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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21년 11월 2일(화)

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02-774-4060

“우유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11월 3일(수) 오후 3시 30분, 더케이호텔 서울, 가야금 A홀, 온라인 생중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물가감시센터는 “우유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토론
회” 를 11월 3일(수) 오후 3시 30분, 더케이호텔 서울, 가야금 A홀에서 개최하며 온라인 생중
계로 진행한다.
우리나라 백색 시유는 세계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올해 원유가격 인상에
따라 우유 및 유제품 가격이 인상되었다. 현재 국내 우유 시장은 1인당 소비량은 증가세이
나 원유 생산량과 자급률은 감소추세이며 수입원유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체우유 시장
과 수입 멸균 우유 시장의 증가세 등은 전반적인 우유 시장의 변화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2026년 수입원유 무관세와 우유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 등의 정책적 변화
도 앞두고 있다.
낙농업 발전과 우유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유가격연동제 및 우유 유통의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유를 적정한 가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우유 가격과 국내 낙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매
우 중요하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원유가격의 원인만을 들고 있지만 이 뿐 아니라 우유
유통 등을 포함한 전체 우유 시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원인들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낙농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우유 가격 안정화에 대한 심
도 깊은 토론을 통하여 낙농업자, 유가공업체 및 소비자가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본 협의회(이하‘소협’)물가감시위원회 남인숙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여성소비
자연합 김영주 이사가 좌장을 맡고, 동국대학교 지인배 교수와 소협 물가감시센터 홍연금
본부장이 국내 낙농시장 현황과 관련정책, 국내 우유가격 및 유통현황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하고, 한국낙농육우협회 배정식 상무, 한국유가공협회 오경환 전무, 남서울대학교 최재섭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패널토론으로 참여하게 된다.
별첨: 토론회 순서.끝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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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순서>

우유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토론회

◇ 일시 : 2021년 11월 3일(수) 15:30~17:30
◇ 장소 : 더케이호텔 서울, 가야금 A홀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시 간

내 용

15:20~15:30

등록

15:30~15:40
(‘10)

인사말

발제자 및 토론자

남인숙 소협 물가감시위원회 위원장(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1. 국내 낙농시장 현황과 관련 정책

15:40~16:30
발제
(‘50)

- 지인배 교수(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2. 국내 우유 가격 및 유통 현황
- 홍연금 본부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 좌장 : 김영주 이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16:30~17:20
(‘50)

- 토론 : 배정식 상무(한국낙농육우협회)
지정토론

오경환 전무(한국유가공협회)
최재섭 교수(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17:20~17:30
(‘10)
17:30

전체토론
폐회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channel/UCB_uJoehyGeD18sDhfhad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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