가치가 낮아 타 제조업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김

종호, 2005). 또한 산업 성장률이 지난 5년 평균 1.7%로 낮은 수준을 보

이며 배합사료의 희박한 상품차별성 등을 종합하여 사료산업은 경쟁이

과열된 시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

6) 산업집중도는 CR3평가법을 사용하였고 사료산업의 CR3는 25.4%로 집중도가 낮은 수

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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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료산업의 진입장벽은 규모의 경제성과 설비투자 비율, 제도적

인 영향을 받는다. 먼저 사료산업은 제조업의 일종으로 초기 높은 고정

비용을 일정 수준 생산량을 초과 시 경제성이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성을

가진다(김형화,1981). 많은 사료회사는 설립된 지 오래되어 제조설비가

노후되었으나 장치산업으로 인한 높은 신규투자비용과 낮은 이익률로 진

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존설비로도 생산에 큰 어려움이 없어 사업

의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사료 관리법에 의해 운영되

던 사료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으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었다는 점은 신규진입자의 진입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사료업에 대한 공급자의 교섭력은 원재료 조달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배합사료 제조비용 중 원료곡의 비중은 80-85%를 차지하고 있

고, 98%에 달하는 원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료는 옥수수, 대두, 소

맥 등 곡물과 기타 첨가제 등이 있는데 곡물의 경우 차별성이 낮다. 반

면 원재료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곡물메이저에의 의한 거래

는 공급자의 정보력이 높다는 점 그리고 앞서 언급한 원재료가 사료사업

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명백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평가된다.

원재료 수급의 문제는 현재 중국을 비롯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원자

재 수요가 급격히 줄지 않는 한 수급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함께 호주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벌크선 체선 현상도 쉽게 해결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농업생산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량의 연료화 추세로 원료곡의 안정적인 확보가 수익성유지의 관건이

다.

넷째, 구매자의 교섭력은 높다. 사료업에 있어 구매자는 양축농가인데

총 생산비용 중 사료비용으로 소요하는 비중이 50-60%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구매자들은 유리한 가격위주나 선별적 제품 구매의 경향을 보인다.

또한 배합사료산업 내 기업들 간의 시장점유율이 비슷한 수준이며,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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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차별성이 희박하고, 교체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구매자인 양축농가의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력과 낮은 후방통합가능성은 특성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섭력을 발휘한다고 평가된다.

다섯째, 조사료 비중이 높은 축우부문을 제외하고 배합사료의 대체재

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배합사료와 조사료 모두 수입된 원재료로

생산되기는 하나 조사료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작물로 생산이 가능

하여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에의 대안으로 제시되고나 그 활용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배합사료의 대체재역할을 조사료가 할 수 있도

록 정부에서는 조사료 작물의 개발과 조사료TMR7)공장에 대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

제 2절 양돈관련 산업현황

1. 양돈업 현황

돼지는 국내 농림업 생산액에서 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한다. 2011년 농림업 생산액은 총 43조 5,233억 원이며 축산업 생산액

은 17조 4,714억 원으로 4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돼지 생산액은 5

조 3,227억 원으로 12.2%이고 이는 전 축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다. 지난 5개년 평균성장률은 10.9%이며, 농림업 생산액 중 돼지 생산액

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양돈업은 수요증가와 1990년대 수출위주의 양돈정책에 힘입어 전

업농을 중심으로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1989년 돼지가격파동

시기에는 사육두수가 감소하였지만, 돼지고기 수출촉진정책으로 2000년

대까지 사육두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돼지사육의 전업화와 규모화 추

7) Total Mixed Ration의 약자. 완전혼합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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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농림업 생산액(A) 363,893 358,372 396,626 429,951 435,233

축산업 생산액(B) 116,763 112,773 135,929 164,840 174,714

돼지 생산액(C) 36,093 33,197 40,853 54,734 53,227

양돈비중(C/A) 9.9 9.3 10.3 12.7 12.2

양돈비중(C/B) 30.9 29.4 30.1 33.2 30.5

(단위: 억 원, %)

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축질병, 분뇨처리, 곡물가

격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시설투자비 과다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

<표3-3> 농림업 생산액과 돼지 생산액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생활수준향상으로 양돈소비 증가에 따른 급속한 성장을 보였으나, 수

요와 공급 균형으로 900만두에서 1000만두의 규모를 유지해왔다. 성장둔

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패턴변화에 따른 친환경 국산 양돈 수요 및 식

육업계의 브랜드 차별화로 양돈 소비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0년 말 발생한 FMD8)의 영향으로 332만두를 매몰·처분하여 703만두

까지 감소하였다가 2011년 말 사육 두수는 817만 두로 회복되었다. 이처

럼 질병에 따른 수급변동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유형은 일관사육, 번식전문, 비육위탁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일관사육 농가는 후보 모돈을 종돈장으로부터 구입하여

자본을 생산하고, 생산된 자돈을 비육시켜 시장에 출하하는 유형이다. 돈

사를 분만사, 육성사, 비육사로 구분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

가 성장함에 따라 해당돈사로 이동하면서 비육한다.

8) FMD: foot and mouth disease 의 약자. 구제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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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육두수 9,606 9,087 9,585 9,881 8,170

사육가구수 9,832 7,681 7,962 7,347 6,349

농가별사육두수 977 1,183 1,204 1,345 1,287

우리나라의 경우 일관사육농가가 주를 이룬다. 번식전문농가는 모돈

을 종돈장에서 구입하고 자돈을 생산한 후, 비육위탁농가에 공급한다. 경

우에 따라 6kg전후의 이유자돈을 공급하거나 30kg전후의 자돈을 비육위

탁농가에 공급하기도 한다. 비육위탁농가는 6kg전후의 자돈을 공급받아

약 110kg까지 사육하여 시장에 출하한다.

<표3-4>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사육가구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영세농가는 양돈에서 철수하

고, 1,000두 이상 대규모 농장이 사육의 규모화를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표3-4> 돼지 사육두수 및 사육농가 수 추이

(단위: 천두, 호수)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연평균자료

2. 도축·가공업 현황

국내 도축장의 영세화에 따른 비위생적인 도축 및 예냉시설의 미비,

수송과정에서의 비위생적 처리로 인한 오염, 식육판매점의 영세화로 인

한 냉온저장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은 국내 식육유통의 국제경쟁력을 약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축가공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많아 포화상태에 직면한 상황이나 정부

의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통해 규모화, 시스템화된 도축·가공시설은 경쟁

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축산물 도축, 가공산업은 질병관리가 핵심적인

요건이다. 구제역이나 콜레라 등 질병이 발생되면 원재료 (생축)의 감소

로 이어지며 그로인해 원재료 가격과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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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도축두수 13,675 13,806 13,919 14,629 10,833

전년대비

성장률
5.16 0.09 0.08 5.1 -0.26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2010년 말 구제역의 발생으로 향후 5년간 수출이

중단되어 식육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수직계열화를

통한 질병관리로 위생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축산업은 식품가공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도축시설, 가공

시설의 위생 및 그 시설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음식점 및 햄, 소시지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됐고, 모든 국내산 식육 판매장에는 도축

장명 표기를 의무화되었다. FTA타결 후 외적으로 식육산업의 성장을 압

박하는 환경으로, 국내 도축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전국 80여 곳 도축장을 2015년까지 36곳으

로 축소될 예정이다. 도축장의 관리를 더 용이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소

비자에게 더 안전한 식육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목적의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이를 통해 낙후된 도축장들의 폐업을 도모하거나 소규모 도축장을

통합하여 식육부문의 국가적 경쟁력제고를 목표로 한다. 도축장 구조조

정을 통하여 거점도축장(20곳) 및 통합도축장(6곳)을 선정, 육성 지원하

게 되며 도축장 HACCP기준 및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위생관리정

보 공개, 장기휴업 도축장 허가취소 등의 방침을 세우고 있다.

<표3-5> 돼지 도축 두수

(단위: 천두)

자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도축현황통계

도축장은 1980년 179개소에서 2011년 87개로 감소하였다. 또한 2012년

영세하고 낙후된 5개소를 폐쇄하였다. 도축두수 추이를 보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13,000두 선을 주지하였으나 2010년 말 발생한 FMD로 인한

출하량 급감으로 인해 2011년 도축 마리 수는 2010년보다 26.0%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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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만 마리였다.

국내 도축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9)을 도입하고 있지만 도축장 여건에 따라 운용수준의 차

이가 있다. 도축장 HACCP 운용수준은 상위, 중위, 하위 등급으로 구분

된다. 2011년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에는 소 돼지 도축장 50개

소 중 상위 등급으로 평가된 도축장의 수는 22개소로 44%이다. 이는 여

전히 위생 및 안정성에 대해 부적격한 도축업체가 시장에 존재함을 의미

하며 도축구조조정법에 대한 당위적 이유가 된다.

소, 돼지 도축 이후 축산물로 가공, 포장하는 식육 가공장은 전국에

2011년 기준 3,638개소가 있다. 식육 가공장은 도축장 및 도매시장으로부

터 지육을 조달하여 부분육으로 가공한 후 정육점, 중간유통업체, 요식업

체, 대량급식처 등에 공급한다. 도축장 내에 위치하여 축산물을 가공하는

식육 가공장의 수가 적어 지육상태로 운송되는 양이 많다. 그러나 지육

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식품위해 요인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도축

장 혹은 도매시장으로부터 지육을 조달하여 부분육으로 가공, 포장하여

주로 요식업체로 등에 공급하는 식육 가공장의 수는 3,638개이고, 식육판

매업체의 수는 53,083개소에 달한다. 축산물의 경우 반드시 도축장을 거

쳐 가공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일반 농산물보다 유통단계가 많고

복잡하며, 유통접점 마다 관계하는 주체가 많고 영세하여 유통비용을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통단계가 복잡해지면

위생 및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도축장 내에 가공장을 두어 부

분육 유통 및 육가공을 진행할 수 있는 종합식육처리시설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돈육의 유통단계에서 어떤 경로를 거치더라도 경유하게 되는 곳이 도

축장이다. 도축, 가공업의 공급자는 원재료(생축)을 제공하는 양돈농가로

9)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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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급

전년이월 47.7 57.6 44.0 48.0 47.5

생산 709.6 709.3 722.2 761.1 575.8

수입 248.3 214.3 209.8 179.5 370.4

계 1005.7 981.2 976.0 988.6 993.7

수요

소비 931.4 926.8 915.5 940.6 993.7

수출 12.6 10.4 12.5 0.5 0.3

차년이월 57.5 44.0 48.0 47.5 53.4

계 1005.7 981.2 976.0 988.6 993.7

1인당소비(kg) 19.2 19.1 19.1 19.2 19.2

볼 수 있는데 양돈농가의 질병에 따른 공급량 변화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질병 및 위생관리가 경쟁력 확보의 수단이 된

다.

3. 돈육의 수급동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에 비해 2011년 도축량의 감소로 2011

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24.7% 감소한 576천 톤이었다. 2011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FMD로 국내생산량이 부족함에 따라 긴급할당관세

26만 톤이 수입되는 등 2010년보다 106.3% 증가한 370천 톤이었다.

2011년 1인당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한 19.2kg이다. 수입돈육이 차지

하는 비중은 지난 5년 평균 244천 톤으로 평균 24.7%수준이다. 돈육수급

에서 특징적인 것은 수입이 평균 24.7%인 것에 대비해 수출량은 매우

낮다.

<표3-6> 돼지고기 수급동향

(단위: 천 톤)

자료: 농림수산식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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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돈육수급상의 특수성은 삼겹살에 대한 선호가 높아 1인당 9kg의

삼겹살을 섭취하는데 이는 전체 1인 소비량에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

렇게 삼겹살에 집중된 소비특성은 국내조달의 한계로 연간 9만 톤이 수

입으로 연결된다(삼성경제연구원, 2012).

4. 양돈부분의 5Forces 분석

양돈산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5Forces 모형의 기존경쟁자의

경쟁양상, 진입장벽, 공급자·구매자교섭력, 대체재의 위협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며 다음과 같다.10)

첫째, 기존경쟁자의 경쟁양상은 일반 경쟁현황과 농가 간 경쟁, 계열업

체의 경쟁으로 집약된다. 먼저 국내의 공급되는 돈육량 중 수출이 차지

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작으므로 99% 이상이 국내에서 소비됨

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되는 돈육의 사육은 88%가 사육두수 1천 두

이상의 전업농에 의해 생산될 만큼 양돈업이 규모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즉, 사육두수는 증가하나 사육농가수는 감소하여 양돈업계의 경쟁양상이

소규모 농가의 철수와 대규모 기업형 농장의 경쟁으로 집약됨을 알 수

있다.

기업농의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으로 계열화가 활성화되어 계열기

업간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계열화율은 20%수준이며 계열화업

체는 19개 업체가 경쟁 중에 있다. 현재의 돈육시장은 완전경쟁에 가까

운 포화상태이고, 최근 수입육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양돈산업의 최근 5년 평균 성장률은 11.6%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CR3는 10.68%이고 다수의 중소 도축업체와 계열업체들

이 돈육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10) 양돈분야에 대한 다섯 경쟁세력 모형의 분석은 박흔동외(2010)의 덴마크돈육사업의

가치사슬경영사례와 농촌진흥청(2011)의 RDA보고서에 실린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

다. 본 연구는 두 연구에서 분석된 양돈의 다섯 경쟁세력을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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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규진입자의 위협은 규모의 경제성과 제품차별성 및 소요자본,

해외 대규모 돈육업체의 한국시장 진출과 제도적 및 사회적 영향으로 인

한 진입장벽에 의해 결정된다. 양돈시장은 규모화, 시스템화된 전업농과

최신의 시설과 용적을 갖춘 도축가공시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양

돈산업이 규모의 경제성을 가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시설투자로 기

준을 높인 농가와 도축, 가공장를 통해 양돈업은 초기 소요자본이 높고,

철수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진화된 사육 및 도

축가공 체계에 의해 국내 돈육은 점차 제품차별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돈육시장은 WTO, DDA 협상으로 인해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며 미국과 EU의 높은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해외 대형팩커의

진입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업 보호 법령이 일부

시행 중에 있으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가축분뇨처리문제, 축산업

허가제 등 정부 규제로 인해 신규진입자 및 기존 경쟁자에게 비호의적으

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축분뇨 문제는 2006년 3월 런던의정서가 발

효됨에 따라 해양배출조건이 강화되어 같은 해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

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다.

셋째, 공급자의 위협은 종돈의 확보, 사료 및 약품을 공급하는 주체가

가지는 교섭력에서 비롯된다. 양돈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뛰어난 혈통

의 종돈의 확보에서 비롯되며 전체 농장의 혈통을 통일함으로서 제품의

균일한 품질 유지가 가능하다. 현재 축산등록제의 시행으로 종축업체의

양적인 증가는 늘었으나 질적인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급자 교

섭력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종돈과 함께 주요한 공급자인 사료

산업이 가지는 교섭력은 제한적이다. 이는 양돈업 생산비의 약 56%를

차지하는 사료비용, 사협 간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서 가격경

쟁력이 좋은 업체로의 전환용이성을 통해 파악된다.

넷째, 구매자로부터의 교섭력은 구매자수가 적고 생산제품이 비차별

적일 때, 구매자의 상품전환비용이 적을 때 높아진다. 양돈산업의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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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섭력은 핵심구매지인 대형유통업체에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집중적

인 구매로 높은 구매력을 통해 양돈 및 식육부문에 대한 품질과 가격인

하에의 압박과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의 요구에까지 미치고 있다. 돈육의

경우 동질성 상품이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대량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공급자를 변경하는 것에 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높은 교섭력이 유지된

다(Selva, 2005).

다섯째, 돈육 대체재는 쇠고기, 닭고기와 같은 육류이다. 2011년 초

FMD의 여파로 한우, 돼지의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졌는데 이때 닭고기

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는 것에서 대체성이 입증된다. 동시에 조류독감

(AI)의 발생은 돈육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구제역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거나, FTA로 육류수입량이 증가 시 국산돼지고기의 대체

성은 닭고기 (34%) 생선 (32%), 오리고기(14%) 순으로 측정되었다.

제 3절 양계관련 산업현황

1. 양계업 현황

1960년 이전 닭의 생산성은 가내수공업 수준을 매우 낙후되어 있었으

나 1960년 중반 육계보급으로 닭고기 대량생산이 시작되었고, 1980년 마

니커와 하림과 같은 대형업체의 진출과 함께 수직계열화를 통한 대량 생

산이 본격화 되었다. 육계사육수수는 1981년 1,400만수에서 2009년에는

7,600만수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3-04에 국내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주춤하였으나 연평

균 6%의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농림업생산액 통계에서 닭의 생산액은

2010년 2조 1,460억 원 규모로 농림업총생산액의 4.9% 정도이다. 이러한

비중은 증가양상을 보이며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3.9%를 차지하고 있

다. 또한 축산업 생산업에서 닭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12% 대로

평균 11.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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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육수수 266,881 254,900 303,994 323,523 327,526

사육가구수 6,506 6,009 7,139 7,354 7,082

농가당사육수 41,020 42,420 42,582 43,993 46,248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농림업 생산액(A) 363,893 358,372 396,626 429,951 435,233

축산업 생산액(B) 116,763 112,773 135,929 164,840 174,714

닭 생산액(C) 13,300 10,275 14,294 20,229 21,460

닭 비중(C/A) 3.4 2.9 3.6 4.7 4.9

닭 비중(C/B) 11.4 9.1 10.5 12.3 12.3

(단위: 억 원, %)

<표3-7> 농림업 생산액과 닭 생산액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규모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2009년 호당 사육수수는 43,000수로

1980년대 초반 4,000수보다 10배가 증가하였고, 4만수 이상의 육계사육규

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2%에 이르렀다. 국내 유통 닭고기는

종계, 부화, 사육에서부터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

로 관리하는 육계 계열화 업체에서 약 90%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육계의 사육수수는 250,000천수-330,000천수사이에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266,881천수에서 2011년 327,526천수로

사육두수가 22.7%가 성장한 수치이다. 또한 농가당 사육두수는 2007년

41,020수와 비교하여 2011년 46,248수로 12.7%증가하였으며, 지난 5년간

지속적인 농가당 사육두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가의 규모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3-8> 육계사육 현황

(천수, 호)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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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도계량 6,378 6,265 6,800 7,253 7,596

전년대비

성장률
4.8 -1.8 8.5 6.7 4.7

2. 도계·가공업 현황

산지시장, 도·소매시장의 체계를 거쳐 유통되는 일반적인 농산물이나

쇠고기, 돼지고기처럼 도축장이 도매시장 기능을 겸하고 있으면서 경매

등의 경쟁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경로와는 달리 육계

는 산지시장은 없으나 반드시 도계장을 거쳐 유통되는 특징이 있다.

2010년 도계장은 40개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계육을 판매

까지 수행하는 계열업체 방식의 도계장이 23개 업체이고 일반 도계장은

17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다. 도계량은 2007년 이후 연 5%정도의 성장

률을 보이고 있으나 2008년에는 HPAI11)의 영향으로 도계량이 감소하였

다. 2011년에 도축실적은 7,596만수이고 2010년 7,253만수와 비교하여

4.9% 증가하였다. 이는 육계사육 마리 수 증가와 생산성에서 비롯하였

다.

<표3-9> 도계량 추이

(단위: 만수,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도축검사 실적 통계

3. 계육의 수급동향

닭고기 공급량은 2000년 329천 톤에서 2009년 486천 톤, 2011년 593천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계사육 마리수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2011년 도계 마리수는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으며 국내산 닭고기 생

산량은 455천 톤이다. 이중 108천 톤은 수입되는 양으로 19%에 달한다.

11) 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고병원성조류인프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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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급

전년이월 5.2 6.1 7.5 6.1 9.1

생산 380.3 376.6 408.5 435.5 455.2

수입 60.0 70.2 70.6 105.8 108.7

계 445.6 452.8 486.7 547.4 573

수요

소비 433.8 436 469.1 522.3 546

수출 5.7 9.3 11.5 16 13

차년이월 6.1 7.5 6.1 9.1 14

계 445.6 452.8 486.7 547.4 573

1인당소비(kg) 9.0 9.0 9.6 10.7 11.2

2010년 수급량에 대비하여 2011년 수급량은 546천 톤으로 4.4% 증가

하였는데 이는 2010년 말 FMD로 인해 돼지고기에 대한 대체수요와 일

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수산물 대체수요에 기인하였다. 2011년 닭고기 1

인당 소비는 11.2kg으로 2007년 9kg에서 24.5% 증가하였다. 향후 소비자

의 백색육선호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성장가능성이 크

다.

<표3-10> 닭고기 수급전망

(단위:천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4. 양계부문의 외부 환경분석

양계산업의 외부환경은 양돈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계열

화 정도가 85%를 넘어섰기 때문에 육계산업의 분석은 계열업체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야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양계산업분석 역시 마이클 포

터의 5Forces 모형을 통해 산업의 경쟁양상, 진입장벽, 공급자·구매자의

교섭력, 대체재의 교섭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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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양계시장은 비교적 경쟁적인 시장이다. 육계는 계육이 가지는 희

박한 제품차별성과 미미한 수준의 교체비용, 높은 고정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계열화가 90%이상 진행되어 40여개의 계열업체의 각축장이 되어

경쟁으로 과열된 양상이라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수입 계육의 비중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2007년 총 계육공급량 중 수입량이 차지하

는 비중 10%에서 2011년에는 19%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수입 계육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외식업체가 원가절감을 위해 값싼 냉동수입육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육계부문의 성장성은 15.9%로 높은 수준이며,

산업집중도 척도인 CR3가 39%로 독점이나 과점은 아니지만 비교적 완

만한 경쟁양상이라 평가될 수 있다.

둘째, 신규진입자의 위협은 규모의 경제성, 고정비와 교체비용, FTA협

약을 비롯한 사회적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육계계열화는 규모의 경제

달성을 목표로 수행되는 전략으로 생산규모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율이

감소하고 높은 초기 소요자본과 고정비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또한

FTA협약에 따른 시장이 개방되고, 향후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가

축분뇨처리문제 등의 정부 규제와 더불어 종계, 사료에서 사육, 도계, 판

매까지를 통합한 계열업체들의 각축전이 되고 있으며 기존기업의 지배력

으로 인해 신규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셋째, 공급자의 교섭력 문제는 투입재인 원종계 및 종계와 사료부문에

서 결정된다. 육계산업 내 원종계 수입이 증가하면서 종계 입식수수도

증가하였다(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년 350만 수에 불과하던 종

계입식수수는 2009년 586만 수까지 이르렀다. 공급과잉 우려로 육계 가

격이 급락할 것을 대비하여 원종계 업계 자율적으로 쿼터제를 운영하기

로 하였으나 오히려 시장왜곡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재 쿼터제는 유명무

실한 상태로 종계입식의 증가와 병아리 생산증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투입요소의 증가로 원종계 및 종계부문의 교섭력을 낮추었다. 계열업체

의 경우 종계와 투입재를 중앙통제 하에 농가에 제공하기 때문에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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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력 문제가 크지 않다.

육계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사료업계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

료원재료의 해외조달로 국제곡물가격변동이 국내 사료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료비가 육계생산비 중 약 6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사료

비의 안정이 농가소득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비중의 사료

생산비와 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크지 않아 원가절감에의 유인과 교체비

용이 낮다는 점에서 공급자의 교섭력을 낮춘다고 평가된다.

넷째, 구매자의 교섭력은 계육의 유통채널을 분석함으로 파악할 수 있

다. 우리나라 육계산업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는 다양한 거래처를 통해 거

래된다. 계육 유통채널별 비중을 보면 2010년 기준 생체는 계열업체가

80%, 지육은 계열이 50%, 중간유통업체가 49%, 중간유통업체가 49.8%

를 공급하며 정육(부분육)은 대형마트 11.7%, 대형급식처 29%, 요식업체

37%, 정육점2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2).

계열업체의 경우, 대리점, 대형할인점과의 계약은 시세 연동 계약을 체

결하고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당일 거래 가격은 고시가격 기준으로 계

열업체와 유통업체와의 계약가격은 계육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도계육 가격이 산지의 생닭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거래처를 가진 경우 구매자 교섭력은 제한적이나

대형유통업체에서 집중적인 구매와 판매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높은 교섭력을 가진다.

다섯째.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 식품 중 높은 단백질 함량과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조류독감(HPAI) 등의 질병과 같은 외

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돼지고기, 쇠고기 등으로의 대체성을 가진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쇠고기에 비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닭고기에 대한

대체성이 더 크다.

12) 출처: 2008.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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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사례기업의 가치사슬분석

이지바이오는 1988년에 사료첨가제 제조 및 판매업을 시작하여 사료,

축산업으로 진출하였다. 사례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가치사슬은 사료업,

양돈업, 양계업에 해당되나 축산업 가치사슬의 범주에서 이해가 가능하

여 사례기업을 축산기업의 가치사슬로 분석한다.

축산업 가치사슬은 지원적 기능으로 기업하부구조, 인적자원관리, 연구

개발활동, 생산관리 및 조달활동이 있고, 본원적 기능으로 생산요소의 투

입활동, 생산활동, 도축, 가공활동, 유통 및 판매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

다. 사례기업은 종돈(종계), 사료 등의 투입요소부터 판매단계까지 이어

지는 축산업 가치사슬을 그룹 내에 내재화하여 축산계열화를 이루었으며

계열주체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고유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그룹차

원의 지원적 기능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 운영되고 있다.

제 1절 지원적 기능

1. 기업하부구조

기업하부구조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프라를 의미하며 운영체계,

투자된 제반시설, 기업의 소유구조, 자본조달능력, 기획전담조직, 직원배

치기준, 재무구조 등이 해당된다. 이지바이오 그룹은 외형적 인프라인 제

반시설로는 사료생산을 위한 공장과 선진화된 도축·가공설비를 갖춘

LPC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구를 위한 시설을 비롯한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이지바이오의 운영체계는 이사회가 운영되며, 지주회사 체제로서 이지

바이오를 지주사로 하고 자회사로는 팜스토리, 도드람비티, 마니커 등이

있고 손자회사로는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이후 서울사료) 등이 있다.

또한 최대주주인 지원철, 김지범이 각자 대표로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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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한 다각화로 기업의 외형을 키우며 획득한

높은 수준의 자본금을 체계적인 재무관리체계로 운용하고 있다. 자본조

달방식은 신규사업으로 진출 시 필요한 자금을 여유자금을 보유한 계열

회사에서 조달한다. 또한 발행된 주식의 수가 타 계열업체에 비해 작은

데 이는 추가적인 주식발행 없이도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지바이오는 운영인프라로서 기업 내 규칙 및 제도(기업정관, 취업

규칙, 사규 등) 정비, 다각화된 경영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가치사슬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다각화로 인해 다수의 연결회사를 가진 이지바

이오는 그룹 차원의 인트라넷 ‘이지넷’을 구축하여 분산된 여러 조직들을

통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표4-1> 기업의 소유구조

자료: 이지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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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원 및 관리

인적자원관리는 경영자의 역량, 특정한 기술보유 인원, 성과급을 비롯

한 임금체계와 채용, 실무적 지식과 기술획득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며,

동시에 구성원의 가치공유를 위해 의사소통을 위한 참여활동 등도 포함

된다.

(1) 경영진 및 기술보유 인원

이지바이오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지원철은 서울대 동물자원학과를

졸업하여 자가 축산농장을 경영하였고, 퓨리나 사료에서 특수사업부문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농축산 분야 관련이력을 가진 경영자이다. 또한

자가 축산의 경험을 통해 소규모 농축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계열화를 목표로 사료를 시작으로 양돈산업을 육성하였다. 이러한 점에

서 관련분야로의 다각화 시 자금과 인력 조달에 적극적인 경영자로 평가

된다. 마찬가지로 현재 지원철과 함께 대표로 있는 김지범은 서울대 동

물자원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근무한 관련이력을 가진

경영자이다.

이같은 농축산업의 전문지식을 지닌 경영자뿐 아니라 생명공학 분야의

특수한 기술 및 지식을 지닌 연구인력의 확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당기업의 그룹 내에는 사료축산의 생산성(영양, 수의, 생리) 연

구, 축산관련 생명공학 연구분야의 경우 박사만 13명이 된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 생명공학분야에서 견줄만한 기업이 없을 만큼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 일반적 인적자원관리 체계

신규직원 채용 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문은 창의성과 도전정신, 나

눔정신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한 인재이다. 또한 농업에 대한 소명의식

과 열정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고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조직에서 공유되는 가치로 무장한 개개인이 다각화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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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성

별

직원수

(정규)

연간급여

총액

평균근속연

수

1인평균

급여액

관리직 남 566 24,169 3.8 41

관리직 여 170 5,235 2.7 25

연구직 남 9 360 1.0 40

연구직 여 5 114 0.5 23

생산직 남 419 11,848 6.0 28

생산직 여 329 6,156 2.8 19

합계 1,498 47,882 - -

평균 - - 2.8 29.3

가능하게 한다.

임금제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하는 성과중심적 임금체계로 관리직은 경

영성과에 따라, 생산직은 근무성과와 성실도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된다.

또한 성과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순환보

직제도를 두고 있다. 복리후생제도로는 다양한 사내동호회 활동 지원과

학자금 지원, 사택지원, 4대 보험을 비롯하여 육아휴직제도를 두어 구성

원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및 조직 내 가치공유, 직무교육체계의 확립 등을 위해

연수원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을 돕고 있다.

<표4-2> 직원현황

(단위: 백만 원)

자료: 이지바이오

구성원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통해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과 활용을 하며, 청년중역회의, 신성장동력회의 같은 활동을 통

해 구성원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영진과

조직원간의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함으로서 조직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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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근속연수 평균이 2.8년으로 짧으며 특히

연구직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으로 인적자원의 유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생산관리 및 조달

본원적 활동에 대한 방역 및 위생측면의 관리활동, 육종기술이나 돈사

설계와 같은 농장경영에 대한 자문서비스 활동, 계열화 농가의 축분처리

활동 등이 포함된다.

(1) 위생 및 안정성 관리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

과정에 걸친 위생·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그룹은 자발적인 생

산관리와 인증획득을 위한 전사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료첨가

제와 사료 제조공정에서는 원료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공정에서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안정성을 확보하여 ISO9001, ISO22000, HACCP의 인증

을 획득하였다. 총 10개의 배합사료 생산공장 모두 HACCP, ISO9001 인

증을 확보하고 있다.

도축·가공장의 경우 청정 위생관리를 통해 HACCP의 획득은 물론

SRM13)제거시설, 저온유통체계(cold-chain) 등 첨단시설과 체계를 도입

하여 도축, 가공, 물류에 걸쳐 안정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도계·가공장도 마찬가지로 HACCP의 획득은 물론 저온유통체계를 갖추

고 있다.

도계장의 워터칠링(수냉식)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한 에어칠링(공냉

식)시스템14)을 구축하여 위생적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

13) Specified Risk Material, 광우병특정위험물질

14) Water Chilling system(수냉식)은 2차 감염위험이 높아 Air Chilling(공냉식)으로 교

체되는 도계장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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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가치사슬상의 위생관리는 옵티팜솔루션이 담

당하고 있는데, 임상병리대행, 가축병성진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정부로

부터 가축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사육부문의 위생 및 품질부문은 종돈장 및 종계장을 통한 우수한 품종

의 확보와 일관된 사양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사

양관리프로그램은 복체인솔루션시스템으로 팜스토리(사료부문)가 직영농

장과 협력농장, 고객농장의 생산성의 향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공되

는 컨설팅 및 지원체계이다.

(2) 축분처리

복체인솔루션 프로그램의 분뇨처리솔루션은 친환경 자연순환농법을

외부업체와 연계하여 분뇨처리 모델을 구축하여 양돈장의 분뇨처리문제

를 해결하였다. 이는 농업법인 농부네와 현대서산영농과의 연계를 통해

농부네의 액비15) 저장조에 저장된 축분을 서산 간척지 내에 뿌리는 방

식으로 축분을 자원화하고, 자연순환적 농법으로 쌀 재배가 가능하게 하

였다. 더불어 경남 창녕에는 바이오가스플랜트 시설의 구축을 통해 축분

을 처리하여 메탄가스 등 에너지를 생산함은 물론 슬러지는 다시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고 있다.

4. 연구개발

연구개발활동은 본원적 기능의 보다 효과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하며

차별화된 전략 실행을 주도한다. 연구개발 활동에는 생명공학 벤처연구

에의 참여, 다양한 특허권 취득활동,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한 농축산업

관련 연구 등이 속한다.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이지바이오 그룹 내의

모든 생산주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한다.

15) 액비, liquid fertilizer, 물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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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연구개발 조직 및 기업 개황

자료: 이지바이오

사례기업은 생명과학기술을 응용하여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을 생산하

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연구를 통해 특화된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 및

미래지향적 가치창출을 위한 핵심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연구조직과

연구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바이오 내부 연구조직은 1995년 설

립된 생물자원연구소이다. 생물자원 연구소는 바이오소재, 축산과학연구

소, 중앙분석센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최근 이지동물자원 연구농장을

개설, 생물자원연구소에 편입시켜 4개 조직에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

다. 생물자원연구소는 32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연구인력은

6명을 확보하여 축산전문기업으로서 독자적인 연구개발조직체계를 갖추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물자원연구소의 주요 연구 분야는 고부가가치의 신물질 탐색 및 탐

색기술의 개발, 생물공학기법에 의한 대량생산 기술개발, 체내 생리활성

물질인 펩타이드를 이용한 고기능성 식품첨가물, 기초의약품 원료, 동물

의약품 원료 및 사료 첨가제의 개발, 발효공학을 이용한 사료용 효소제

및 비타민제제의 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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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석센터에서는 팜스토리 사료부문, 이지바이오의 사료부문, 서울

사료에 원료와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폭 넓은 분석을 제공하여 제품 경

쟁력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품질의 사료 및 첨가제 개

발과 효율적 사양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연구, 향후 팜스토리와 강원LPC

의 축산물품질 향상과 기능성축산물에 대한 연구를 목표하는 이지동물자

원연구소를 최근 설립하여 생물자원연구소에 편입시켰다.

이지바이오의 연구조직 외에 그룹 내 독립적 연구기업인 옵티팜솔루션

이 있다. 옵티팜솔루션은 형질변환동물16)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아비코아 생명공학 연구소와 멸균미니돼지를 생산하는 메디피그를 인수

합병하여 형성된 업체이다. 옵티팜솔루션는 이지바이오 생물자원 연구소

와 연계해 미생물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며, 수의 진단 서비스의 토탈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축산에 적합한 환기, 축

산설계 및 시공,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농장운영을 위한 토탈솔루션을 함

께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생체

반응기(Bio-reactor)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단백질 의약품 개발, 항균·항

바이러스 성분의 선별 및 제품개발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옵티팜솔루션

은 이지바이오 그룹 내 계열회사와 임상병리검사 및 컨설팅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질병진단사업부, 컨설팅사업부, 동물약품 사업부, 의료용 미니돼

지 사업부, 생물학적 제제 연구개발 사업부, 아비코아 생명공학연구소로

조직구조가 편성되어 있으며, 2010년 총 36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30여명(박사 7명, 석사 20명 등)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 획득된 기술은 많은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의

보유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 특허는 이지바이오의 특허 제 053282 호

(터보제트 에어레이터) 외 21건과 출원 중인 특허, 출원번호 제

16) 외부로부터 주어진 DNA에 의해 개체나 세포의 형질이 유전적으로 변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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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3649호 (피치아 피스토리스 효모균주를 이용한 인간 락토페린, N-

로브 락토페린 및 C-로브 락토페린의 생산방법) 외 13건, 가축용 수용성

산제급여기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옵티팜솔루션 현

재 국내등록 특허 49066917) 외 17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 2011년 기준

그룹 내 특허권 38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바이오는 지주사에 내부화된 연구조직과 개별적인 연구기업의 운

영을 통해 중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매출액 대비 연

구개발투자 비용은 1%로 낮은 수준이다. 현재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하

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생명공학 발전을 통한 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보다 늘려야 한다고 평가된다.

제 2절 본원적 기능

1. 생산요소의 투입활동

사례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를 생산, 제조하여 조달함은 물론

이지바이오 그룹 내에서 사료첨가제 및 사료, 종돈, 농가솔루션프로그램

을 운영함으로써 균일한 투입물로 품질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있다.

(1) 사료

생산에 투입되는 사료는 팜스토리의 사료부문, 서울사료, 이지삼양팜

즈에서 생산된다. 총 사료생산량은 2011년 기준하여 팜스토리와 서울사

료의 1,065,558 MT에 2012년 인수한 삼양사 생산량 347,176 MT를 더한

1,759,910 MT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양축용 배합사료

총생산량의 9.3%에 해당되어 업계 2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팜스토리의 사료부문인 도드람 B&F의 전신은 도드람 사료로서 양돈

17) 조류 콕시듐증을 유발하는 에이메리아 종의 포자소체 표면 항원에 대한 ScFv재조합

항체에 대한 특허(등록일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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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를 주축으로 한 사업부문으로 음성공장과 정읍공장에서 2011년

401,063 MT의 사료를 생산하였다. 팜스토리 사료부문은 HACCP인증의

획득을 비롯하여 제품 품질관리 및 안정성확보를 위해 생산자 제품확인

시스템을 통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일반성분, Mycotoxin18)검사,

Salmonella19)검사, 수질검사 등 철저한 검사를 통해 안정성이 높은 사료

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NIR(Near infrared reflectance, 근적외선 반사

율)분석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제품 및 원료의 품질 확인을 강화하였

다.

팜스토리는 직영농장, 협력농가에 양질의 배합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한편 복체인솔루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사료, 질병, 환경, 축

분처리까지 고려한 종합솔루션이다. 또한 품질경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함은 물론 꾸준한 생산성향상과 고객농가

에 대한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서울사료는 산란계사료를 주로 생산하는 자회사로 인천, 천안, 김제,

경산 공장에서 2011년 664,4495 MT를 생산했다. 서울사료는 ERP 도입

으로 효율적인 생산을 하고 있으며 HACCP인증, ISO9001 인증을 획득

했다. 생산제품은 산란, 육계, 오리, 축우, 특수 제품으로 구분될 수 있지

만 주종을 이루는 것은 산란계 사료이다.

산란계는 이지바이오 그룹이 계열화하지 않은 생산부문이지만 고객농

가의 경영성과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산란계 사료를 생산을 하고 있

다. 배합사료의 제조, 판매와 더불어 최고의 원료와 최적의 영양소 설계

및 신기술 접목한 사양관리프로그램인 3G-upgrade 솔루션프로그램을 고

객농장에 제공하여 품질, 서비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계란 소비의 증진을 위한 행사, 산란계 자조금의 지원, 양계스쿨과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18) 곰팡이의 2차 대사산물, 독성이 있는 진균독.

19) 병원성 장내세균, 식중독 원인균.



- 53 -

구분 회사명 주요제품 생산능력 2011년 생산량

사료

첨가

제

이지바이오

&

패스웨이

·Format의배합사료프로그램

·펌키토, 엔도파워 외 발효효

소제품, 사료첨가제

천안공장

89,380

천안공장

65,746

사료

팜스토리
·양돈: 히트젖돈 외 자돈, 번

식돈사료, 양계사료

음성 288,000

정읍 288,000

음성 251,662

정읍 149,401

한국축산

의

희망서울

사료

·양계: 행복한시리즈, 참살

·비육우: 한우희망

·기타양견및양돈사료

인천 396,000

천안 186,000

김제 282,000

경산 216,000

인천 300,691

천안 89,380

김제 141,882

경산 132,542

이지삼양

팜즈
·비육우사료

목포, 천안

336,000

목포, 천안

358,510

2012년 180억 원에 인수된 삼양사의 사료부문은 인수와 동시에 이지삼

양팜즈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지바이오의 인수 이전인 2011년 삼양사

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437,176 MT이고 시장점유율은 2.3%이었다. 이지

삼양팜즈는 양돈사료, 비육우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주력사업은 비육우

사료이다. 사료는 목포와 천안공장에서 제조, 판매하며 2001년 HACCP

인증을 획득하였고, 전수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삼양사는 구성원과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한 행사를 개최하여 교육 및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비육우관련 연구개발, 사양기술의 보급, 브랜드사

업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고급육생산사관학교로 불리는 한우대학과정과

매해 개최되는 고객자녀과학캠프가 좋은 예이다. 또한 구성원의 사기진

작을 위한 사업전진대회를 통해 전략목표를 명확히 하고 성과향상을 도

모했다. 사명은 이지삼양팜즈로 변경되었으나 기존 직원을 유지하고 독

자적 경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양사료의 높은 수준의 고객지원과

고객과의 소통을 기존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표4-4> 사료 및 사료첨가제 업체의 생산품목 및 생산량

(단위:MT)

자료: 이지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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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돈 및 종계

팜스월드와 영광 GGP에서 종돈을 생산하고 있으며, 병천 AI센터에서

정액을 조달하고 있다. 직영농장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 그룹 내 양

돈규모에 2배에 달하는 양을 공급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핸드릭스사와

전략적 기술 협약을 맺고, 이 회사의 종돈 브랜드 하이포(Hypor) 핵돈군

순종 라지화이트와 랜드레이스를 도입했다. 최고 수준의 유전능력을 가

진 종돈을 들여와 철저한 원칙적인 개량을 통해 국내 양돈장에 제공되고

있다.

성화식품은 육계 계열회사로 종계를 통한 종란 생산, 병아리 공급과

사양관리의 통일을 통해 균일하고 안전한 계육을 생산 중에 있다. 성화

식품의 경우 종란을 연간 약 12만수 가량을 생산해 내며 이는 경기 및

충청도의 5개 계열농장에서 분리 사육되고 있다. 경기도 고덕면에 소재

한 부화장은 900여 평 대지에서 산란된 종계의 유정란을 부화시켜 계열

농장에 제공한다. 이러한 종계 및 부화장의 소유를 통해 수익의 안정과

생산원가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계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사례 그룹 내에 육계부문의 원종계부문은 마니커 원종에서 담당하고

있다. 원종계는 무결점 종란 생산을 위해 청정지역 경북 및 충북 내륙에

서 자동화 사육시스템으로 생산 관리되고 있다. 원종계의 보유는 내부거

래로 조달함으로써 우수한 종계를 안정적으로 계열농장에 공급한다.

마니커는 투입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3년 33억을 투자하여

설립한 연 40만수 규모의 종계육성 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보령축산의 연 20만 수 규모의 종계장을 인수하면서 연간 60만수의 종계

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니커 소유의 종계장은 첨단 보안프로그램, 철저한

방역관리, 올인올아웃방식20)으로 질병으로부터의 탈피를 통해 안정성 확

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 All-in-all-out, 가축을 한꺼번에 입식하고 한꺼번에 출하함으로써 질병의 사이클을

차단하는 사양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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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커의 부화장은 용인에 위치한 백암부화장에서 연간 2,600만수의

병아리를 생산하고, 보령시에 위치한 남포부화장에서 연간 1,800만수를

생산하였는데 2011년 100억 원 규모의 포천부화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

였다. 포천부화장은 연간 5,000만수의 병아리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공급하고 있다.

2. 생산활동

(1)양돈장

총 16개의 직영농장에서 비육돈을 생산하고 있다. 모돈 규모 15,000두

상시사육 규모 150,000두로 운영되고 있다. 2011년 출하두수는 220,000두

이다. 우리손농장, 안성농장 등 HACCP인증을 받은 직영농장을 운영하

고 있다. 이러한 직영농장과 가족농장들은 동일한 사양관리체계를 가지

고 있으며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안정성이 보장된 농장이 주를 이룬다.

동일한 사양관리체계는 복체인솔루션시스템으로 집약되는데 8가지 솔

루션을 포함하는 복체인솔루션은 양돈전반에 걸친 컨설팅 프로그램인 동

시에 사양관리프로그램으로써 생산과정의 일원화를 통한 품질의 균일화

를 목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균일하고 우수한 종돈과 정액공급

을 위한 정액/종돈솔루션이 추가되었다.

구분 지원내용

하우징솔루션 농장의 신축, 개축, 리모델링, 환기컨설팅 등 설비관리

분뇨처리솔루션 친환경 자연순환농법으로 분노처리 해결

임상병리솔루션 옵티팜솔루션과의 연계로 폐사율감소를 도움

영양솔루션 사료급여관련 사양관리 프로그램

인력·자돈솔루션 농장인력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자돈연계

경영분석 경영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사업방향 설정을 도움

정액/종돈솔루션 팜스월드를 통해 하이포종돈 공급통일

<표4-5> 복체인솔루션

자료: 도드람B&F



- 56 -

(2) 육계사육

육계의 사육은 계열화를 이룬 성화식품과 마니커를 통한 생산계약 농

가에서 이루어진다. 이지바이오 그룹의 육계사육 계약농가 수는 약 450

여 농가로 1회 사육규모가 23,500천수 규모이다. 육계사육은 종계장을 거

쳐 부화된 병아리를 부화장으로부터 조달하여 입식 후 이루어진다.

성화식품의 사육농가는 첨단 사육기법과 기술의 집약체인 크린사육 방

식으로 공통화 되어있다. 충청, 경기 일원에 150여 사육농가에서 연간

25,000천수가 생산된다.

마니커의 사육농가에서는 동일한 품질의 병아리를 투입하고 일관된 사

육프로그램을 통해 사육되는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등 전국 400여 농

가가 있다. 이러한 계약농가 외에 2005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직영

사육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직영사육은 추가적인 이익, 보다 체계적인 농

가관리와 원가절감 등 무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3. 도축·가공 및 유통

이지바이오 그룹 내의 도축, 가공업체는 돼지, 소를 도축·가공하는 팜

스토리와 강원LPC, 양계계열화로 도계 및 가공시설을 갖춘 성화식품, 마

니커가 있다. 또한 오리계열화로 도압시설을 갖춘 자연일가를 통해 다양

한 축종에 걸친 도축과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팜스토리의 도축, 가공장은 2000년 HACCP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한

이후 2006년 광우병위험물질(SRM)제거시설을 추가하여 안정성을 도모

하였다. 이러한 선진화된 시설로 확보된 안정성으로 2008년 친환경 축산

물 취급자 인증의 획득과 소시모21) 브랜드에 선정되었다. 또한 2011년에

는 그 규모와 안정성을 인정받아 거점도축장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더불

21) 소비자시민모임, http://www.consumers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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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구분 축종 생산량(일) 시설규모

팜스

토리

도축
소 300 ·SRM제거 작업대

·돈지육 공랭식 급냉터널, air knife

·에어샤워 진공포장,드라이수축기, 급

속검출기(금속혼입도 점검)

돼지 3000

가공
소 120

돼지 2,000

강원

LPC

도축
소 65 ·SRM제거 작업대

·도축방법인 항문절개로봇

·수흡입기, 방혈레일

돼지 1,863

가공
소 15

돼지 500

성화

식품
도계 닭 70,000

·완전자동화

·천연암반수 사용, 냉각시설

·Cold-chain system

마니커 도계 닭 200,000

·Cold-chain system

·오토컷업시스템

·터널 프리저(Tunnel Freezer)

·오토 바컴 팩커(Auto Vacuum Packer)

어 친환경적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태양열 광열판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4-6> 도축, 도계, 도압, 가공부문 시설

(단위:두, 수)

자료: 이지바이오

강원LPC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SRM제거시설을 설치하였고,

아시아 최초로 유럽의 선진국형 도축방법인 항문절개로봇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

다. 또한 도축공정과 가공공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수흡입기를 비롯

해 SRM 제거시설과 방혈레일을 비롯한 우피 이송 컨베이어, 내장 적출

작업대, 이분도체용 승강작업대 등 보다 첨단 자동화된 시설을 설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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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의 도계 및 가공을 담당하는 계열업체 역시 성화식품과 마니커이

다. 성화식품은 신선육, 부분육 생산판매, 육가공 및 외식사업의 전계하

고 있으며 사양관리와 생산설비의 완전자동화, 가공처리, 품질관리를 통

한 양계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성화식품의 도계·가공장은 위생처리 천연

암반수, 냉각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일규모 7만수 수준이다. 1999년

ISO9001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 2001년 도계육 HACCP 적용사업장 지

정, 2005년 포장육 HACCP적용사업장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계열회사인

동현식품 또한 2004년 ISO9001품질보증체제 인증, 2005년 양념육류와 분

쇄 가공육 제품에 대한 HACCP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되는 등 품질, 위생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성화식품은 자사브랜드를 영위하며 고객과 만나기 위해 축산인 한마음

대회에서 무료시식회를 여는 등의 행사주최와 본사 내 직판장을 운영하

고 있다.

마니커의 전 과정에 걸친 도계공정은 위생 및 품질관리 노력으로

HACCP를 획득하였다. 과거 국내 최초로 일본에 신선육을 수출한 경험

이 있는 마니커는 일일 20만수의 도계와 7만수 부분육 가공이 가능한 동

두천의 도계장과 용인시의 도계능력 일일 5만수의 제2공장, 일일 도계량

5만수의 충주공장 총 3곳의 공장을 두고 있다.

마니커(동두천)공장의 도계라인은 오토컷업시스템과 Cold-Chain

system을 갖추었으며 2003년에는 첨단설비와 냉동창고를 비롯한 터널

프리저 및 오토 바컴 팩커 등의 최첨단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였

다. 이를 통해 기존 제품이 5℃에 출고됐던 것과는 달리 영하 38℃의 급

속냉각 터널을 25분 동안 통과하면서 최적의 냉장상태인 0℃를 유지한

상태로 출고된. 동두천 공장에서는 일일 4만수의 도체품을 HACCP인증

을 받은 부분육 가공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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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축종 2009 2010 2011

팜스토리 한냉
소 30,137 26,170 26,272

돼지 453,071 577,402 348,496

강원LPC
소 15,375 14,783, 12,084

돼지 461,945 482,664 104,811

합계
소 45,512 40,953 38,356

돼지 915,016 1,060,066 453,307

성화식품(천안) 계육 16,339,098 17,145,171 21,521,580

마니커 계육 37,840,308 51,536,879 49,086,525

디엠푸드 계육 15,921,314 16,949,411 17,908,817

목우촌과마니커 계육 22,290,418 21,752,343 24,361,340

합계 - 92,391,0898 107,383,804 112,878,262

<표4-7> 이지바이오 그룹 내 도축 및 도계량 추이

(단위: 두수, 수수)

주: 2009년 통계에는 이지바이오 편입 이전으로 해당이 없으며 2010년 도축수수 합계에는

당년 편입된 성화식품만 포함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도축검사실적

4. 유통 및 판매

양돈의 유통은 계열농장에서 사육된 후 도축장에 출하되며, 도축장(팜

스토리, 강원LPC)에서 도축 후 대리점, 대형유통업체, 단체급식, 소매점

으로 유통되어 소비자가 구매하는 형태이다.

양계, 오리의 경우 농가에서 계약사육 된 후 도계 및 도압장에서 신선

육, 부분육 형태로 가공되어 대리점, 대형유통업체, 단체급식, 소매점으로

유통되거나, 육가공업체에 원료육으로 공급, 유통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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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개별비율 비중

사료 및 첨가제

부문

배합사료 608,377 93%

47.8%첨가제 48,390 7%

소계 656,769 100%

식육부문 식육 286,534 100% 20.8%.

축산업

양돈 139,723 95%

10.7%기타 7,609 5%

소계 147,332 100%

계육

생계 213,854 80%

19.6%
육가공 30,606 11%

기타 24,499 9%

소계 268,959 100%

기타 곡물생산 15,170 100% 1.1%

합계 1,374,764 100%

판매촉진활동으로는 사료, 사료첨가제 공장, 도계장, 종계장에 걸쳐 회

사별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안정성을 갖춘

시설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제품에 대한 믿음과 충

성도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팜스토리의 경우 블로그를 운영하여

요리법을 올리는 등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전세계 유일의 마

니커닭박물관은 문화아이콘으로써의 계육에 대한 전시와 함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성화식품, 강원PLC, 팜스토리의 LPC에서도 직영매장을

운영 중에 있다. 마니커의 경우 닭고기 전문 인터넷 쇼핑몰은 계육 이외

에도 관계회사의 소, 돼지, 오리 등의 신선육과 육가공품, 쌀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쇼핑물로 운영되고 있다.

<표4-8> 이지바이오 제품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자료: 이지바이오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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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가치사슬 분석의 시사점

사례기업의 주된 경영활동 분야는 사료업, 양돈업, 양계업이며, 축산업

가치사슬 상의 본원적 활동인 양돈분야의 사료,종돈-사육(생산)-도축·가

공-판매 부문과 양계분야의 사료,종계-사육-도계·가공-판매 부문을 그룹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본원적 활동은 그룹차원의 지원적 활

동을 통해 원활히 운영·관리 되고 있다.

지원적 활동에는 기업하부구조(인프라, 재무능력 등), 인적자원관리, 연

구개발활동, 조달 및 생산관리가 포함된다. 각각의 지원활동은 개별적인

주체기업을 두고 집중, 전문화되어 있으며, 분명한 역할분담을 통해 본원

적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먼저 기업하부구조로는 안

정성과 효율성을 갖춘 사료생산시설, 도축·가공시설과 같은 외형인프라

구축과 지속적인 M&A를 위한 자금운용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특히 효

과적인 재무관리시스템을 통한 높은 수준의 자금동원력은 이지바이오 그

룹이 가치사슬 통합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사례기업이 다각화전략의 핵심으로 꼽는 인적자원관리와 지속적

인 경쟁우위창출을 위한 생명공학기술 연구개발 활동들이 본원적 활동을

보조한다. 인적자원관리에는 농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공유하고, 관련분야

의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인재를 보유·관리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연구

개발 활동은 그룹 내 연구조직(생물자원연구소), 개별적 연구기업(옵티팜

솔루션)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재와 기술을 중시하

는 기업의 분위기는 경쟁우위로 작용하여 축산업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

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핵심역량으로 판단된다.

또한 투입-생산-도축가공-유통 및 판매 전 과정의 본원적 활동에 그

룹 차원의 생산·품질관리를 실시함으로서 위생 안정성(HACCP, ISO9001

인증 획득)을 확보한 고품질의 돈육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축분처리 문제를 바이오플랜트 사업과 현대서산영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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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법 곡물생산을 통한 자원화로 해결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역

적인 다각화의 일환으로 진출한 필리핀, 연해주, 중국에서 사료-양돈의

계열화를 달성하고, 이와 동시에 향후 사료 원료곡 조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곡물재배 사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전사차원의 생산관리 및 축분

처리 사업, 해외곡물재배는 사료업체, 사육농가, 도축·가공장 등 본원적

활동 주체가 자사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은 물론 위

생적이며, 친환경적인 농축산물의 생산이라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

고 있다.

농축산물의 가치사슬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본원적 기능에

해당하는 사료,종돈(종계)-사육-도축(도계)·가공-판매 등 단계별 활동들

이 시장확대를 목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한다. 사례기업은 사료 및 종돈 등 투입요소를 계열회사에서 생산하여

직영농장 및 계열농가의 안정되고 일원화된 사육시스템에서 균일한 축산

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출하된 생돈은 계열회사의 LPC에서 도축·

가공되어 판매되는 유기적 연결구조의 계열화방식이다.

투입요소 중 가장 높은 생산비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사료이다. 사

례기업은 전 축종에 걸친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사료업체와 사육농가

를 연계하여 안정된 사료 공급과 일관된 사양관리, 농가지원활동 등을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직영 종돈(종계)농장에서 생산되는 우수

한 품질의 종돈(종계)을 사육농가에 제공하는데, 이는 최종 생체와 부분

육의 품질로 직결된다. 사료사업과 직영종돈장을 소유·운영하는 것은 높

은 원재료조달능력으로 평가된다.

생산요소상의 특징은 13개의 직영 양돈농장, 직영 육계농장을 운영하

는 점이다. 직영농장은 운영비용이 크나 분쟁이 적고, 조정과 관리가 용

이하다는 이점이 있어 일정 수준의 직영농가운영은 계열화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직영농장의 높은 운영비용과 축산업 내에서

기업 활동의 제한 등의 이유로 계약농가를 통해 출하되는 축산물의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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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많다. 축산계열화에서 기업의 역할은 안정성과 고품질의 경쟁력을

갖춘 축산물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사육은 농가의 몫으로 두

어 기업과 농가의 역할이 분리된다. 사례기업은 이러한 균형을 통해 농

가와 축산기업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균일한 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생산계약을 통해 투입물(사료, 병아리, 사양관리, 생산방식)의 일원

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약농가와의 연계를 통해 농가에서 생산

되는 축산물은 그룹 내 도축(도계)·가공장으로 출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도축·가공부문은 경쟁력이 있는 축산물 생산에 핵심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는 농가로부터 조달된 원료돈을 첨단기술이 반영된 최고수준의 LPC

인 팜스토리와 강원LPC에서 도축·가공하고 있다. 거점도축장으로 선정

되기도 한 팜스토리의 중부LPC와 HACCP최상위 등급을 획득한 강원

LPC는 SRM제거시설을 비롯한 첨단의 설비를 갖추어 타 도축·가공업체

와 차별화된 돈육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그룹 내에서 출하된 생체는

중부LPC와 강원LPC의 생산량의 10-20%에 불과하고, 나머지 원료생돈

은 일반농가에서 구입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원료돈의 조달능력은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계육의 생산은 마니커의 도계장 4곳과 가공(부분육)장

1곳과 성화식품의 도계·가공장 1곳을 운영 중에 있다. 계육의 경우 돈육

과 달리 계열업체와 사육계약을 맺은 농가에서 출하된 닭에 한하여 도

계·가공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완전히 계열화된 시스템은

위생상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지바이오의 축산업 가치사슬에서 얻어지는 최종제는 돈육과 계육이

다. 이들은 도축·도계·가공장에 설치된 직영매장에서 판매되며, 당사 브

랜드 대리점, 대형유통업체, 급식업체, 소매점으로 유통된다. 또한 마니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계육을 비롯한 그룹 내 생산 농축산물이 생산된다.

여기에 팜스토리의 블로그 운영, 마니커 닭 박물관, 다양한 축제 및 행사

에서의 무료시식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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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활동

기업

인프라

·외형인프라: 사료생산공장 및 도축가공 LPC 등 첨단생산시설확보

·지배구조: 지주사체제 및 이사회가 운영되며 이지바이오에 의해 기업정

관, 취업규정, 사규 등 규칙 및 제도 정립, 이해관계의 조율의 역할을 수행

인적

자원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및 기술보유 인력 운용

·HRM: 기업이념을 중시한 채용, 성과중심적 임금체계, 순환보직, 다양한 복리

후생 제도

·HRD: 가치공유 및 학습조직의 운영 직무교육체계와 연수원 운영, 조직원

제안제도의 운영, 청년중역회의. 신성장동력회의 운영

기술

개발

·옵티팜솔루션: 메디피그(의학용돼지), 아비코아를 보유, 생명공학연구

·축산과학연구소 중앙분석센터: 사료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연구

·이지동물자원연구농장: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다수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의 보유

생산관

리 및

조달

·위생 및 안정성: 사료제조 및 도축가공시설의 HACCP, ISO9001 인증획

득. 도드람 B&F의 복체인솔루션, 수의병성진단 및 컨설팅

·축분처리 시설운영: 농부네, 현대서산영농의 친환경순환농법, 바이오가스

플랜트 운영으로 축분의 자원화

·해외자원개발: 사료의 원재료 획득을 위한 러시아 연해주 진출

본원활동

투입 생산 도축가공 판매·서비스

·팜스토리(양돈),서울

사료(산란),삼양사(육우)

·안정된수요, 동일급여,

사양관리프로그램제공

·팜스월드등 직영종돈

장의 운영으로 품질일

원화

·원종계수입, 계열종계

장운영 및부화장운영

으로투입물통합

·13개의 양돈 직영농

장을운영하며, 계약농

가를 포함하여 모돈

15,000두, 상시규모

220,000두 일원화

·육계사육: 성화식품,

마니커의 사육계약을

통해 생산, 생산방식

의 일원화 (마니커

직영농장 운영)

·돈육 도축·가공: 팜스

토리(중부LPC), 강원

LPC의 선진화된 시설

(SRM, 방혈레일등)

·육계계열화 도계·가공

장 운영: 성화식품 1개

소,

마니커 4개소

·오리사육및도압

: 자연일가

·Cold-chain system

·팜스토리와 강원

LPC(돈육), 마니커와

성화식품(계육)의 브

랜드를 통해 직영매

장, 대리점, 대형할인

매장, 대형급식업체,

소매점으로 유통

·마니커인터넷쇼핑몰

의 운영, 팜스토리

블로그 운영 및 마니

커박물관

<표4-9>이지바이오의 가치사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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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사례기업의 다각화 현황 및 전략타당성 분석

제 1절 이지바이오 그룹의 다각화 개황

이지바이오는 1988년에 사료첨가제 제조 및 판매업을 시작하였으며 전

통발효와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천연제재의 사료첨가제를 개발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며 1999년 축산바이오기업으로는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되

었다. 이후 사례기업은 사료업, 축산업에 진출하여 현재 팜스토리, ㈜한

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강원LPC, ㈜도드람비티, 옵티팜솔루션 등 총

43개의 자회사를 가진 지주사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로의 진

출은 M&A를 통해 이루어졌고 축산업부문에서 수직계열화를 달성하였

다. 이지바이오의 2011년 단독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15.7% 증가한 951

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9.9% 감소한 133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연

결기준 매출 및 영업이익은 각각 1.07조, 477억 원을 기록하였다.

사례기업의 다각화는 2003년 도드람사료를 인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사료부문에서 서울사료, 팜스토리, 이지삼양팜스를 인수하여 2011년 시장

점유율 9.3%22)의 국내 2위권 사료업체로 성장하였다. 또한 양돈부문에서

는 직영농장의 운영과 국내 최대규모의 도축·가공장인 팜스토리와 강원

LPC를 소유·운영하여 2010년 도축량 기준 7.2%를 생산하는 국내 양돈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성화식품과 마니커를 인수하면서

2011년 양계업 점유율 14.9%를 차지하여 2위를 달성한 농축산 생명공학

지주회사이다.

사례기업의 다각화 전략의 유형을 분류하면 양돈과 양계분야의 수직계

열화, 농축산업 관련 산업으로의 다각화, 지역적인 다각화로서 해외진출

전략이 있다. 먼저 축산 계열화를 통해 사료, 약품, 종돈의 투입요소와

생산요소인 양돈장, 도축·가공, 판매의 모든 과정을 내부화하여 운영되고

22) 2011년 이지바이오 그룹 내 사료 점유율 7.01%에 삼양사 점유율 2.3%를 합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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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 수직적 계열화는 계약이나 소유에 의해 진행되며 전세계적으

로 농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공급의 안정

성과 비용의 우위, 품질경쟁력을 갖춘 돈육과 계육을 소비자에게 전달되

기 때문이다. 또한 농산업과 관련은 있으나 간접적인 경영활동에 해당되

는 연구개발 및 금융기업, 해외농업개발 및 축분자원화 등 기반활동까지

진출하여 그룹 내에서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사례기업의 다각화 전략은 계열화라는 목표를 두고 일련의 순

서를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2년 수립된 장기적 전략계획인

Farm To Table의 수립에서 시작되었다.

<그림5-1> Farm to Table (이지바이오의 전략계획)

주: 이지바이오 장기전략

자료: 이지바이오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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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로 표현되는 해당전략의 핵심은 농장부터 소비자까지의 일

련의 사업에서 친환경 식품이라는 소비자 니즈에 대응한 새로운 Food

Value Chain의 완성이다. 이러한 전략달성을 목표로 사례기업의 다각화

가 진행되었다.

처음 도드람사료를 인수한 이후 피인수대상 기업이 쏟아져 나왔고, 가

치사슬 상의 전방, 후방통합을 계획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그룹 내·

외부 상황에 따라 인수·합병을 거듭한 결과 현재의 그룹을 이루었다.

앞서 언급한 사례기업의 다각화 과정을 그 특징에 따라 4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사료첨가제-사료 과정으로 2003년을 기점으로 사료첨가제 사업

에서 사료시장으로 진출과 확대전략을 다루는데 사료산업의 가치사슬 상

원료곡물과 더불어 투입물에 해당하는 사료첨가제 제조기업인 이지바이

오가 사료업체를 인수하는 전방통합 형태이다.

둘째, 사료-양돈 과정이다. 획득된 사료가치사슬은 다시 양돈업에서의

투입요소 중 하나가 된다. 즉, 2006년 본격적으로 양돈산업에 진출함으로

써 양돈 가치사슬 상의 전방통합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전방통합은 양

돈 수직계열화를 달성하게 하였다. 이 결과 사육부분과 도축·가공부문을

내부화하였다.

셋째, 양돈-양계 과정이다. 이지바이오는 축산업계에서도 양돈업에 집

중되어 크게 성장한 기업이다. 2010년 성화식품 인수를 시작으로 양계산

업에 진출하였고, 이듬해 마니커를 인수하여 업계 2위로 올라섰다. 이 과

정은 축종의 다각화, 수평적 다각화로 볼 수 있다. 즉, 양돈가치사슬에서

별도의 양계 가치사슬을 획득한 것이다.

넷째, 관련다각화 과정이다. 앞서 언급된 다각화의 세 과정은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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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을 가진 산업에의 투자 이외에 사료업, 축산업과 유관한 경영활

동을 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앤인베스트(연구투자), 현대서산영농

(축분처리), 바이오가스플랜트(축분처리), 옵티팜솔루션(연구기업)이 대표

적인 예이다.

<표5-1> 이지바이오 그룹 다각화 현황

자료: 이지바이오

제 2절 이지바이오 그룹의 다각화 과정

1. 사료첨가제→사료 부문

이지바이오는 사료첨가제 사업에서 경영활동을 시작한 이지바이오는

1999년 캐나다 합작투자사인 Esys Bioferm Inc.를 설립해 다종의 첨가제

를 개발 생산하여 기술력과 수익성 증대를 통해 내실을 기하며 성장하였

다. 사료첨가제 부문에서의 경영활동은 매출의 85%를 차지하는 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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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품의 생산·판매와 국내외 우수한 사료첨가제 회사23)와의 계약을 통

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사료첨가제 판매로 나뉜다. 사료첨가제 시장에

서 성장을 이룬 이지바이오는 작은 시장규모의 한계를 느끼고 신사업진

출을 모색하였으며 그 첫 번째 인수기업이 도드람사료이다.

<그림5-2> 사료부문의 확장

자료: 이지바이오

도드람사료는 현재 도드람BT의 사료부문과 도드람비앤에프를 통합하

여 팜스토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당시 이지바이오는 도드람사료의 지

분 38.41%를 인수하는데 288억 원을 투입하였다. 이후 양돈전문 사료회

사로 명성을 획득한 이후 2004년에는 서울사료를 148억 원에 인수하여

양계사료까지로 상품군을 확대하였다. 2005년 서울사료가 도담테크를

32억 원에 인수하였으며, 2007년 경산공장이 희망주식회사와 합병하였으

며 같은 해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현재 서울

사무소를 비롯하여 인천, 천안, 김제, 경산의 4개 공장과 여주, 홍성, 나

주 3개의 하치장을 운영 중에 있다. 서울사료는 2011년 생산량 664,340톤

매출액 3,346억 원을 달성하였다.

23) Lonza, Kemira, Vitamex, Chr Hancen 등의 해외 유수의 첨가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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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지바이오

계열

대한

제당
퓨리나 CJ 기타

농협

사료
계

2011 7.01 4.5 14.4 6.7 36.79 30.6 100

2010 5.80 5.02 14.39 8.49 35 31.3 100

2009 5.57 4.99 11.52 10.25 35.17 32.5 100

2012년 3월 삼양사 사료부문을 180억 원에 인수하여 사업구조를 고도

화함과 동시에 사료부문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 삼양사 사료의 인수는 이지바이오의 양돈과 산란계 위주의 포트폴리

오에서 축우사료까지 확대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수와 동시에 이

지삼양팜즈로 상호변경을 하였다.

<표5-2> 배합사료 시장점유율

(단위:%)

자료: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생산실적

사료첨가제에서 사료부문으로의 다각화 양태는 사료 가치사슬상의 전

방통합에 해당하며, 사료부문의 원재료 공급을 내부화하는 수직계열화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료업으로의 다각화 수단은 지분율의 획득을 통

한 인수합병이다. 2012년 초 인수한 삼양사의 경우 영업양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사료→양돈 부문

양돈업과 식육업 진출은 사료업체에 의한 양돈 가치사슬상의 전방통합

에 해당되며 양돈장, 도축, 가공장의 식육부문을 소유·운영함으로써 출하

된 돼지의 위생수준과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첨단시설을 갖춤으로서 신

선도와 위생성을 동시에 갖춘 돈육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

다. 양돈장은 도드람비티가, 식육부문은 팜스토리가 지분인수 방식을 통

해 이지바이오 그룹에 편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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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돈장

사료업으로의 진출과 확대를 통해 사료업에서의 기반을 닦은 이후 확

보된 자금력과 M&A노하우, 관련기술력을 발휘하여 양돈업으로의 계열

화를 전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축산계열업체는 직접 양돈장을 소유하지

않고 사육농가와의 계약생산을 위주로 한다. 그러나 이지바이오의 경우

영농조합이나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계열 직영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

료업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진출한 양돈업에서의 경영활동은 자회사인

도드람비티가 맡고 있다.

도드람비티는 10개의 농업회사법인 ㈜새들만, 톧누리, ㈜안성농장, ㈜

진안, ㈜우포월드, ㈜팜스월드GGP, ㈜지리산하이포GP농장, (주)농부네,

㈜의성바이오파크, ㈜팜스월드과 6개의 영농조합법인(금호, 도드람양돈,

문경양돈, 우리손, 창진양돈, 한결양돈) 등 총 16개의 직영농장을 운영

중에 있다.

양돈장의 취득은 2002년 서울사료가 취득한 신기농장24)이 이지바이오

에 편입되면서 시작된 이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06년

농업법인 농부네를 인수한 이후, 2007년 진안, 팜스월드GGP, 지리산하이

포GP농장의 양돈장을 도드람비티가 취득하였다. 같은 해 팜스월드GGP

는 도드람 피티 45%, 우리손영농 24.9%의 지분율로 취득되었다. 우포월

드는 도드람비티 74.4%, 우리손영농 24.5%의 지분소유로 취득되었는데

2010년 기준 14,000두 규모로 이지바이오의 창녕바이오드림 사업과 연계

되어 운영된다. 또한 의성바이오파크, 지리산하이포농장, 농부네의 경우

도드람비티가 75%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획득되었다. 이와 같이 축산업

으로의 다각화는 지분소유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더불어 다수의 계약농

가, 혹은 협력농가를 편입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되었

다.

24) 2007년 안성농장으로 상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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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축·가공 부문

경쟁력 있는 돈육을 생산하기위해서는 규모화되고 시스템화되어 위생

과 안정성을 확보한 도축·가공장이 필수적이다.

사례기업은 직영양돈장 운영과 동시에 한국냉장의 중부LPC사업장과

강원LPC를 소유하고 있는 도축가공업체인 팜스토리를 소유하므로써 양

돈계열화를 달성하게 되었다.

도축가공업으로의 진출은 강원LPC의 전신인 하이미트LPC를 인수하면

서 시작되었다. 강원LPC는 이지바이오가 도축, 가공 분야에 진입하여 식

육부문의 인프라를 갖추는 발판이 되었다. 강원LPC는 70억 원의 자본금

으로 2008년 기준 1,375억 원의 매출을 내는 도축, 지육판매, 부분육 판

매, 단체급식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이다. 2006년 도

드람B&F가 지분투자로 인수한 이후 이지바이오의 계열회사로 편입하여

도축, 가공업을 주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원LPC는 2002년 소, 돼지 도

축장에, 이어 2005년에는 우육, 돈육의 포장육 가공부문에 대한 HACCP

인증을 획득하였다.

중부LPC의 소유는 도드람 B&F가 2009년 한국냉장을 371억 원으로

인수하며 이루어졌다. 이후 상호가 변경되어 팜스토리한냉으로, 최근 팜

스토리로 사명을 재변경하였다. 중부LPC는 2000년 도축장 주에서는 가

장 먼저 HACCP인증을 받았으며, 2001년 부분육 가공장 역시 HACCP인

증을 획득하였다.

팜스토리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위생적 안전

성과 균일한 고품질을 갖춘 축산물을 생산하며 선진 경영을 통하여 기술

을 축적하고 보급하여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팜스토리는 2011년 기준 자본금 419억 원 수준에, 매출액은 287,588백만

원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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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2010년

도축수
점유율

2011년

도축수
점유율

제주축협 721,056 4.9 709,111 6.5

팜스토리한냉 577,405 3.9 348,473 3.2

논산계룡축협 522,133 3.6 362,701 3.3

도드람푸드 491,737 3.4 274,917 2.5

강원LPC 482,663 3.3 103,856 1.0

영남엘피씨 466,607 3.2 412,386 3.8

부경축공 455,750 3.1 320,090 3.0

축림 443,741 3.0 433,291 4.0

우진산업 416,847 2.8 212,458 2.0

농협김제목우촌 394,499 2.7 366,343 3.4

기타 9,661,095 66.1 7,275,065 67.3

총계 14,633,533 100 10,818,691 100

이지바이오 그룹 내 도축장인 팜스토리와 강원LPC의 도축량의 합

452,329 두로서 2011년 우리나라 전체 도축량의 4.2%에 달하였고, 2011

년 구제역 이전인 2010년에는 7.2%로 업계 1위를 차지하였다.

<표5-3> 시장점유율

(단위: 두,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3. 양돈→양계 부문

이지바이오는 양돈부문에서 집약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이후 2010년 성

화식품을 224억 원에 인수하면서 양계부문으로의 다각화를 시작하였다.

성화식품은 양계를 비롯한 가금류에 대한 도계, 유통, 판매업체로서

육계부문으로의 진입에 적절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성화식품 인수와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주)성화 및 동현식품을 인수하였다. 또한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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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2009년도 2010년 2011년

도계수 점유율 도계수 점유율 도계수 점유율

하림 124.6 18.30 145.9 20.1 159.3 20.97

동우 61.9 9.1 66.8 9.2 70.9 9.33

올품 59.8 8.8 72.9 10.1 80 10.53

체리부로 50.5 7.4 52.5 7.2 54.4 7.16

마니커 37.8 5.6 51.5 7.1 49 6.45

성화식품 16.5 2.43 17.5 2.41 21.5 2.83

기타(35개업체) 328.9 48.37 318.1 43.89 324.7 42.73

합계 680 100 725.2 100 759.8 100

오리사육, 도압사업을 하는 업체인 자연일가를 서울사료가 87.8% 지분인

수로 소유하게 되었다.

2011년에는 마니커의 지분 20.01%를 349억 원으로 인수했다. 마니커

인수는 양돈에 이어 양계산업 강화로 풀이되는데 이는 그룹 내 시너지를

극대화시켜 육계시장의 판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성화식품

과 마니커의 합산 시장점유율25)은 14.9%로 20.7%인 하림에 이어 육계시

장에서 2위로 올라서게 되었다.

<표5-4> 양계부문의 시장점유율

(단위: 만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위생과 도계검사 실적

마니커 인수 시 종속회사로 획득 된 양계부문 업체는 건형축산 45%,

마니커F&G 87.5%, 마니커농산(90%), 마니커Y&H(70%), 마니커박물관

(100%), 티에이피(100%) 이다. 또한 목우촌앤마니커의 지분 39.9%를 소

유 중인 디엠푸드의 지분 전체를 서울사료가 인수하였다.

25) 마니커, 목우촌앤마니커, 성화식품의 도계량를 합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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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료부문을 내재화한 육계 계열화업체는 하림과 체리부로뿐이

었으나, 이지바이오 역시 마니커 인수를 통해 피인수 이후로 사료부문

내재화를 이루게 되었다. 마니커는 인수되기 이전에도 전체 사료구매의

약 50%를 서울사료를 통해 구매하고 있었는데, 인수를 통해 이 비율은

100% 가까이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양계용 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했다는 의미 외에도 양계생산부문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관련분야 다각화 및 지역다각화

관련다각화는 농축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부문은 이지바이오 그룹의 가치사슬의 지원적 기능에 해당하

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1) 관련분야 다각화

1) 축분자원화

경상남도 창녕의 우포월드 농장에 자체 47억 원의 자금과 네덜란드

NIRAS의 기술로 고온 혐기성 발효플랜트를 설치하였다. 바이오가스플랜

트를 건설한 후 2008년부터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바이오가

스플랜트는 전기생산 뿐 아니라 축분을 바로 처리함으로써 돼지 생육환

경이 좋아져 폐사율이 급감하고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생산성 향

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발생되는 축산슬러지는 유기질

비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지바이오 그룹은 전국 최대의 영농법인인 현대서산영농법인의 지분

70.79%를 가지고 있다. 현대서산영농법인은 서산간척지에 여의도 면적

(87.7만평)의 1.5배인 130만 평에서 대규모 기계화 영농을 통해 쌀을 생

산하고 있는 영농 법인이다. 작년 쌀 생산량은 2,715톤이고, 고부가가치

쌀 판매를 통해 2007년 105억 원의 매출과 20억 원의 순익을 올렸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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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산영농은 쌀 재배지에 축분의 자원화를 통한 유기퇴비를 투입함으로

써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다.

2) 생명공학분야

이지바이오그룹은 농축산업의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끊임

없이 생명공학과의 연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지바이오는 근본적으로

기술력에 기반을 둔 업체라는 점에서 타 계열업체와 차별화된다. 1999년

캐나다와의 합작회사인 Esys Bioferm inc.를 설립하였고, 연구개발을 통

해 Galactocidase를 생산하였다. 2000년에는 조류의 줄기세포 연구를 목

적으로 10억 원을 출자하여 아비코아 생명공학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2002년에는 부설조류유전공학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2006년 농장경영 및 사양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최적화의 지향과

생명공학부문의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 옵티팜솔루션이 설립되었다. 2008

년에는 옵티팜솔루션센터, 아비코아 연구소와 메디피그 세 업체를 합병

하여 현재의 옵티팜솔루션이 되었으며 같은 해 팜스케어를 흡수·통합하

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바이오 벤처기업에 꾸준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

다. 단바이오텍, 엘피스바이오텍 등 20개의 벤처기업에 투자했다. 2007년

에는 70억원을 출자해 이앤인베스트를 설립했다. 금융업이라는 전혀 다

른 산업군에 있는 벤처투자회사는 비관련 다각화라고 여겨지기 쉽지만,

이앤인베스트는 농업 및 농업관련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므로 농업부문에서 계열화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2)　지역다각화

1) 필리핀

2002년 이지바이오필리핀(Easybio philippines inc)을 설립,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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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진출기지로 삼았으며, 10년 간 양돈사업, 사료제조, 한국산

사료첨가제를 판매해왔다. 이러한 사료 및 첨가제 제조를 바탕으로 양돈

부문에 진출해 전방통합하여 계열화 형태를 이루었다. 양돈장의 운영은

도드람비티의 지분 투자로 필리핀 법인 Dodram Farms Philippines와

iFeed Philippines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서울사료의 지분투

자로 Isebilla Philippines 설립하여 사료생산 및 곡물재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사료의 원료곡물로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2) 중국

2000년대 중국으로부터 사탕수수, 사탕무 등 사료원료를 수입하였으나

점차 수익률이 낮아져 2007년에 중국 청도에 중국축산시장 조사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10,000두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명은

QUNDAO FENGUYU YANGZHI 이다.

3) 연해주

해외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 연해주이다.

서울사료는 2008년 러시아에 100% 현지법인인 에꼬호즈를 설립하여 해

외 농업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연대의 중개를 통해 1만 ha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였고 농장운영을 위한 농기계 창고시설 등에 200억

원의 투자비용이 소요되었다. 에꼬호즈, 그리고리, 항카플러스, 빠까틀까

등 4개로 분산된 농장에서는 지난해 콩, 옥수수, 밀 등의 곡물을 총

7,768톤 수확하였다. 2011년 5,700ha의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궁

극적으로 총 30,000ha의 토지를 확보, 연간 9만 톤 이상의 곡물을 생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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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매력도 자사 역량적합성

-매출가능성(시장규모, 영업이익률26))

-성장가능성(산업성장률, 시장점유율)

-경쟁강도

-위험분산

-사회적 제도

-금융자원

-기술자원

-인적자원

-유형자원

-원재료조달력

-조직자원

<표5-5> 성공요인 분석지표

제 3절 다각화전략 타당성분석

1. 다각화 성공요인 분석지표

다각화 전략은 외부환경과 내부자원간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외부 환경요인은 성장률, 시장규모 등의 지표를 통해

산업이 가지는 매력도를 파악하게 된다. 이는 산업의 수익률이 높은 경

우 궁극적으로는 진입하는 기업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경쟁양상과

진입장벽, 사회적 법규 등에 대해 파악하여 이들이 기업에 유리한 경우

성공확률이 높다. 내부보유 경영자원이 다각화 전략에 적용이 가능한 가

가 다각화 성과를 결정한다. 자원거점론 관점에서 다각화는 경쟁력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성과를 높이는 행위이므로 전략과 내부자원 간의 적합

성을 평가하여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각화 성공요인분석의 지표는 Merrified(1978)의

BMO 모형27)을 골자로 한다. 해당모형은 사업성분석의 척도로서 크게

산업매력도와 자사 경영자원과의 적합성을 들고 있다. 산업매력도 평가

항목으로는 매출규모, 시장성장성, 경쟁력, 위험분산도 등을, 자사 경영자

원과의 적합성 평가항목으로는 제조력, 원재료조달력, 경영지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척도를 다각화전략에 대한 타당성 평가목적에 맞

게 수정함과 동시에 마이클포터의 5Forces, 경쟁전략이론을 접목시켜 분

석을 위한 지표를 <표5-5>과 같이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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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시장규모
1조원

이상

1조원

미만

5천억 원

미만

1천억 원

미만

1백억 원

미만

영업이익률 13%이상
9%~

13%미만

5%~

9%미만

1%~

5%미만
1%미만

<표5-6> 매출이익가능성에 대한 배점

1)산업매력도(외부 환경적 요인)

다각화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수요측면의 결정요인으로 사용되는 것이

시장규모, 산업최상위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한 매출가능성과 산업성

장률, 예상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성장가능성, 경쟁강도, 위험분산, 사회적

제도이다.

먼저, 매출가능성은 시장규모와 상위기업 영업이익률로 평가된다. 시장

규모는 1조원 이상의 산업규모를 이상적으로 보았으며 규모가 큰 산업에

서 매출이익창출이 용이하다고 평가된다.

상위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진출 산업의 선두업체의 최근 3년간 영업이

익률을 기준으로 수익성의 추세분석하여 평가된다. 사료업에서는 ㈜카길

퓨리나사료, 양돈업에서는 ㈜선진, 양계업에서는 ㈜하림을 선정하여 측정

하였다.

자료: New Business Selection Criteria.(D.B Merrifield)와 김은선(2007)의 논문을 재구성

성장가능성은 시장성장률과 예상 시장점유율을 평가한다. 본 논문은

예상 시장점율 대신 현재 점유율을 사용하는데 이는 본 논문의 다각화분

석은 각 전략에 대한 사후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시장성장률은 5개년

평균치 성장률을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연평균 20%이상의 성장률과 점

유율 20%이상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26)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27) BMO모형은 산업매력도와 자사 역량 적합도를 분석하여 진출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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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산업성장률 20%이상 15%미만 10%미만 5%미만 이하

시장점유율 20%이상 15%미만 10%미만 5%미만 이하

<표5-7> 성장률에 대한 배점

자료: New Business Selection Criteria.와 기업가치측정지표(한국신용평가원)를 재구성

경쟁양상은 기존경쟁자의 수, 신규경쟁의 진입위협에 의해 결정된다.

마이클 포터에 의하면 시장의 경쟁강도는 해당산업에 대한 기업의 진입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할수

록 사업진행은 어려워지므로 낮게 배점하고 경쟁이 완만한 경우 5점을

배점하였다. 경쟁강도는 산업 내 기업들의 수가 다수이며 그 규모가 유

사한 산업, 진입장벽이 낮고, 교체비용이 낮은 산업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쟁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CR3모형을 이용하여 집중도를 측정하

는데 산업이 집중되어 있을수록 즉 그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수

가 적을수록 산업의 전반적인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며 그 산

업이 경쟁적일수록 즉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 참여할수록 산업의 수익률

은 낮아지게 된다.

위험분산의 척도는 BMO모형의 경우 세부시장의 수로 위험분산의 정

도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위험의 종류를 5Forces모형에서

제시되는 공급자의 위협, 구매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으로 분류하고 기

존산업에서 주요하게 작용하여 신산업 진출로 해결되는 위험과 신사업

진입 시 내재된 위험분산에 대해 평가한다.

사회적 제도는 진출하려는 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나 관련 법·

제도가 신산업진출에 적합한지,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해당요소가 사업진행에 유리한 경우 5점, 무관하거나 종합적으로 보

통수준인 경우 3점, 불리한 경우 1점을 배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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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사역량 적합성

내부 경영자원은 금융자원, 기술자원, 인적자원, 유형자원, 조직자원,

원재료 조달력28)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고, 각각 5점 만점을 부여하였

다.

금융자원은 자금동원능력으로 대표되는데 이는 다각화의 주요수단인

M&A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라 평가된다. 이는 사업 기회의 잠

재성을 실현하기에 충분한 자본(또는 적정수준의 부채)이 조달될 수 있

는가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본 지표에 대한 평가

는 큰 규모의 M&A에 요구되는 자금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출액, 자본금, 영업이익률 추이를 살피고, 부채비율을 사용하였다.

기술자원은 신기술개발, 공정혁신 등 연구개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기업경쟁력 창출의 핵심역량으로써, 기술적 전문성, 혁신능력, 지적재산

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술자원의 평가는 고객에게 새로운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보유, 기술적 노하우, 추가적인 적용가능

성과 사례그룹의 연구인력 보유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축산업관련 연구개발과 이에 대한 차별화된 기술을 의미하며 질병·위생

측면에서의 우위, 사양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육류 생산기술, 축산업 운영

의 다양한 기능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자원이다.

인적자원은 핵심역량 관점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론 입장에서 기업경

쟁력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인적자원에 대한 정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진의 관련이력, 기술전문 인력의 확보 수준을 평

가하는 동시에 산업평균과 기업평균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인적자원보유

현황을 평가하였다.

원재료조달력에는 원재료(부품)의 조달력과 정보입수력이 포함되는데

28) 자원의 구분은 BMO테스트의 지표와 장세진의 경영전략(2004)에 제시된 경영자원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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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부품 및 원자재 다변화 가능성과 이들의 갑작스런 공급중단에 얼

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즉, 공급불안정에 대한

사업 운영상의 민감도를 평가하여 이 민감도가 높을수록 평가는 낮게 내

려진다. 또한 원재료의 비중과 내부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배점하였다.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원재료조달력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20%미만

<표 5-8>원재료조달력 척도

유형자원은 공장과 설비의 규모와 위치, 건물과 토지의 용도전환과 위

치가 중요하다. 신규산업 진입 시의 고정자산의 재판매가치와 고정자산

의 용도전환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조직자원은 신규산업진입이나 인수를 통해 획득된 신규업체와의 융합

가능성의 지표인데 이 요인은 다각화의 시너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므

로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계열회사의 지배구조가 관련성에 따라 연

결되었는지 여부와 운영상의 통합정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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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료첨가제→사료부문의 다각화 전략평가

사료첨가제 사업에서 사료부문으로의 진출전략과 외부환경요인 매출가

능성, 성장가능성, 경쟁강도, 위험분산가능성, 사회적 규제의 적합성을 살

펴본다.

사료첨가제 시장의 규모는 약 6,000억 원 규모로 수익성 창출과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는 산업이다. 반면 사료산업의 경우 4조 5,000억 원 규

모로 첨가제시장 대비 약 7.5배 큰 시장이며, 사료첨가제 시장은 사료시

장의 13.3% 정도로 그 규모가 제한적이다. 또한 산업 영업이익률은 최상

위업체인 ㈜카길퓨리나사료의 2001-2003년 영업이익률 5.2%29)로 나타나

전체 제조업 수준과 동일하게 나타나 종합적인 매출가능성은 높게 평가

되었다.

성장가능성은 산업 성장률과 시장점유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사료산업

은 5개년 평균 성장률이 1.7% 정도로 지체된 성장을 보이는 산업이며

사례기업은 진입 이후 지속적인 사업확대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9.1%까

지 상승시켰으나 전반적인 성장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사료산업은 농협을 비롯한 64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높은 고정시설비,

사료라는 낮은 차별성 등으로 사료산업의 경쟁은 과열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산업집중도를 나타내는 CR3지수가 25.4%로 비교적 낮은 수

준의 집중도를 보이는데 집중도가 낮은 경우 완전경쟁시장으로 평가된

다. 낮은 성장률과 치열한 경쟁양상을 띈 사료산업에 진입 한 이후 사례

기업은 지속적인 사업확대를 진행하여 전 축종에 걸친 사료를 생산하며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수익성 개선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다.

위험의 분산 가능성을 살펴보면 사료첨가제 업체에 있어 사료업체의

교섭력은 그 영향력이 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사료첨가제

29) 영업이익률은 <표5-6>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2010년 기준으로

비교를 위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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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체인 사례기업이 사료업체를 소유는 전방통합형태로 높은 수준의

사료업체의 구매자 교섭력을 제거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된

다. 반면 사료 생산비를 분석하면 원재료의 비중이 80-85%에 달하는 것

에 비해 사료첨가제의 비중이 작아 진입과 동시에 발생하는 공급자 교섭

력 위협을 안게 된다. 또한 제품차별성이 적고 많은 량을 소비하는 양축

업체가 가지는 구매자의 교섭력으로 인한 위험이 내재한다. 반면 사료업

은 현재로서 강력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매력적인 산업이므로 종합

적으로 위험분산가능성을 평가하면 사료업 진입전략에 부합하는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례기업이 사료업을 본격화하면서 원료곡이 가지는 강력한 공

급자 교섭력을 상쇄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후방통합

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 Agflation30)으로 국제곡물가의 지속

적인 상승은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을 어렵게 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해

결을 위해 사례기업은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중국, 필리핀 등 해외

농업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료곡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

고 있다.

법적 및 제도적인 요인은 전략실행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높은 적합성

을 가진다. 사료업은 1995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고, 1997년 사

료관리법에 의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이는 법적 규제를 어

느 정도 완화함으로써 사료회사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

다. 또한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금지법은 사료산업 진입당시인 2003년

부터 친환경 천연제재의 사료첨가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료업

진입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30) 농업을 뜻하는 영어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

조어.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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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업으로의 다각화에 부합되어 활용된 경영자원은 인수를 위해 투

입된 금융자원과 인적자원, 기술자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첫째, 금융자원을 살펴보면 이지바이오가 사료산업에 진출·확대를 위

해 인수한 기업은 4개 업체(도드람사료, 서울사료, 희망사료, 삼양사)이

며, 총 10년간 투입된 인수자금은 총 648억 원이다. 인수자금은 계열회사

간의 여유자금을 이용하여 확보되는데, 자금운영능력으로 볼 때 이지바

이오 그룹은 상당정도 금융자원을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

료사업으로 진출한 2002년 사례기업의 매출액은 49,109백만 원이고 영업

이익률은 5.6%, 자본금은 28,154백만 원으로 2011년 현재 매출액

1,070,174백만 원, 영업이익률 16.7%, 자본금 149,938백만 원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2003년 진입시기의 부채비율은 75%로 보아

보통 수준의 금융자원을 보유했다고 평가된다.

둘째, 기술자원은 사료업으로 진입한 2003년 누적 특허수는 15개이며

이 중 사료업으로 적용가능한 8개 특허와 조류에 관한 연구는 7개의 특

허를 보유하고 있어 관련특허수가 60%에 달한다. 또한 2003년 당해 획

득한 특허 수는 9개에 달하며, R&D투자비는 1.84%(908,877천원)에 해당

한다. 또한 사례기업의 연구인력은 2002년 14명의 연구인력(박사2명, 석

사 9명, 학사2명, 연구보조원1명)을 보유하여 전체 구성원의 14.8% 연구

인력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사례기업의 기술자원은 사업초기부터 운영해 온 배합비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신규산업으로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

한 시너지를 형성하였다. 또한 기술자원의 내부거래를 통해 공급의 안정

성과 원가경쟁력을 형성하였으며, 사료첨가제의 기술요구에 따른 높은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사료업으로의 전환이 유용한 기술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고정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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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적자원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국내독점 공급계약으로

사료첨가제 제조 및 수입, 판매업을 하는 동시에 배합비·농업관련 컨설

팅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이력은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와 전

문성을 갖춘 인재의 확보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2003년 제조업 산업평

균급여는 1,564천 원인데 반해 사례기업의 평균급여는 2,900천 원으로

1.85배 높아 보유인력의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다.

나머지 자원에 대해서는 사료업 진입전략과 그 적합성이 다소 떨어지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형자원은 진입당시 사례그룹 내부에는 사료첨

가제 제조에 사용된 사료 제조공장 두 곳이 있었으나 규모가 작고, 공통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적어 적합성이 떨어졌다. 또한 조직자원은

2003년 인수한 도드람사료가 이지바이오의 조직규모보다 큰 조직으로 조

직을 통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지하였다. 원재료조달능력도 낮은 적

합성을 보였는데 사료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원료곡물과 첨가제 등이

포함되는데 총 생산비의 80-85%이상이 원료곡물 조달에 소요되며 내부

화가 가능한 사료 첨가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기 때문이다.

<그림5-3> 사료업진출 전략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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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료→양돈부문의 다각화 전략평가

양돈분야 진출에 대한 외부요인을 매출가능성, 성장가능성, 경쟁강도,

위험분산가능성, 제도적 특징 순으로 분석한다. 매출가능성은 시장규모와

영업이익률을 통해 평가하였는데 진입전략과 적합성이 높았다. 양돈업의

시장규모는 2011년 양돈업 생산액은 5조 3천억 원이고, 도축산업은 1조

2천억 원 규모로 큰 시장으로 볼 수 있다. 투자이익가능성은 최상위기업

인 ㈜선진의 2005-2007년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는데 7.4%로 제조업평

균(5.2%)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성장가능성은 산업성장률과 예상점유율을 고려하는데 전략과의 요인

적합성이 있다. 양돈분야의 2006-2011년 간 연평균 11.6%의 성장률을 보

이며, 농림업 생산액 중 돼지 생산액 비중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성장산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재 사례기업은 양돈업 진입 이후 전체

도축량의 7.2%(2010년)를 산출하고 있다.

양돈분야의 경쟁양상은 대규모 기업농가 간의 경쟁, 계열화된 농가간

의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소규모농가는 산업에서 철수하며 대형농가

를 중심으로 양돈업이 재편되고 있다. 계열화 정도는 돈육의 경우 육계

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나 경쟁강도가 높은 수준이다. 또한 다수의 중소

도축업체와 계열업체가 난립하여 경쟁자의 수가 많고 산업집중도 지표인

CR3가 10.7%로 낮아 과열된 경쟁양상으로 파악된다.

양돈산업 진출을 통한 위험분산 가능성은 사료업체가 가지는 양축업자

의 구매자교섭력, 진입 이후 돈육에 대한 대형할인매장의 교섭력, 높은

수준의 대체재 위협에서 결정된다. 양돈진출은 사료기업의 전방통합전략

으로 양축업체의 높은 교섭력을 상쇄하여 위험분산 가능성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반면, 양돈시장 진출은 돈육에 대한 대형할인매장의 구매자 교

섭력, 닭, 쇠고기 등의 대체재 위협이 동시에 발생하여 종합적으로 위험

분산 정도가 평이한 정도로 평가된다. 사례기업은 양돈업에서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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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업을 영위하면 양돈사육, 도축·가공, 유통 중심의 수직계열화를 이

루어 점유율을 높이고 기업은 규모를 키워 교섭력을 형성함과 동시에 양

계업에 진출함으로써 대형할인업체가 가지는 구매자교섭력과 계육의 대

체재 위협을 상쇄시키는 전략을 실행 중에 있다.

사회적 규제 및 산업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FTA협정, DDA 등과 같은

시장개방의 물결을 따라 양돈시장 역시 해외식육업체의 진입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국내 돈육 시장 진입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도축장구조조정법, 축산분뇨해양투기금지, 축산업 허가제에

서 등록제로의 변경 등 양돈업 관련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

한 법적 규제는 2010-2012년을 기점으로 발효되는 법률로 2006년 진입

시기에는 정부의 권고 양상으로 불리한 구조로는 작용하지 않았다고 판

단된다. 진입시기의 사회적 규제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축산업규제는

점차 가중되고 있고 소비자의 위생 및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 동물

복지 등의 법적, 사회적 요구는 사업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사례기업은 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사육을 위한

농업법인, 위생성과 첨단시설을 갖춘 최대 규모의 도축·가공업체를 소유

하여 위생과 질병관리에 있어 까다로운 법과 제도의 기준을 넘어서는 우

수한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대응하고 있다.

양돈부문에 투입된 자원을 금융자원과 기술자원, 인적자원, 원재료 조

달 능력, 조직자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금융자원, 기술자원, 인적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자원은 사료산업에서의 성장으로 확보한 높은 수준의 자금력을 기

반으로 양돈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뛰어난 수준의 시설투자가 가능케 하

였다. 양돈사육 직영농장의 인수 및 운영은 도드람비티31)에 의해 이루어

진다. 도드람비티는 2011년 자본금은 282억 6,000만 원이며 국내 13개 농

31) 현재 사료부문이 팜스토리에 편입되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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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인 직영농장, 필리핀 3개 직영농장을 최소 65% 이상의 지분율 획득

으로 인수·운영 중에 있다. 팜스토리는 M&A을 통한 중부LPC와 강원

LPC 편입에 411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자금력은 양돈

사업 진출 시 적합성이 높은 자원으로 평가되는데 2006년 매출액은

46,074백만 원, 자본금은 97,318백만 원이다. 부채비율은 65%, 영업이익

률은 8.2%로 기업규모를 비롯하여 경영이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술자원은 사료업에서 축적된 양돈에 대한 지식, 옵티팜솔루션 및 연

구조직의 적용 가능한 생명공학기술 보유로 대표되며 양돈업 진출에 적

합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2006년 보유 특허 수는 24개로 2003년 보다 9

개의 특허를 더 등록하였으며 양돈에 적용 가능한 특허의 수는 2개로 적

은 숫자인 반면 사료첨가제, 조류 관련한 다수의 연구를 하였다. 양돈진

출 이전인 2006년 농장경영, 사양관리의 최적화를 지향하는 컨설팅, 생명

공학부문의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 설립된 옵티팜솔루션은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선정한 가축병성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양돈산업으로의 지원

적 기능과 양돈분야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

로 평가되었다. 또한 양돈부문 진출 시의 연구인력의 수는 조직 내 인력

9명(10.3%)과 옵티팜솔루션의 설립으로 유입된 신규인력 10명을 포함하

여 약 20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셋째, 인적자원은 뛰어난 협상력과 축산부문의 전문성으로 무장한 인

력의 보유를 통해 다각화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다년간의 M&A 노하우와 자금력을 앞세운 협상력을 보유한 인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경영진, 양돈분야의 기술력을 가진 인력의 보

유 등은 인적자원은 이지바이오 그룹의 핵심역량으로 평가된다. 또한 당

시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07년 제조업 산업평균 1,869천 원인데 사례

기업의 임금평균은 이의 1.98배에 달하는 3,207천 원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넷째, 원재료 조달능력은 사료→양돈부문 다각화의 동기로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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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기업 내 유휴자원(사료)을 이용하기 위한 다각화 전략으로 파

악된다. 사례기업은 양돈가치사슬 상에서 투입물에서 56%의 비중을 차

지하는 사료부문을 운영 중에 있어 원재료 조달 측면에서 안정성과 효율

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성이 있다. 이러한 사료업체의 양돈

부문 후방통합을 통해 원재료의 원활한 조달을 이루어 수직계열화의 시

너지를 낸다고 평가된다. 양돈사업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종돈, 방역치료

등의 약품부문, 축분자원화에 이르기는 축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아끼

지 않아 현재에는 더 높은 수준의 원재료 조달이 그룹 내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기타자원에 대한 평가는 서울사료 획득 시 포함된 농업법인 안성농장

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통설비가 존재하지 않아 고정자원에 대한 용도

전환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유형자원의 적합도가 낮다. 조직자원은 양돈

장의 인수·운영은 도드람비티에서, 식육부문의 운영은 팜스토리가 주관

한다는 점에서 통합된 조직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운영사업체가 지

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5-4> 양돈업진출의 사업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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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돈→양계 부문의 다각화 전략평가

양돈계열화의 완성하고 경영안정성을 높이던 사례기업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성화식품과 마니커를 통해 육계계열화에 나섰다. 이러한 양

계업으로의 진출전략 평가를 위해 외부요인, 내부역량 적합성을 측정하

였다.

외부요인 적합성은 사회적 규제요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타당

성을 보였다. 매출이익가능성은 전략과의 적합성이 높다. 육계산업은 농

림업생산통계에서 2011년 2조 1,326억 원으로 총 생산액에 4.9%를 차지

하며 제조업통계에서 가금도계부문 매출액은 1조 9,543억 원의 시장규모

를 가지고, 업계 최상위기업 ㈜하림의 2008-2010년 영업이익률은 6.4%로

제조업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연평균 성장률 15.98%로 그 변동성은 크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매

력적이고, 2010년 진입이후 사례기업은 14.9%의 점유율을 얻어 선두기업

하림을 추격하고 있어 성장가능성요인은 적합성이 있다.

육계산업은 현재 계열화율이 90%에 달하고 도계 및 계열화업체의 수

는 40여 개에 달하여 계열업체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또한 하림을 선두

로 체리부로와 동우 등 업계의 오랜 경쟁자들이 경쟁 중에 있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방으로 해외 대규모 계육공급업체의 진입으로 그 양상이

치열해 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집중도 척도 CR3가 39%로 비교적 집중

도가 높아 완전 경쟁시장 구조이지만 경쟁이 완만하다고 평가된다.

양돈→양계부문 다각화전략의 위험분산가능성은 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대체재인 육계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다. 특히 계육은 돈육에 대한 가

장 높은 대체성을 가지는 육류인데 지난 구제역 발생으로 대체수요인 계

육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계육의 경우 낮은 가격의 고단백 공급원

으로 돈육시장에만 집중할 경우 나타나는 위험을 수평적 계열화를 통해

축종을 다각화하여 분산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와 동시에 양돈과 양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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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축산업이라는 같은 범주 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므로 그 흐름이 유사

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위험이 적다.

해당전략을 통해 양계사료부문에서 양계사육업체의 교섭력을 제거하

고, 계열화된 구조 안에서 생산비 비중이 큰 원재료인 사료를 투입함으

로써 경영의 안정과 비용의 감소로 수익증가를 가져온다. 반면 양돈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육은 대형유통점과 급식업체로 판매되는 양이 많아

구매자의 교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응하여 계열화를 통한 품질

경쟁력의 확보, 규모 확대를 통해 형성된 영업력으로 교섭력을 상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양계업도 양돈업과 마찬가지로 축산업 범주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HACCP기준의 준수,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 축산업허가제의 시행 등의

법적 규제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 동물복지 확보 등의

사회적 요구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축산업 규제가

2010년을 기점으로 강화되어 양계업 진입시기와 일치하여 법적·사회적

요인이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불리한 사회적 규제에 대해 시

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형성한 우수한 축산업 인프라, 위생과 품질에 대

해 까다로운 기준을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공정을 거친 경

쟁력 있는 계육을 생산하고 있다.

양계업 진출전략과 내부 경영자원인 금융자원, 기술자원, 인적자원, 유

형자원, 원재료조달능력, 조직자원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금융자원과

기술자원이 가장 높은 적합성을 나타냈고 원재료 조달능력이 뒤를 이었

다. 또한 인적자원과 유형자원도 적합성이 높게 나타난 역량인데 비해

조직자원의 적합성 수준은 낮았다.

첫째, 금융자원은 세 과정의 다각화 중 최고수준이라고 평가된다. 2010

년 육계분야에 진입하여 2012년 현재 업계 2위를 달성한 배경에는 높은

수준의 자금동원능력이 있다. 해당그룹은 성화식품을 224억에 인수하고



- 93 -

이듬해 마니커 지분 20.01%를 341억 원으로 인수하는 등 단기간에 총

561억 원이라는 인수금액을 사용했다. 이러한 자금동원능력은 다각화의

주요수단인 M&A를 통해 잠재된 사업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점하여

사례기업이 경쟁우위를 달성케 한 핵심역량이라 하겠다. 2010년 진입시

기의 사례기업 매출액은 74,329백만 원, 자본금은 123,088백만 원이고 부

채비율은 60%, 영업이익률은 12.6%로 양돈진입시기보다 안정적인 금융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기술자원은 옵티팜솔루션, 생물자원연구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축

산업 관련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육계부문에 상당부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가금형질전환에의 연구가 아비코아연구소에 이루어지고 있어 가금

류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와 추후 기술 활용가능성이 크게 평가된다.

2010년 등록된 특허의 누적합계는 38개이고 가금류에 대한 연구 약 16개

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기술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을

기준한 연구인력은 조직 내 연구인력 6명(4.8%)와 연구기업인 옵티팜솔

루션의 연구인력 30명을 포함하여 총 36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

허취득과 기술인력 보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현재 조직 내의 생물자

원연구소, 독자적 연구기업 옵티팜솔루션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축산관련 타 계열업체와는 차별화된 역량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

다.

셋째, 원재료조달능력은 양계사업의 생산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들을 조달, 내재화하여 원활히 사용이 가능한가의 능력이다. 사례기

업은 양계 생산비의 60%에 달하는 사료부문과 병역 및 약품부문이 내재

화되어 있어 그룹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재료 조달능력이

발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축산바이오 기업으로 축산업분야의 인프

라를 확고히 다져온 이력은 옵티팜솔루션의 사양관리프로그램이나 가축

병성진단, 동물의약품, 등과 같은 사업부문에서 공동사용이 가능하여 고

정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옵티팜솔루션의 사양관리프로그램이나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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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성진단, 동물의약품, 등 원재료 조달이 그룹 내에서 가능해 진다.

이외에 중간 수준의 활용도를 보인 인적자원과 유형자원이 있고, 조직

자원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인적자원의 경우 사료업과 양돈업 진

출 등 다각화 경험을 통한 M&A능력과 축산업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인재가 양계진입에 활용성이 높았다고 평가되며 2010년 산업평균

2,498천 원의 1.37배인 3,420천 원으로 나타나 높은 임금으로 종합적인

인적자원 활용도는 준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유형자원의 경우 타 과정

에 비해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데 축종의 이질성은 가지나 축산업이

라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다각화이므로 연구시설, 병성검정, 축분처리

등 공통설비가 활용되는 반면 생산, 도축·가공분야의 직접적인 생산활동

에서는 전환이 불가능하여 중간 정도의 활용도를 보였다. 낮은 적합성을

보인 조직자원의 경우 성화식품과 마니커의 상위지배기업이 이지바이오

와 서울사료로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통합도가 낮게 평가된다. 또한

성화식품과 마니커 간의 중복되는 생산부문의 존재는 조직통합에의 노력

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그림5-5> 양계업 진출의 사업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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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례기업의 다각화 각 과정을 5개의 외부요인, 6개의 내부요인

총 11개 지표로 분석한 결과를 통합하여 살펴보면 <표5-9>와 같이 성

공요인을 확인 할 수 있다.

<표5-9> 다각화 성공요인분석

외부요인 적합성의 평가는 매출가능성, 성장가능성, 경쟁양상, 위험분

산가능성, 법적 규제가 해당된다. 매출가능성은 시장규모 측면에서 사료

업 4조 5천억 원, 양돈업 5조 3천 억, 양계업 2조 1억 원으로 모두 1조

원이 넘는 산업으로 나타났고, 산업 최상위기업 각각의 영업이익률은 사

료(㈜카길퓨리나) 5.2%, 양돈(㈜선진) 7.2%, 양계(㈜하림) 12.8%로 제조

업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두 지표를 고려하여 매출가능성은

각각 4점을 배점하였다.

성장가능성은 산업성장률과 진입 후 시장점유율로 평가하였다. 산업성

장률은 사료 1.7%, 양돈 11.6%, 양계 15.9%이며, 다각화 진입이후 본격

적 확장전략을 통해 시장점유율은 각각 사료 9.3%, 양돈 7.2%, 양계

14.9%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성장가능성은 사료 2점, 양돈 3점, 양계 4점

으로 배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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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강도는 세 산업 모두에서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구조를 보였으나

산업집중도를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산업집중도 지표인 CR332)를 살펴보

면 사료산업은 진출시점인 2003년을 기준하여 25.4%, 양돈업은 진입시기

인 2006년을 기준하여 10.68%, 양계업은 2010년을 기준하여 39%로 나타

났으며, 집중도가 낮을수록 경쟁업체의 수가 많고 시장점유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양돈업의 경우 산업집중도와 영세도

축업체가 난립한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경쟁양상을 분석하였다. 종합적

으로 사료업과 양돈업은 2점, 양계업은 3점을 배점하였다.

위험분산가능성 요인은 <표5-9>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료업과 양돈진

출은 3점, 양계진출은 4점으로 배점하였다. 사료업 진출은 사료첨가제 업

체의 전방통합을 통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한편 사료의 원재료

곡물에 대한 조달 위험, 양돈업이 가지는 구매자교섭력을 평가하였다. 양

돈업으로의 다각화는 양돈 가치사슬에서의 전방통합으로 구매자교섭력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내지만 동시에 대형할인업체가 가지는 높은 교섭력과

닭과 쇠고기와 같은 대체재의 위협으로 위험분산 가능성이 크지 않아 3

점을 배점하였다. 양계업 진출은 대체관계의 계육을 생산함으로써 한 축

종에 집중 시에 오는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평가되

는 동시에 사료를 그룹 내에서 조달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위험분산효

과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제도의 특성 및 사회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사료업 진출 시기에는 중소

기업 고육업종에서 해제되었으며, 사료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법적 규제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동시에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금지법은 이미 천연제재의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던 사례기업에게는

유리한 규제이므로 4점을 배점하였다. 축산업의 경우, FTA협정 등 시장

개방으로 해외식육업체의 진입위협이 커졌고, 축산분뇨해양투기금지와

32) 시장집중도비율, 특정 산업 또는 시장구조가 경쟁적인지 독점적인지를 알아볼 수 있

는 대표적 지표이다. 산업 상위 3개 회사의 점유율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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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 축산사육지역제한과 같은 제도의 영향으로 유리하지 않

은 요인을 정책발효 시기를 고려하여 양돈업은 3점, 양계업은 2점을 배

점하였다.

금융자원은 다각화 전략에 투입된 M&A자금과 진입시기의 자본금으로

평가하였다. 사료업 진출·확대를 위해 10년 간 소요된 인수금액 648억

원을, 양돈업에 해당되는 다수의 직영농장, 강원LPC(40억 원), 한국냉장

(371억 원)을 인수하였다. 또한 식육부문에만 411억 원을 소요하였으며

다수의 국내외 양돈농장에의 투자로 높은 수준의 금융자원이 활용된 것

을 알 수 있다. 양계진출은 최단기간인 2년간 561억 원이 소요되었다. 이

와 더불어 2002년 자본금은 28,154백만 원, 2006년 97,318백만 원, 2009년

은 123,088백만 원으로 기업성장을 통해 자금력이 향상하는 양상을 보였

다. 또한 부채비율은 2002년 75%, 2006년 65%, 2009년 60%로 점차 감소

하여 경영안정성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업이익률은 2002년

5.6%, 2006년 8.2%, 2009년 12.6%로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재무

적 요인을 고려하여 각 전략과정에 대한 금융자원 적합도는 사료 3점,

양돈 4점, 양계 5점을 배점하였다.

기술자원의 경우 관련특허의 수와 연구인력의 추이로 평가하였다.

2003년을 기준으로 누적특허 수는 15개이고, 사료관련 특허는 9개로

60%가 관련특허로 평가되며, 2006년은 누적특허 수 26개, 양돈관련 특허

2개로 7%에 불과한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0년 누적특허 수는 38개, 양

계관련 특허 16개로 44.4%의 관련기술을 보유했다고 평가된다. 한편 옵

티팜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수의/병성검정 등의 기술이 양돈업에 투입 가

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고려하여 기술자원을 평가하였다.

연구인력의 수는 사료업 진입시기인 2003년 14명, 양돈업 진출시기인

2007년에는 옵티팜솔루션의 설립으로 추가된 연구인력을 합하여 약 20명

수준이며, 연구인력의 안정화된 시기인 2010년의 인력은 36명으로 다각

화전략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함께 연구 인력의 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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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처럼 관련특허수를 통한 적용가능 기술의 평가와 연구인력 보

유개황을 분석하여 기술자원은 사료와 양돈은 4점, 양계는 5점을 배점하

였다.

인적자원은 진출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직무연관성, 업계 임금수준과

의 임금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다. 인적자원은 사례기업이 다각화의 핵심

역량으로 꼽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자원으로 사료첨가제→사료, 사료

→양돈, 양돈→양계 등 모든 다각화 전략에서 높은 적합성을 보였다. 사

료업 진입시기인 2003년 제조업 평균급여 1,564천 원의 1.85배 높은

2,900천 원이였으며, 양돈, 식육의 경우 2007년 산업평균33)인 1.869천 원

의 1.98배인 3,207천 원, 양계의 경우 2010년 산업평균 2,498천 원의 1.37

배인 3,420천 원으로 나타나 높은 임금은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의 보유

로 평가되어 각각 4점, 5점, 3점으로 배점하였다.

유형자원은 기존 보유설비의 생산시설 활용여부를 평가하였다. 사료업

진출 시기의 보유 생산시설은 천안의 공장 2곳이 있어 사료생산에 이용

은 가능하나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사료업에서 양돈업으로 진출 당시에

는 유형자원의 공통분모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양돈업과 양계업의 관

계 역시 축종의 이질성으로 생산과 도축·가공 등 직접적인 생산시설에서

의 활용가능성은 낮으나 연구시설, 축분처리 시설 등 기존 양돈업에서

갖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전략과 유형자원 적합성이 있다고 평가되

었다. 따라서 배점은 사료 2점, 양돈 1점, 양계 3점을 배점하였다.

원재료조달능력은 각각의 최종재인 사료, 돈육, 계육을 생산하는데 소

요되는 생산비의 비중을 살펴 원재료의 내부조달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사료 생산비의 80-85%는 원료곡이며, 사료첨가제는 10% 미만으로 낮아

사료첨가제 사업만이 내부조달이 가능하여 원재료조달능력은 낮게 평가

되었다. 반면 양돈업의 경우 사료가 생산비의 56%를 차지하기 때문에

33) 양돈 및 양계 계열업체의 평균급여자료가 부재하여 제조업 평균임금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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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업의 내재화는 높은 조달능력으로 귀결된다. 양계의 경우 사료가 차

지하는 생산 60%와 약품 등 방역치료비를 합산하여 원재료조달능력을

평가하여 각각 1점, 3점, 4점을 배점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자원은 연결회사 간의 관련성(구조적 특성), 통합정도

를 평가하였다. 사료업은 축종에 따라 팜스토리(양돈), 서울사료(양계),

이지삼양팜스(비육우)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독립된 구조로 그룹차원의

통합노력이 필요하다. 양돈업의 경우 식육부문은 팜스토리(중부LPC, 강

원LPC)가, 양돈부문은 도드람비티가 운영하여 조직구조 상 통합가능성

은 높으나 지역적인 분절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양계분야의 조직구조

는 성화식품과 마니커로 분리된 구조인데다 사육농가의 지역적인 분절성

으로 조직구조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각 2점, 3점,

1점을 배점하였다.

BMO 테스트에서는 12개의 지표를 각 10점으로 배점하여 총점 120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에서 전략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총점 55점으로 수정하고, 합계 35점 이상의 전략이 타당하다고 평

가하였고, 사료 31점, 양돈 35점, 양계 38점을 기록하여 사업다각화 전략

타당성은 양계, 양돈, 사료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첨가제→사료부문의 전략타당성은 31점으로 세 부문 중 가장 낮았

다. 이는 외부환경요인인 시장규모가 크고 예상 영업이익률이 제조업평

균 수준으로 매출가능성 이 높으며 사료업체가 가지는 교섭력을 사료업

진출을 통해 상쇄하는 등 종합적인 위험분산 가능성이 있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해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 등과 같은 법적 규제는

전략과 적합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반면 1.7%의 낮은 산업성장률 등 성

장가능성이 낮고, 경쟁자의 수가 많고 집중도가 낮아 치열한 경쟁양상은

전략에 대한 타당성이 낮았다.

경영자원 적합도는 사료첨가제 사업에서 축적한 자금력으로 대표되는



- 100 -

금융자원, 진입시 활용도가 높은 특허의 수가 많고 다수의 전문 연구인

력을 보유한 기술자원, 사업초기부터 쌓은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수준

높은 인적자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형자원, 원재료조달력, 조직

구조 면에서 활용도가 낮아 전체적인 타당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사료→양돈부문은 35점으로 전략과 요인적합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외부환경요인은 시장규모가 크고, 업계 투자이익가능성이 7.4%

로 준수하여 매출가능성이 높고, 연평균 11.6%로 성장성이 있으며 현재

도축량 기준 점유율이 7.2%로 성장가능성이 있다. 산업 내 경쟁업체의

수가 많고 CR3가 10.7%로 산업 집중도가 낮은 경쟁이 치열한 산업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사례기업은 양돈산업에의 지속

적인 투자를 통해 종돈과 사육, 도축 및 가공, 판매에 이르는 양돈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고 그 규모를 키워 시장점유율 확대와 수익성을 개선하

는 전략을 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직계열화를 통해 위생상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하여 높은 수준의 위생, 품질 기준을 가진 소비자

의 니즈에 부흥하고 있다.

경영자원의 경우, 막대한 자금력, 사료업에서 축적한 양돈관련 지식과

M&A노하우를 통한 인적자원이 활용성이 높은 경영자원으로 평가되었

다. 또한 양돈업진출은 내재화된 사료부문을 통해 원재료 조달능력을 보

유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공동분모의 설비가 존재하지 않으며, 조직

융화에의 어려움으로 유형자원과 조직자원은 낮게 평가되었다.

양돈→육계부문은 38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타당성을 보여 가장 우

수한 다각화 전략으로 평가된다. 양계업은 제도적 특성을 제외하고 전반

적인 외부환경요인 적합성이 높았는데 2조 1천억 원 규모의 시장과 투자

시 영업이익률 6.4%로 매출이익가능성이 높고, 약 16%의 산업성장률과

진입 후 14.9%의 점유율 획득으로 높은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완전경쟁시장이기는 하나 CR3 39%로 비교적 높은 집중도로 완만

한 수준의 경쟁양상을 보인다. 양돈에 집중된 이지바이오는 위험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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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대체관계의 계육시장에 진입했다고 분석된다. FTA와 관련법규들

은 육계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입된 경영자원을 평가하면 지속적인 M&A로 확보한 높은 수준의 자

금동원능력, 생물자원연구소, 옵티팜솔루션에서 개발되어 적용 가능한 생

명공학기술이 기술자원로 활용되었다. 또한 사료업체를 보유한 상태에서

양계업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원료조달력 역시 보유·활용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양계업 진출과 내적 경영자원의 적합도가 높았던 원인은 양계업

이 시기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다각화 전략으로 다년간의 M&A

경험과 축산업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축산

업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양계업 진출을 용이하게 만든 요인으로

평가된다. 한편, 양계 계열업체 2곳을 단시간에 인수하였기 때문에, 보다

통합된 조직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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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다각화 전략분석의 시사점

사례기업의 다각화 전략을 내·외부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적

합성을 띈 전략은 양돈→양계부문이고, 사료→양돈, 사료첨가제→사료부

문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6>의 결과에 따르면 외부환경요인 중 적

합성이 높은 요인은 산업규모, 투자 영업이익률로 대표되는 매출이익가

능성 요인이고, 가장 낮은 적합성을 보인 요인은 경쟁강도로 파악되었다.

매출이익가능성에 이어 위험분산가능성, 성장가능성과 사회적 규제 요인

순으로 전략적합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역량의 경우 금

융자원, 기술자원, 인적자원의 활용도가 뛰어나며 원재료 조달능력, 조직

자원, 유형자원 순으로 비교적 낮은 활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5-6> 다각화전략 타당성 통합평가

다각화 전략 수행 시 외부요인 지표인 매출이익 가능성, 성장가능성,

경쟁양상, 위험분산가능성, 사회적 규제가 가진 적합성이 가지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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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사례기업은 모든 다각화 과정에서 시장규모가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이고 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가진, 매출이익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진출하였다. 이는 사례기업의 전략이 산업규모가 충분히 커 해당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매출가능성에 이어서 높은 적합성을 보인 요인은 위험분산 가능성으로

사료업과 양돈업은 준수한 수준이며, 양계업 진출전략의 위험분산가능성

은 높다. 이는 공급자의 위협, 구매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에 대해 신

사업 진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거되는 위험과 산업 진입과 동시에 내재

된 위험에 대해 평가하여 그 영향력이 상쇄되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산업 진입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사례기업은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데, 사료업 진입으로 발생하는 원료곡 조달 위험을 해외농업개

발로 제거하며, 양돈업 진입 시 할인마트가 가지는 교섭력을 계열화를

통한 영업력 확보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돈육에 대한 대체재 위협을 계

육시장 진출전략을 실행하는 등의 후속전략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

다.

성장가능성은 평이한 수준인데 사료업 진출 시에는 사료업의 성장률은

1.7%로 매우 낮고 예상 시장점유율이 9.2%로 낮은 성장가능성으로 평가

되었으며 양돈업, 양계업의 진출전략 순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게 평가되

었다.

사회적 규제 요인을 살펴보면 사료부문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우호적

인 반면 축산업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양돈업은 중간 수준의 규제

가, 양계업은 보다 강력한 규제가 불리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 및 법적 요인에 대해 사례기업은 친환경적이고 안

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통해 축산관련법규를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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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외부요인 중 가장 낮은 적합성을 보인 것은 경쟁양상이다. 세 산업 모

두 전반적으로 완전경쟁시장구조를 가지며 경쟁업체의 수가 많고, 산업

집중도가 낮아 치열한 경쟁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쟁시장에 진입하

게 됨으로써 사례기업은 지속적인 사업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의 실현

하고, 점유율 확보, 수익성 향상하는 후속적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내부 경영자원들 중 다각화전략에 대한 적합도와 활용도가 높은 경영

자원은 <그림5-6>의 결과와 같이 금융자원, 기술자원, 인적자원으로 나

타났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경쟁우위를 창출해 내는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다.

기술자원은 세 전략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적합성과 활용가능성을 보

여 중요한 전략자원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술자원의 높은 적합성은

사례기업이 생명공학에 기반하여 농축산업 관련연구를 지속하고, 생명공

학 벤처에 참여하는 등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를 통해 얻어진 것이다.

이러한 축산관련 생명공학에의 연구를 통해 사료첨가제, 사료, 병성진단,

사육, 도축, 가공의 전 과정을 진보된 형태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의

제품개발, 미래지향적 가치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금융자원은 지속적인 M&A를 통한 성장전략으로 막강한 자금동원능력

을 형성하여 경쟁기업의 모방이 어려운 핵심역량이다. 사료업체 4곳(648

억 원), 13개의 직영양돈장, 최대규모 LPC 2곳(411억 원), 양계 계열업체

2곳(561억 원)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인수금액은 업계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이는 인수합병을 통한 다각화로 기업의 외형을 키우며 획득한

자본금을 체계적인 재무관리로 운영한 결과이고 사례기업이 가진 경쟁우

위를 창출하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파악된 경영자원 중 사례기업 스스로가 핵심역량으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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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원은 인적자원이다. 관련경력을 가진 경영진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직분위기에서 조직구성원 모두가 농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

유된 조직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석·박사 연구원은 다각화 전략에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인재를 중요 시 이지바이오의 평균급여 수준은 산업대비 임금수준

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자원, 금융자원, 인적자원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인 자원은 원재료

조달능력이다. 해당자원은 생산에 기본이 되는 활동으로 각 산업 생산비

의 비중과 내부조달가능성을 통해 평가되었다. 사료업의 경우는 사료첨

가제가 차지비중이 아주 적은 반면 양돈업은 56%의 사료부문을, 양계는

사료와 병성관리 등 60% 초과하는 내부조달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다각화 전략과 낮은 적합도를 보이는 자원은 유형자원, 조직자원이다.

유형자원은 사료첨가제에서 사료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공장

만이 전환가능성이 있고, 사료→양돈의 경우 산업이질성에서 기인하여

활용가능한 유형자원이 전무하다. 반면 양돈→양계부문은 축산업 내에서

형성한 인프라를 공유하여 직접적인 생산시설의 활용도는 낮으나, 연구

시설, 축분처리 시설 등 부대적인 시설의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

다.

조직자원도 유형자원과 마찬가지로 낮은 전략 적합성을 보였다. 이는

조직구조 자체가 개별적으로 나뉘어져 운영되는 특성이 있으며, 사료분

야의 업체들은 축종별로 분산되었고, 양돈과 양계는 조직구조는 계열화

된 업체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역적인 분절성으로 통합의 어려움이 있

다고 평가된다. 한편 그룹차원의 조직통합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복

된 조직구조가 존재하고, 새로 유입된 구성원의 가치통합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그룹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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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유형자원과 조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발견하고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성공적인 전략수립 및 실행

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경영자원을 살펴보면 기술자원에 있어 매출액

대비 R&D비중은 1% 미만으로 낮은 수준인데 이에 대한 투자를 높여

미래 생명공학기술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자원측면에서 보

완되어야 하는 부분은 연구직은 근속연수 평균 1년 미만이라는 점으로

핵심역량인 연구인력 유출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조직자원 측면에

서 편입된 기업들이 독립된 경영체계를 가지며, 양계의 경우 복수로 중

복된 생산시설 및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조

직차원의 통합노력이 필요하다.

그 규모와 형태의 차이는 존재하나 농업에 기반으로 한 기업이 다각화

전략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산업 진출 시 외부환경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외부요인과

전략의 적합성을 가져야 하며, 부족한 요인은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사례기업의 사료업 진출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시장의 규모 등 매출

가능성은 적합하였으나, 성장률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우

위를 차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점유율을 늘려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둘째, 다각화는 현재 직면한 구매자, 공급자, 대체재의 위협을 내재화

를 통해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법규 상 유리한 구조가 아니더라도

자사 경쟁력확보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당면한 위험

에 대한 파악하여 다각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이다.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보아야 한

다는 주장처럼 농업은 생명공학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생명공학기술의 적

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동시에 부가가치를 창출의 기회가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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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관련분야의 지식을 가진 인력보유, 진입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의 확보를 통해 경쟁우위의 달성이 가능하다.

넷째, 다각화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 시에 중요한 것은 조직통합에의

노력이다.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에 진출하여 새로이 편입된 기업과의 시

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인수 후 통합(Post Merge Integration)에 대한 노

력이 필요하다. 다각화를 통해 획득된 기업들의 구조적 정비와 통합에

대한 노력을 통해 조직자원을 확보하여 추후 성장에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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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공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사례를 통해 농업에 기반을 둔 기

업이 경쟁상황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하는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내

고, 다각화 및 수직계열화 전략과 내·외부적 요인의 적합성을 분석하여

성공요인을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기술 발전이 농

기업 성장과 전략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한다. 이

러한 연구를 위해 축산계열화를 통해 축산업을 선도하고, 생명공학 연구

개발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대표적인 농기업인 이지

바이오를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외부환경분석은 Poter.M(1985)의 5Forces모형을 통해 경쟁양상, 진입

장벽, 공급자·구매자의 교섭력, 대체재의 위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

며, 사례기업의 진출산업인 사료업, 양돈업, 양계업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환경분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료산업은 경쟁이 치열하며 높은 신

규투자비용과 낮은 이익률로 비교적 높은 진입장벽을 갖춘 산업이다. 또

한 원재료인 사료첨가제와 원료곡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은 수익성에

직결되므로 공급자 교섭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축농가는 유

사한 사양의 제품이라면 원가경쟁력을 가진 공급자로 전환비용 없이 제

품을 변경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축우를 제외한 축종의 경우에는 배

합사료 이외의 대체재가 없다는 이점이 있는 산업이다.

양돈산업의 경쟁은 완전경쟁에 가까운 포화상태에 직면하였으며 개방

화에 따라 높은 수준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해외 식육업체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 등과 같은

축산업 규제는 양돈산업을 진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수한

종돈을 공급하는 종돈장은 높은 공급자 교섭력을 가지는 반면, 사료업체

가 가지는 교섭력은 제한적이고, 구매자의 교섭력은 구매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유통업체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대체재의 위협은 구제역과

같은 질병발생 시 계육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육계산업의 외부 환경분석을 요약하면 40여 계열업체들이 과열된 경쟁

상황 속에 놓여있으며, FTA와 같은 시장개방 정책이 해외 식육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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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수입계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자

교섭력은 원종계를 직접 수입하는 업체들이 늘어감에 따라 종계에 대한

교섭력이 낮아졌으며, 사료부문 역시 제한적인 교섭력을 보인다. 반면 육

계산업은 다양한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으나 대형유통업체로의 판매비중

이 높아 구매자의 교섭력이 크고, 대체재의 위협은 비슷한 가격대를 형

성하는 돈육의 대한 대체성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자원의 분석은 이지바이오가 속한 축산업 가치사슬 상에서 이익창

출에 공헌하는 본원적 활동과 이러한 본원적 활동을 보조하는 지원적 활

동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해당그룹이 보유한 경영자

원을 찾아냈다.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이지바이오 그룹이 속한 축산업

가치시스템 내에서 운영되는 이익창출활동인 본원적 기능과 이를 보조하

는 지원적 기능을 요소별로 파악하여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보유

자원을 도출하였다.

지원적 기능으로는 생산시설, 연구시설의 보유, 높은 자금동원력을 가

진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적자원관리기능은 관련분야이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보유·운용하는 한편, 양축농가에게 제공되는 병성

검사, 사료 및 식육부문에 대한 그룹차원의 생산관리활동을 영위하고 있

다. 또한 옵티팜솔루션과 생명자원연구소에서는 생명공학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사료업과 양돈, 양계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하

고 있다. 본원적 활동의 모든 요소는 이지바이오 그룹 내에 내재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활동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통해 원가절감과 품질

제고를 달성이 가능한 수직계열화 형태를 띠고 있다. 일원화된 사료, 종

돈(계), 사양관리를 투입하며, 규모화와 현대화된 시설을 보유한 직영양

돈농가와 계약농가를 통해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생산된 가축은 최

대, 최고 시설을 보유한 LPC로 출하되어, 고품질의 최종제로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이러한 가치사슬 상에 드러난 경영자원은 높은 수준의 자금동원력, 첨

단시설과 장비를 갖춘 유형자원, 관련이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적자원,

연구조직 및 연구기업을 통해 확보된 생명공학에 대한 기술자원, 공급사

슬을 내재화함으로써 구축한 수직계열화를 통해 확보된 원재료 조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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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43개에 달하는 조직을 공유된 가치로 통합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조

직자원 등이 있다.

이지바이오 그룹의 다각화 전략을 사료첨가제→사료부문, 사료→양돈

부문, 양돈→양계부문, 관련다각화 네 갈래로 구분하였으며, 관련다각화

를 제외한 세 전략의 타당성을 제 5장에서 분석하였다. 앞서 파악된 외

부환경요인, 내부 경영자원과 각 전략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각 과정에서

해당요인들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통해 성공요인을 파악하였다. 사례기

업의 다각화 전략과 내·외부 요인 적합성은 양계, 양돈, 사료 과정 순으

로 평가되었다.

사료첨가제→사료 부문 타당성은 세 다각화 과정 중 그 적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부환경요인을 살펴보면 매출가능성이 높았으나, 1.7%

의 낮은 성장률과 집중도가 낮아 치열한 경쟁 상황 하에 놓여있다. 그러

나 사료업체가 가지는 교섭력을 사료업 진출을 통해 상쇄할 수 있어 위

험분산 가능성이 있고, 우호적인 법적 규제로 산업진입에 유리하게 작용

하였다. 경영자원 적합도는 높은 수준의 금융자원, 다수의 관련특허 보유

로 파악되는 기술자원, 인적자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형자원, 원재

료조달력, 조직구조 면에서 활용도가 낮아 전체적인 타당성은 비교적 낮

게 평가되었다.

사료→양돈 전략 타당성은 전략과 요인적합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

었다. 외부 환경요인은 매출가능성이 높고, 성장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으

로 적합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산업 내 업체의 수가 많고 산업

집중도가 낮은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다. 위험분산가능성은 여러 교섭력

의 상충으로 인해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사회적 규제 요인은 현재 축산

업 등록제 등의 법규, 까다로운 위생기준이 존재하기는 하나 양돈업 진

입시기는 발효 이전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평가되었다. 내부

자원의 경우 금융자원, 기술자원, 인적자원이 양돈업 진출 전략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였으며, 50%이상의 원재료조달능력과 조직자원도 비교적 우

수한 적합도를 보였다. 반면 공통설비가 존재하지 않아 유형자원의 적합

도는 낮게 나타났다. 양돈업 진출은 양돈사료 제조를 시작으로 양돈사육,

도축가공장의 취득에 이르기까지의 계열화 전략을 충분한 시간과 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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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여 축산인프라를 갖추며 내실을 기했다고 평가된다.

양돈→양계 부문 다각화는 가장 높은 수준의 타당성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우수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양계업은 제도적 특성을 제외하고 전반

적인 외부환경요인 적합성이 높았다. 매출가능성이 높고, 성장가능 역시

높은 수준이다. 경쟁강도 면에서는 경쟁시장이기는 하나 CR3 39%로 비

교적 높은 집중도로 완만한 수준의 경쟁양상을 보인다. 한편 진입시기인

2009년부터는 축산관련 법률이 강력한 규제로 돌아선 시기인 만큼 그 적

합성은 떨어졌다. 양계업 진출 전략과 내적 경영자원의 적합성은 양돈과

마찬가지로 유형자원와 조직자원의 적합도가 낮게 평가된 반면 금융, 기

술자원, 원재료 조달능력에서 비교적 높은 경영자원 적합성을 보였다. 이

러한 높은 타당성은 양계업 진출이 시기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전

략으로서 다년간의 M&A경험과 축산업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

되었고, 양돈산업 진출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축산업 인프라를 갖추기 위

한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양계업 진출이 용이하였다고 평가된다.

사례기업의 다각화전략은 전반적으로 높은 타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화 전략과 내외부요인의 적합성을 통해 성공요인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외부시장규모가 크고, 투자이익률이 높아 매출이익가능성이 높은 방

향으로 다각화전략을 실행하며, 성장률과 점유율 획득가능성이 있는 성

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해당 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끌

어내는데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장률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

으로 진입 시에는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한 확장전략을 통해 내재된 위험

을 분산하며, 법제도측면이 비호의적인 경우에는 자사 내의 기술력과 자

금동원력으로 환경적 위협을 기회로 삼아 경쟁력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

고 있다. 다각화 과정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경영자원은 금융자원, 기

술자원, 인적자원이며, 원재료조달능력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자원들이

야말로 이지바이오 그룹의 핵심역량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하며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

적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유형자원, 조직자원의 활용가능성을 발견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향후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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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물 http://www.aflnews.co.kr/aflnews/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대한양돈협회 http://www.koreapork.or.kr

옵티팜솔루션센터 http://www.optifarm.co.kr

옵티팜솔루션메디피그 http://www.medipig.com

이지바이오 http://www.easybio.co.kr

축산물등급판정소 http://www.apgs.co.kr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http://www.lpsms.go.kr

축산신문 http://www.chuksannews.c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팜스토리 http://www.dodrambnf.co.kr/

한국냉장 http://www.hannaeng.com

한국단미사료협회 http://www.kfe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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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료협회 http://www.kofeed.org

한국신용평가 www.kisrating.com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www.kinds.or.kr/

한국육류수출입협회 http://www.kmta.or.kr/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http://www.seoulfeed.com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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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기업명 내용

1988-03-14 이지시스템 설립 의약품, 동물약품, 기능성 식품의 원료개발 및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

1999-08-11 Esys bioferm inc 캐나다에 합작투자 회사 Esys Bioferm Inc. 설립 Galactocidase생산

1999-11-01 이지바이오 코스닥 상장

2000-07-27
아비코아 생명공학연
구소 조류의 줄기세표 연구 목적으로 설립

2000-10-17 옵티팜솔루션
농장경영, 사양관리의 최적화를 지향, 사양관리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을 목적으

로 설립

2001-02-22 도드람비티 사료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 2011년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부문만 존속

2002-07-06 Easybio Phillippines.inc 사료첨가제 도소매, 사료회사 및 양돈장 운영(2개소 20000두 규모)

2003-08-01 도드람B&F 서일산업이 도드람 합병으로 후 도드람B&F를 거쳐 팜스토리 한냉이 됨

2004-04-22 서울사료 도드람B&F가 서울사료 인수

2005-03-17 도드람B&F 도담테크(희망사료) 인수

2005-05-01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진출

2006-06-07 부국사료 이지바이오가 46.39%지분 취득

2006-08-14 현대서산영농법인 이지바이오가 70.79%지분 취득

2006-09-01 강원 LPC 도드람B&F가 인수

2006-11-09 농부네 도드람비티(75%)지분취득,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2007-01-01 진안/지지피/지리산 도드람비티가 양돈장 취득

2007-01-05 팜스월드지지피 도드람비티(45%),우리손영농(24.9%)의 지분소유로 취득

2007-02-07 우포월드 도드람비티(74.4%),우리손영농(24.5%)의 지분소유로 취득

부록

부록1. 이지바이오 그룹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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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기업명 내용

2007-05-01 창녕 바이오가스 플
랜트 창녕 바이오가스 플랜트 준공

2007-06-22 의성바이오파크 도드람비티(75%)지분취득, 유기농축산물 생산 및 가공판매업

2007-11-29
이앤네트웍스벤처투
자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2008-01-04 옵티팜 솔루션 옵티팜 솔루션센터 및 메디피그코리아 흡수합병 후 옵티팜솔루션으로 상호변경

2010-09-09 다그로 종계업 및 도계 프랜차이즈(에그파파), 도드람비티(90%)

2010-10-18 성화식품 양계부문 진입을 위해 지분율 취득으로 인수. 동현식품, 농업법인성화을 포함

2010-10-26 자연일가 오리사육 도축사업, 서울사료(87.8%)지분소유

2011-01-01 팜스토리 한냉 도드람B&F가한국냉장을흡수합병후 사명변경,도드람비티의사료사업부를인적분할후흡수

2011-04-22 돝누리 축산,양돈업 팜스토리한냉이 50%지분소유로 취득

2011-05-19 ㈜패스웨이 사료첨가제 제조 및 판매업, 이지바이오가 70%지분소유로 취득

2011-06-16 마니커 인수
양계 가공 처리업체 마니커를 인수, 건형축산(45%),마니커F&G(87.5%),마니커농산(90%),마니

커Y&H(70%),마니커박물관(100%), 티에이피(100%)

2011-06-16 디엠푸드 목우촌앤마니커 지분39.9% 취득 중인 디엠푸드를 서울사료가 100%지분취득

2012-03-30 상호 변경 이지바이오시스템→이지바이오, 팜스토리한냉→팜스토리

2012-03-24 삼양사 사료부문 영업양수 후 이지삼양팜스로 사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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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지분율(%)
설립 및

취득일
특징

1 이지바이오
지원철
김지범 기능성 사료첨가제 　· 1988.03 팜스토리한냉,옵티팜솔루션,도드람비티,서울사료,이앤네트웍스

2 Esysbioferm,inc · enzym 효소개발 이지 50 1999.08 캐나다GNCBioferm의합작사인Esysbioferm.

3 옵티팜솔루션 김현일 제조, 서비스 이지 55.1
팜스 20.49

2000.1 2008년 메디피그 흡수, 아피코아 연구소와 합병

4 Easybio
Phillippines,inc.

주광석　 도소매 이지 19.03
비티 80.95

2002.07 사료첨가제 도소매, 사료회사를 비롯한 양돈장을 경영

5 팜스토리
편명식
유태호

사료제조및판매
종합축산물처리업 이지 51.7 2003.07

도드람B&F가 한국냉장과 합병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강원LPC,한국냉장

6 도드람비티 유민수 농업법인 투자 이지 100 2005.06
서울사료, 우리리손영농,안성,진안,팜스월드지지피등(직영농장)
도드람필리핀 등(해외농장)

7 한국축산의희망
서울사료

홍기호 각종배합사료제조
판매업

팜스 91.73 2004.04 2003년 획득된 도드람사료가 서울사료와 희망사료(2007)를 M&A

8 에코호츠(러) · 농축산물의 재배 서울 99.9 2008.12 해외 농업개발

9 Dodram Farms
Phillippines

· 양돈업외 비티80.95 2006.08 해외 양돈장운영

10 iFeed Philippines · 양돈업외 비티 99.96 2006.08 해외 양돈장운영

11 Isabella
Philippines

· 곡물재배 등 서울 51.0 2011.01 해외 농업개발

12 농) 안성농장 이병건 양돈업 비티 75 2002.11 서울사료가 인수하여 도드람비티가 운영

13 농)진안 조창현 비육돈의 사육 및 판매 비티 75
우리 24.9

2005.11 직영양돈농장

14 강원LPC 유태호 축산물종합처리 팜스 100 2008.09 도축·가공장 직영매장운영

15 농)우포월드 유민수 농축산물의
재배,가공판매

비티 75
우리 24.9

2007.01 2010년 14000두 규모, 이지바이오 바이오가스와 연계

16 농)팜스월드지지
피

이지훈 기업적농업경영과
종축의생산판매

비티 74.67 2003.05 직영양돈농장, 종돈의 판매

17 농법)농부네 ·　 축산분뇨의 자원화 비티 75 2006.11 직영양돈농장이며 축분자원화 사업에 참여

18 농법)지리산하이포 조창현 비육돈 사육및 판매 비티 80 2006.05 직영양돈농장

부록2. 이지바이오 연결회사 지분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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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지분율(%)
설립 및

취득일
특징

19
농법)의성
바이오파크 박광순

유기농축산물생산 및
가공판매 비티 75 2007.06 친환경 축산시범단지

20 이앤인베스트 유선석
국내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투자 이지 94.29 2007.11 벤처기업 투자 및 창업컨설팅

21 농법)팜스월드 김영만 농축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비티 74.4
우리 24.6

2007.02 기업적농업경영,양돈사업및부대사업,
영농관련종묘생산및종규배양

22 농법)자연일가 김충석 오리사육 및 도축 서울 84.8 2007.1 화천에서 사명변경

23 성화식품 이창렬 축산물판매 및
유통체인사업

서울 100 2010.1 농업법인 성화를 자회사로 둠

24 농법)톹누리 　 축산, 양돈 팜스 50 2011.04 도뜰을 흡수합병

25 패스웨이 조창현 사료첨가제 제조 및
판매

이지 70 2011.05 사료첨가제 제조업

26 마니커 김선철
박준종

도계 및 계육제품생산
및 판매

이지 23.8
팜스 12.2

2011.06

마니커원종,건형축산,마니커F&G,마니커농산,
마니커Y&H,마니커닭박물관

27 디엠푸드 박준종 도계 및 계육제품생산
및 판매

서울 100 목우촌앤마니커의 지분 39.9%를 취득

28 마니커 F&G 윤두현 육가공품 제조 마니커87.5 2차 육가공 제품 생산, 판매

29 마니커 닭박물관 ·
문화서비스 및
축산물판매 마니커100 세계 최초의 닭박물관

30 마니커 F&C 한형석 계육가공 마니커87.5 2009 마니커에 편입

31 농법)건형축산 박희권
부화 및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마니커45 2009 마니커에 편입

32 농법)마니커농산 길준민
축산,축산물 가공 및

판매 마니커90 2010 마니커에 편입

33 농법)마니커Y&H 이현종
축산,축산물 가공 및

판매 마니커70 마니커 닭고기 도매

34 현대서산영농법
인

이창기　 　작물재배 이지 70.79 2006.06 축분자원화

주. 이지는 이지바이오, 팜스는 팜스토리, 서울은 서울사료, 비티는 도드람비티, 우리는 우리손영농조합을 의미함

자료. 이지바이오 2011년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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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출원인 발명의 명칭

1 10-0053282 1992.07.23 지원철 외 1명 터보 제트 에어레이터

2 10-0332359 2002.03.30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성창근

한우 유래 항균성 폴리펩타이드 유전자 발현용

재조합 효모 균주 및 이로부터 얻은 재조합 항균

성 폴리펩타이드

3 10-0351754 2002.08.26 (주)이지바이오시스템 가축사료 첨가용 조성물

4 10-0357237 2002.10.05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성창근

한우 유래 락토페린 발현용 재조합 효모 주 및

이로부터 얻은 재조합 락토페린

5 10-0383436 2003.04.28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성창근

재조합 곰팡이 균주 및 이로부터 얻은 재조합 인

간 락토페린의 제조방법

6 10-0399262 2003.09.15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성창근

한우유래 락토페린 발현용 재조합 곰팡이 균주

및 이로부터 얻은 재조합 한우 락토페린

7 10-0400631 2003.09.23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칼슘이 함유된 보리쌀의 제조방법

8 10-0404067 2003.10.21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유기태 셀레늄 함유 홍국보리쌀 및 그의 제조방

법

9 10-0454595 2004.10.19 (주)이지바이오시스템
락토페리신 유전자 및 이를 도입한 형질전환 대

장균

10 10-0490689 2005.05.12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콜레스테롤 저하용 사료첨가제 및 이를 급여하여

생산된 계란 또는 돈육

11 10-0495864 2005.06.08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주)제일사료김현욱

자돈 분변에서 분리한 락토바실러스 속 미생물

및 상기 미생물을 첨가한 동물용 유제품 및 동물

사료용 조성물

12 10-0618563 2006.08.2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에이스바이오텍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셀룰로오스 결합 도메인을 이용한 효모에서 재조

합 단백질의 제조방법

13 10-0673605 2007.01.17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서영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우레아제 활성 저해능을

지닌 녹차추출물 및 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14 10-0872617 2008.12.01
(주)이지바이오시스템

대전충남양돈조합
포도부산물의 효율을 증대시킨 사료첨가제

15 10-0889397 2009.03.11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주)도드람비엔에프
친환경 가축 사료 조성물

16 10-1006752 2010.12.31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서울대 산단

(주)옵티팜솔루션

조류에서 생식세포의 유연성 및 생식선 전이

17 10-1032033 2011.04.22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중쇄지방산을 포함하는 가축사료첨가용 항균제

조성물, 그의 제조방법 및 상기 항균제 조성물을

포함하는 가축사료

부록3. 이지바이오 그룹 특허권 등록현황

1. 이지바이오

국내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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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출원인 발명의 명칭

18 10-1075801 2011.10.17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제대가위

19 10-1074448 2011.10.11
서울대 산단

한재용 외2명

효율적인 이종간 조류의 생식선 카이메라 및 형

질전환체의 제조방법

20 10-1092017 2011.12.02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축산분뇨와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연속 고온

단상 혐기 발효 시스템

21 10-1092018 2011.12.02 (주)이지바이오시스템

하수오니를 이용한 연속 고온 단상 혐기 발효 활

성오니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고온혐기 메탄

발효방법

22 10-1123944 2012.02.28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외 1명

5-아미노레블린산(ALA)과 키토산 발효물의 합제

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가축사료조성물

국내 실용신안 등록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출원인 발명의 명칭

1 20-0293238 2002.10.14 (주)이지바이오시스템 가축용 수용성 산제 급여기

국제 특허 등록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출원인 발명의 명칭

1
미국특허등록번호 :

US7186795 B2
2007.03.06

(주)이지바이오시스템

김하근

Lactoferricin gene and transformant

expressing lactoferr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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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출원인 등록일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1 (주)아비코아 2005.05.11 490669 조류콕시듐증을유발하는에이메리아종의포자소체
표면항원에대한ScFv재조합항체

2 (주)아비코아 2005.09.15 516881
X선조사를이용한체세포복제수정란의제조를위한
수핵난자핵유전물질의불활화방법

3 (주)아비코아 2005.01.26 470170
조류의원시생식기유래원시생식세포의분리방법및
생식선키메라조류의제조방법

4

서울대 산단

2005.07.13 502889 조류원시생식세포의생식선전이효율의개
선방법

한미약품㈜

(주)아비코아

5
(주)아비코아

2006.04.03 10-0569168 조류정원줄기세포의배양방법및이에의해수득한조
류정원줄기세포서울대 산단

6
(주)아비코아

2006.04.03 10-0569163 정원세포를이용한조류카이메라의생산방법및조류
카이메라서울대 산단

7
(주)아비코아

2006.04.03 10-0569165 닭퍼옥시레독신1단백질및그를코딩하는핵산분자
서울대 산단

8
서울대 산단

2006.04.03 10-0569161 조류콕시듐증을유발하는에이메리아종의포자소체
표면항원에대한scFv재조합항체(주)아비코아

9
(주)아비코아

2007.05.23 10-0723375 조류퍼옥시레독신패밀리
서울대 산단

10
서울대 산단

2007.07.10 10-0740153 정소-특이뉴클레오타이드서열
(주)아비코아

11
(주)아비코아

2007.05.23 10-0723380 포유류와조류사이의클래스간핵이식방법
서울대 산단

12
(주)아비코아

2007.02.28 10-06911835 조류의원시생식세포등정용마커
서울대 산단

13 옵티팜솔루션 2009.10.9 10-2009-009
6357, 2/9

음양곽추출물을포함하는돼지유행성설사병예방또
는치료용조성물

14 옵티팜솔루션 2009.11.19
10-2009-011
2217, 2/8

금은화추출물을포함하는돼지유행성설사병예방또
는치료용조성물

15 옵티팜솔루션 2009.02.10 10-0881073 조류유래재조합scFv항체의결합친화도를증가시키
는방법

번호 구분 사명 등록일시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1 미국 (주)아비코아 2004.09.14 US6,790,937
조류콕시듐증을유발하는에이메리아종의포자

소체표면항원에대한ScFv재조합항체

2 미국 옵티팜솔루션 2009.01.13 US7,476,776
Methodforimprovinggermlinetransmission

efficiencyofavianprimordialgermcells

2. 옵티팜솔루션 특허권

국내특허

국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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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bout Diversification

of Agro-enterprise

Yoongi Nam

Dept.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opening-up of agricultural products market becomes active,

our agricultural industry will face limitations as labor-intensive and

low value-added businesses, and face competitive industry

disadvantage and will likely be on a decline. In addition to the

opening-up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market, its conversion is also

gaining attention. Already in developed countries, the domain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is not limited to the primary industry, with

continuous expansion as value-adding enterprises through

convergence of bio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refore in order for

our domestic agricultural industry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 we

need to encourage global agricultural products businesses and

systemization of livestock businesses that is internationally

competitive, through business management and the expansion of the

domain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hrough analyzing successful case studies of diversification

strategies for the agricultural industry, identify the factors required

for successfully introducing new businesses, and offer a

benchmarking model for the agricultural corporations considering

diver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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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will examine the Easybio Group as an example of

businesses based on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how through

strategy based on diversification and vertical systemization in their

development process, they have gained a competitive position, and

identify their core competencies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e analysi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utilizes Porter.M’s 5Forces

model, and the analysis of the internal management resources

identifies management resources as revealed by the primary and

support activities, through the value chain analysis of the example

business.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internal

management resources drawn in this way as the basis, the BMO

test, used to analyze the validity of business models, is modified to

suit the research objectives and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strategy.

The diversification process of the example business is categorized

generally into feed additives→feed sector, feed→pig farming sector,

pig farming→poultry farming sector, but in regards to the evaluation

of the validity of diversification, related diversification was omitted.As

the result of research, strategies with high validity due to

diversification and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were observed in the

order of poultry farming, pig farming, and feed sector diversification,

and as a result of strategy validity analysis, clear factors for strategy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rategy were identified in regards to

agricultural diversification.

First,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e entry strategy of the new businesses was to choose an

industry with a big market size, with guaranteed income and high

probability of sales. On the other hand, when managing a business in

industry with low growth rate and high competition, active measures

are taken towards the potential dangers, mainly through increasing

the size through forward integration strategy, and domination of

competition through increase in shares. Furthermore, the strategy is

carried out in a way that eliminates the main dangers related to the

consumer, supplier and competitive goods, and deals with d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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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ent in entry businesses through follow-up strategies.

Furthermore, the high standard for hygiene and quality set by

societal regulations are complied with in order to produce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afe livestock products, using this as an

opportunity.

Second,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agricultural industry's

diversification strategy, technology, finance and human resources are

necessary internal management resources. The diversification of the

case study business increased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bility at

the entry of new businesses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is evaluated as having successfully executed the

strategy. Furthermore, the accumulated capital in existing businesses

are utilized effectively in a systematic financial management so that

when a new business opportunity is found, immediate entry is

possible, and thereby increasing the success rate of M&A. In regards

to human resources, full support of a management which is

specialized knowledge of related field and experience, and those with

livestock related know-how and specialization are seen as core

competencies which led the pre-diversification process to success,

Third, successful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strategy is

possible through discovering and raising utilization potential of

materials procurement capability, tangible resources, organization

resources, which have shown relatively low rate of utilization. The

example business, as a part of its follow-up strategy, has endeavored

to internalize material procurement related to input factor with strong

influence, and utilizes grains, feeds, breeding stock (pigs or chicken)

etc within the group. The tangible resources of the example company

was made up by consistent investment regarding livestock related

infrastructure and showed increasing rate of utilization. Furthermore,

the organizational resources showed difficulties in integrating with

organizational structure in due to regional division,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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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making and at present is endeavoring to achieve

organizational integration.

With this research as a background, we offered suggestions of how

strategies by agricultural industries considering diversification could

achieve success, identified what the appropriate external factors and

management resources are, as well as the disadvantageous

environmental factors and follow-up strategies for insufficient

resources. As this essay is a single case study analysis on Easybio,

it is limited in its capacity to objectify the drawn theory, but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research outcomes of th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appropriate management resources of an

industry which the agricultural company wishes to enter can be

benchmarked by other companies.

Key Words : Agro-enterprise, Diversification, Vertical

Integration, 5Forces, Value Chain, Easybio

Student ID: 2010-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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