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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류인 루엔자란?

조류인 루엔자(AI; Avian Influenza)는 야생조류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

스가 닭, 오리, 칠면조, 거 , 타조, 꿩, 메추라기 등에 염되어 발생한

다. 일반 으로 조류인 루엔자는 고병원성과 병원성으로 구분되는데 

이  고병원성(HP; Highly Pathogenic)은 염성이 높고 폐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부분의 나라에서 주요 가축

염병으로 분류․ 리하고 있다.1 

조류인 루엔자 바이러스는 공기 의 물방울, 물 등에 의하여 될 수 

있으며 주된 방법은 분변의 직 인 이다. 특히 사람의 발, 사료

운송차량, 기구, 장비, 계란표면 등에 분변이 묻어 다른 가 에게 직 으

로  된다.2 

고병원성 조류인 루엔자(HPAI)는 높은 폐사율과 심각한 산란율 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련된 ․후방 산업 모두에 막 한 경제  손해를 입

힌다. 한 국가 간 축산물 교역에도 큰 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부분의 

국가들은 발생국가로부터의 양계산물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 국내외 고병원성 조류인 루엔자 발생 사례

2.1. 해외 사례

HPAI는 1997년 홍콩에서 최 로 발생하 다. 이후 바이러스는 장기간 잠

복해 있다가 2003년 10월에 베트남에서 다시 발생해서 인근 아시아 국가

1 우병 , “고병원성 조류인 루엔자(AI)의 국제 가 육 시장에의 향”, 세계 농업 2008년 4

월호, 한국농 경제연구원.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ttp://www.nvrqs.go.kr/Ex_Work/Disease_Information/Sub_5/Sub_5_3.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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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져나갔다. 그 후 2005년과 2006년에는 유럽과 아 리카 등 서반구로 

되었고, 2007년에는 일본과 유럽에서 다시 발생했다.

2008년 재까지  세계 으로 인간의 고병원성 조류인 루엔자 감염사

례는 14개국 총 379명으로 이  12개국에서 239명이 사망했다. 사망사례

가 발생한 국가는 부분 동남아  아 리카의 개발국이었으며 사망자

들도 유아  노령인구 다. 특히 사망사례의 부분은 질병에 감염된 가

과 한 지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집  하거나 가 의 생피를 마신 

경우 등이었으며, 열처리 가공육의 섭취와 사람과의 을 통한 감염  

사망사례는 없다.  

2.2. 국내 사례

가. 2003년 발생

1차 HPAI는 2003년 12월 충북 음성을 시작으로 10개 시․군에서 19건(닭 

10건, 오리 9건)이 발생했으며 살처분․매몰(392농가, 5,285천수)을 통하

여 방역을 실시하 다. 살처분보상  등의 방역비용으로 1,126억 원이 소

요되었으며 마지막 발생지역의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6개월이 경과한 

2004년 9월 21일 청정국의 지 를 회복하 다. 

질병 발생경로는 철새에 의해 유입되어, 오염된 지역에서 머물던 텃새에 

의해 발병농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오염된 차량․사람, 

감염 동물 등에 의해 인근지역으로 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2006년 발생

2차 HPAI는 2006년 11월 북 익산을 시작으로 국 5개 시․군에서 7건

(닭 4건, 오리 2건, 메추리 1건)이 발생했으며 살처분․매몰(460농가 2,800

천마리)의 방역을 실시하 다. 살처분보상  등으로 582억 원이 소요되었

으며, 마지막 발생지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2007년 6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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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청정국의 지 를 회복하 다. 

2차 발생도 철새에 의해 유입되어 철새분변에 오염된 사람․차량에 의해 

발생농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나 발생지역 간 역학  련성이 미확인되

어 독립 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3. 현재 발생 상황

2008년 4월 1일 북 김제에서 HPAI가 발생한 이후 남 암, 경기 평

택, 충남 논산, 울산, 부산, 서울, 강원 춘천, 경남 양산 지역 등으로 확산되

었다. 6월 21일 재까지 HPAI 의심 신고 건수는 68건으로 이  고병원

성으로 확인된 것은 총 33건이며, 5월 12일 이후 추가 인 HPAI 의심 신

고는 없는 상황이다. 

3차 HPAI 발생 원인은 2003년, 2006년과 같이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3 재까지 살처분․매몰 등의 

방역조치는 950농가 8,460천수(발생지역: 670농가 8,138천수, 방  살처

분: 280농가 322천수)를 상으로 실시되었다. 방역조치와 함께 경계지역

과 일반 지역의 가 산물에 한 정부수매를 6월 21일 재 총 1,628만수

에 해 실시했으며, 이  경계지역 수매는 309만수, 일반 지역 수매는 

1,319만수이다. 축종별 체 수매실 은 육계 886만수, 토종닭 333만수, 

오리 409만수이다.

HPAI 추가발생이 더 이상 없을 경우 6월말 국  이동제한 조치와 재래

시장 가 류 매제한 등의 방역강화 조치 해제 정이며, 8월 15일경에

는 우리나라의 조류인 루엔자 청정국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망된다.  

3 농림수산식품부 5월 16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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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HPAI 신고  발생 상황(19개 시․군․구 33건 발생, 6월 21일 재)

HPAI 발생
(33건)

- 1차 김제 용지(신고4.1/ 정4.3)-산란계

- 2차 정읍 원(4.3/4.7)

- 3차 고부(4.6/4.8), 4차 원(4.7/4.9)

- 5～9차 김제 용지(4.9/4.9)-산란계

- 10차 남 암 신북(4.9/4.12)-육용 종계

- 11차 김제 산(가든식당, 4.12/4.14)

- 12차 경기 평택 포승(4.14/4.16)-산란계

- 13차 북 순창 동계(4.14/4.17)

- 14차 북 김제 용지(4.16/4.17) 

- 15차 백구(4.16/4.17)-산란계 

- 16차 북 정읍 소성(4.17/4.18)-육용종계

- 17차 북 김제 구(4.19/4.20)-토종닭

- 18차 북 익산 여산(4.21/4.23)-육용종계

- 19차 익산 용동(4.21/4.23)-토종닭

- 20차 충남 논산 부 (4.22/4.25)

- 21차 울산 울주 웅 (4.28/5.1) 

- 22차 경북 천 오미(4.28/5.1)-토종닭

- 23차 구 수성 만 (4.30/5.2)

- 24차 경기 안성 미양(5.4/5.5)

- 25차 서울 진구청(5.3/5.6) 

- 26차 강원 춘천 사북(5.4/5.8)

- 27차 경기 안성 공도(5.7/5.10) 

- 28차 부산 강서 (4.28/5.10)

- 29차 서울 송 (5.11), 30차 부산 해운 (5.11)

- 31차 부산 기장(5.11), 32차 경북 경산(5.13)

- 33차 경남 양산(5.13)

발생건수 미포함
양성반응(9건)

- 김제 용지5(4.5/4.7, 4.9/4.13)

- 정읍 고부1(4.8/4.14)· 원2(4.9/4.14)

- 남 나주 반남1(4.10/4.14)

의심신고 검사 - 없음

살처분 마리수

(6월21일 재 계)
- 닭․오리․기타 가  8,138천수

1)

의심사례 신고건수 - 총 68건(발생 건수33, 미포함 양성9, 음성26)

1) 방  살처분 322천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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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PAI 발생에 따른 단계별 피해 계측 흐름도

3. 고병원성 조류인 루엔자 발생의 경제  피해 계측

HPAI 발생에 의한 피해수  계측은 생산농가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

기 한 각종 보상   생계안정지원  등의 국가 재정지출, 방역비용  

매몰비용 지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HPAI 발생으로 인한 경

제   효과는 가 생산농가와 그 ․후방 산업 모두에 유․무형으로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경제   효과를 악하기 해서는 사회 반

에 걸친 모든  효과를 계측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08년 4월 1일 HPAI 최  발생 이후 2달 동안의 질병 발

생 상황과 이에 따른 생산단계, 유통단계에서의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수

집 가능한 자료 범  내에서 경제  피해를 추정하며 이와 동시에 소비자

들의 가 산물 구매의사에 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정확한 피해 계측을 해서는 피해를 입은 모든 가 산물에 한 다양하

고 폭넓은 자료와 수치가 필요하며, HPAI에 의한 각종  효과가 소멸

할 때까지 경과를 찰해야 하는 시간  제약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연

구에서 추정된 피해는  시 에서 단기간에 자료 수집이 가능한 일부 가

산물만을 상으로 추산된 잠정 인 피해액이며, 추후 추가 인 자료의 

수집과 장 검을 바탕으로 보완연구가 필요함을 먼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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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생산단계 피해

가. 직  피해

농가 생산단계에서의 직  피해는 가 류 살처분에 따른 1차 생산 감소 

피해와 장기간 입식 지  로 쇄에 따른 2차 피해로 구분된다. 이들 

농가 생산단계의 1․2차 피해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액을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 추산한다. 한 

농가의 피해 이외에 정부의 방역  매몰활동 등에 소요된 비용도 함께 고

려해야 한다.

2008년 4월 1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 루엔자 발생에 따른 국내 사육농

가들의 피해 보상을 해 지 된 액은 355억 4천만 원에 달한다(6월 19

일 기 ). 한 앞으로 살처분보상 , 수매자 , 입식  경  안정자 , 종

계도태․종란폐기 보상  등이 추가로 지 될 정이며 그 액은 2,363

억 6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표 2>.

1차 생산감소에 한 지원내역에는 살처분 보상  656억 원이 해당된다. 

입식 지 등에 따른 2차 피해액은 생계․소득안정자  28억 원, 수매자

 753억 원, 일반 지역에 한 입식  경  안정자  1,220억 원, 종계도

태․종란폐기 보상  62억 원 등 총 2,06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2차 피해액을 합산하면 생산단계 직  피해액은 총 2,719억 원

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의 방역  살처분 활동에는 많은 장비와 인력이 소요된다. 감염축(

방  살처분 포함)의 살처분과 련해서 장비 임차료, 보호장구 등의 소모

품 구입, 살처분․매몰작업 동원인원에 한 인건비, 매몰지 사후 리 등

에 약 129억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한 방역활동을 한 소독약품비, 

방약품비, 방 소 설치비, 방 소 동원인원에 한 인건비 등으로는 

총 190억 1천만 원이 지출되었다. 이외에 각 시․군에 교부된 행안부의 특

별교부세 56억 원까지 모두 고려하면, 정부의 방역 련 활동에 소요된 총 

비용은 375억 2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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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HPAI 직  피해 내역(6월 19일 재)
단 : 억 원

구   분 계 지원
추가지원

정 액3) 비      고

◦ 살처분 690. 1 275. 5 414. 6

   - 보상 656.0 241.4 414.6 살처분농가 상

   - 장비임차료
1)

15.6 15.6 -

   - 소모품(보호구 등)
1)

12.4 12.4 -

   - 인건비
2)

6.1 6.1 - 인원: 20,065명

◦ 방역비 70. 4 70. 4 -

   - 소독약품비1) 62.6 62.6 -

   - 방약품비 7.8 7.8 - 타미 루 투입비용

◦ 소운 119. 7 119. 7 - 19개 시․군․구

   - 설치비
1)

76.0 76.0 -

   - 인건비2) 43.7 43.7 - 인원: 145,043명

◦ 생계안정자 14. 0 14. 0 - 살처분농가 상

◦ 소득안정자 14. 0 - 14.0 살처분농가 상

◦ 수매자 753. 0 100. 0 653. 0

   - 경계지역 191.0 100.0 91.0 축발기  100%

   - 일반지역 562.0 - 562.0

◦ 입식  경 안정자 1, 220. 0 - 1, 220. 0

   - 경계지역 220.0 - 220.0 이동, 업제한 지역

   - 일반지역 1,000.0 - 1,000.0

◦ 특별교부세(행안부) 56. 0 56. 0 -

◦ 종계도태,  종란폐기 62. 0 - 62. 0

◦ 매몰지 사후 리 95. 0 - 95. 0 19개 시․군․구

계 3, 094. 2 635.6 2,458.6

주 1) 김제지역 추정비용을 기 으로 환산한 수치임.

   2) 인건비는 2008년 시간당 최 임  3,770원에 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하여 추정함.

   3) 추가지원 정 액은 추정 액으로 앞으로 있을 피해농가에의 실제 추가지원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생산단계 직  피해액은 정부의 재정지출액을 바탕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농가의 직 인 피해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농가의 경우 정부

의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는다. 한편 농가의 로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가 산물의 출하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인 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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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발생과 같은 경 비용의 증가는 정확한 피해 규모의 계측이 어렵기 때

문에 분석에서 생략되었다.

나. 간  피해

가 산물 생산 농가 이외에 련 산업에 미치는 향으로는 양계사료 생

산  매출감소, 사육수수 감소에 따른 동물약품 매 감소, 도계(도압)장, 

부화장  수송업자들의 매출감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발생 가능한 간  

피해  피해 계측을 한 자료가 수집가능하면서 그 여 도 가장 클 것으

로 단되는 사료업체의 생산  매출감소를 추산한다.

양계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10  주요 사료회사의 사료생산실 을 살펴

보면 3월 30일 ～ 5월 3일 기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이 기간 동안 주

요 사료회사의 주간 양계사료 평균생산량은 20,694톤이었다. 그러나 5월 

4일 ～ 5월 17일 동안의 사료생산량이 격히 감소하여 주간 평균 생산량

은 17,579톤에 머물 으며 이는 기존 생산물량에서 15% 감소한 것이다.

2008년 4월 기 으로 국내 양계용 사료 총 생산량은 392,000톤이며 5월 

사료생산량이 4월 기  15% 감소할 경우 사료생산 총감소량은 58,800톤

에 달한다. 여기에 4월 평균 배합사료 가격 388원/㎏을 반 할 경우 HPAI 

발생에 따른 5월 한 달 동안의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감소액은 228억 

1,440만 원에 달한다. 

계산된 생산감소액에서 사료생산업체가 차지하는 업이익율을 10%로 가

정할 경우 5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사료업계의 업이익 순감소액은 약 23

억 원으로 추산되며 오리용 사료 생산감소에 따른 오리용 사료업계의 

업이익 순감소액 약 7억 원까지 고려하면 사료업계의 업이익 순감소액

은 약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3.2. 유통단계 피해

유통단계에서의 피해를 추정하기 해 <그림 2>에서 1) 육가공공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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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닭고기 유통 흐름도 

통단계, 2) 외식업체, 3) 최종소비자 상 소매업체 등의 각각의 피해를 구

별해서 계측한다.

가. 육가공공장～유통단계에서의 피해

닭고기 가공업체의 피해는 소비량 감소에 의한 가공․유통물량의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소비량 감소에 의한 매출감소로 냉장 재고물량을 냉

동물량으로 환해서 보 해야 한다. 2008년 1월 1일 ～ 4월 6일까지의 

냉동보 물량은 매주 500만수 수 을 유지했지만, 5월 12일부터 냉동보  

물량은 1,000만수 이상으로 2배 이상 증했다. 

냉동육 재고 증에 따른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매

부진에 따른 신선육의 냉동육으로의 환에 따른 제품가치 하락, 2) 냉장

육 매부진으로 발생하는 업체의 자본회 율 하 문제, 3) 냉동 보 물

량 증가로 인한 추가 인 처리비용의 발생 문제 등이 있다. 

5월 의 갑작스런 닭고기 냉동육 재고물량 증가분(500만수)을 매부진

에 따른 냉장육의 냉동육 환과 청정국 지  회복까지의 수출물량 감소

로 단하고 냉장육과 냉동육의 가격 차이인 300원을 용할 경우, 제품

환에 따른 가치 하로 발생하는 피해액은 15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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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증가로 인한 업체의 자본회 율 하로 발생하는 투자수익감소에 따

른 경제  피해는 연간 자본회 율이 평균 7회 , 이자율이 6%라고 추정

한다. 5월 의 갑작스런 냉동육 재고물량 증가분(500만수)과 냉장육 공장

도 가격(2,600원/㎏), 연간자본회 율(7회), 이자율(6%)을 이용해서 계산하

면 업체의 투자수익감소 피해는 약 1억 원에 달한다(500만수 × 2,600원 × 

1/7 × 6% = 1억 1,143만 원). 

냉동 보 물량 발생에 따른 추가 인 처리비용이 수송, 포장  냉비, 

냉동보 료, 지육 상․하차비 등을 포함해서 약 500원/수에 달한다고 가정

하면, 500만수에 한 추가 처리비용은 25억 원에 육박한다. 따라서 AI 발

생에 따라 육가공공장～유통단계에서 나타나는 닭고기 련 경제  손실

은 최소 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리 고기의 경우 련 통계의 부족으로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과거의 도압물량, 재 수매 실 , 산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닭고기의 경제  피해 규모의 약 1/3 수 의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단되며 이 경우 경제  손실은 최소 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계란의 경우는 1일 평균 생산량이 약 3,250만개이며 이  식란으로 매

되는 비율은 80%인 2,600만개이다. 그러나 HPAI 발생 기간 동안 소비감

소율이 평균 25% 수 임을 감안하면 매부진으로 식란에서 액란으로 추

가 인 제품 환이 발생하는 물량은 650만개/일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다.4 재 식란과 액란의 가격 차이가 개당 13원이고, 재고기간 15일 기  

4～5월 기간 동안 재고물량이 4회 했다고 가정하면 계란소비 감소로 인

한 경제  피해액은 3억 3,800만 원으로 추산된다(650만개×13원×4회).5 

결국 육가공공장～유통단계에서 닭고기의 경제  피해는 41억 원, 오리 

고기는 14억 원, 계란은 3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모두 합하면 총 58억 

원에 달한다.

4 농업 측 산란계 2008년 6월호, 한국농 경제연구원.

5 경란과 소란의 가격 차이 13원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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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식업체 피해

HPAI 발생은 외식업체에도 큰 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음식업 앙회에 

따르면 닭․오리와 련된 5만 2천여 회원 업소  3,200여 업소가 HPAI 

발생 이후 폐업신고를 하 으며, 한국 랜차이즈 회는 련 랜차이

즈의 타업종 환  폐업율이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HPAI 발생 이후 외식업체의 취  제품  업소 형태별로 공통 으로 나

타난 상은 1) 4월 동안의 매출액 감소는 기존의 1․2차 발생시와 비교

해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 5월 6일 진구청의 HPAI 발생 보도 이후 

5월 13일까지 년 동기 비 평균 60% 수 까지 매출액 감소, 3) 5월 14

일부터 재까지 매출이 다소 회복되어 년 비 20% 정도 매출액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 HPAI 발생이 외식업

체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  HPAI 발생이 외식업체에 미치는 향

<그림 3>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닭․오리 련 음식업체의 4월 한 달 

동안의 총매출액 감소를 월평균 20%로 가정할 경우 그 액은 최소 986

억 원에 달하며, 5월 한 달 동안의 총매출액 감소를 월평균 40%로 가정할 

경우 그 액은 2,408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4～5월 기간의 외식업체 총

매출액 감소는 3,394억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계측된다. 이  외식업체

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 을 약 20% 수 으로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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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에서 HPAI 발생에 의한 4～5월 기간의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매

출이익 감소액은 2,715억 원으로 추정된다.6 

다. 정육 ․계란 매업소 피해

닭고기 등을 매하는 형 매장  일반 유통업소 등 소매업의 경우에

도 HPAI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심리 하로 매출이 감소했다. 이와 

같은 소매업소의 매출감소에 의한 피해를 계측하기 해 육계 도계수수의 

40% 정도가 소매 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유통된다고 가정한다. 

4월  도계수수는 5,129만수에 달하며 5월 동안의 도계수수는 5,812만 

수로 측된다.7 이를 바탕으로 HPAI 발생이 없을 경우 소매업체의 정상

인 매출규모는 4월 2,052만수, 5월 2,325만수로 추정된다. 그러나 HPAI 

발생으로 소비자의 소비심리 축에 따른 매출감소를 4월 1일 기 으로 4

월 한 달 동안에 평균 20%, 5월에는 평균 40%로 가정할 경우, 4월 동안의 

매출감소는 410만수, 5월에는 930만수로 총 1,340만수에 해당한다. 

2008년 4월 기  육계의 소비자가격 4,322원/㎏과 에 언 한 매출감소 

물량을 바탕으로 소매업체의 매출감소액을 추정하면 4월에는 약 177억 

원, 5월에는 579억 원으로 두 달 동안 체 매출감소액은 756억 원에 달한

다. 닭고기 매에 있어 형할인 매 과 소형 매 이 차지하는 매출

원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HPAI 발생에 따른 소매 단계에서의 매출이익 

감소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매출원가를 평균 60%로 가정할 경

우 매출이익 감소는 3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리 고기의 경우 부분의 물량이 외식업체를 통해 매되는 것으로 가

정하여 소매 단계에서의 경제  피해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계란의 경우 

소비심리 축에 의한 매출감소는 1일 650만개로, 약 30일 동안 소매업소

6 외식업체의 경우 규모별․업종별로 매출원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이 연구에서는 

련 업체 자문을 통해 평균 매출원가를 용했음.  

7 축산 측 육계 2008년 6월호, 한국농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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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계란매출이 감소했고, 계란가격을 평균 1,600원/10개로 계산하면 

체 매출감소액은 312억 원이다. 매출이익의 감소를 추정하기 해 매출

원가를 매출액의 60%로 가정할 경우, 매출이익 감소는 약 125억 원에 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매 단계에서 오리 고기를 제외한 닭고기와 계란의 매출감소에 따른 

체 매출감소액은 1,068억 원에 달하며 이  소매업체의 경제  피해액인 

매출이익 감소는 총 427억 원 발생한 것으로 계측된다. 

3.3. 총 피해액

HPAI 발생으로 인한 경제  피해는 생산단계, 육가공～유통단계, 최종 소

비자 매단계에서 단계별로 발생한다. 생산단계에서의 경제  피해액은 

직 피해액 2,719억 원과 간 피해액 30억 원을 합한 2,749억 원으로 추

산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의 방역  살처분 활동에 소요된 비용과 특별교

부세 등은 총 375억 2천만 원이다. 결국 생산단계에서의 정부 재정지출을 

포함한 총 경제  피해액은 3,124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된다.

육가공～유통단계에서의 피해액은 닭고기 41억 원, 오리 고기 14억 원, 계

란 약 3억 원 등 총 58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최종 소비자 매단계에서

는 외식업체 2,715억 원, 소매업체 427억 원 등 총 3,142억 원으로 추정된

다. 따라서 이들 단계별․품목별 경제  피해액을 모두 합산하면 HPAI 발

생에 따른 경제  피해액은 총 6,324억 2천만 원 수 으로 집계된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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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PAI 발생에 따른 단계별․품목별 경제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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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병원성 조류인 루엔자 발생에 따른 소비자 설문조사 

HPAI 발생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 산물에 한 소비성향 변화를 악하

기 하여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소비자 패  5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6월 18일～19일 2일간 온라인(E-Mail)을 통해 

실시하 으며, 이 기간  496명이 조사에 응답하 다.

4.1. 가금산물 소비 변화

가. 닭고기

HPAI가 발생했던 4월 1일～5월 12일과 비교하여 추가 인 발생신고가 없

는 5월 13일 이후의 소비 변화에 한 조사 결과, "소비량의 변화가 없다"

는 응답이 254명 51.2%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하지 않는다"는 128명 

25.8%, "소비량이 늘었다"는 111명 22.4%로 나타났다.

표 3.  닭고기 소비 변화

구분 무응답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합계

응답수(명) 3 111 254 128 496

비율(% ) 0.6 22.4 51.2 25.8 100.0

 질문에서 “소비량이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을 상으로 4월 1일～5월 

12일에 소비하던 닭고기의 양을 100으로 가정하고 5월 13일 이후의 닭고

기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소비량은 152.8(52.8% 증가)로 나타났다.

닭고기 소비를 늘린 이유에 해 응답자 111명  “시 에 유통되는 닭고

기가 안 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64명(57.7%)으로 가장 많았으

며, “맛있기 때문에”가 26명(23.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건

강․ 양상의 이유로”, “HPAI가 더 이상 신고되지 않아서”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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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닭고기 소비 증가 이유

 구분
시 에 유통되는

닭고기가 안 해서

가격이

렴해서

맛있기

때문에
기타 합계

응답수(명) 64 6 26 15 111

비율(% ) 57.7 5.4 23.4 13.5 100

나. 오리고기

최근 3개월 동안 오리고기를 소비한 경험이 있는지에 한 조사 결과 응

답자  369명(74.4%)이 소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고기 소

비 경험자를 상으로 닭고기와 마찬가지로 4월 1일～5월 12일과 비교하

여 5월 13일 이후의 소비 변화에 해 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소비

량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88명(7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하지 

않는다” 19명(15.2%), “소비량이 늘었다”는 응답이 18명(14.4%)으로 나타

났다.

표 5.  오리고기 소비 변화

구분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합계

응답수(명) 18 88 19 125

비율(% ) 14.4 70.4 15.2 100

 문항에서 “소비량이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을 상으로 4월 1일～5월 

12일에 소비하던 오리고기의 양을 100으로 가정하고 5월 13일 이후의 오리

고기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소비량은 138.3(38.3% 증가)로 나타났다.

다. 계란

지난 2개월과 비교하여 계란 소비에 변화가 있는지에 한 설문조사에서

는 “변함없다”는 응답이 383명 77.2%로 가장 많았다. “소비량이 늘었다”

고 응답한 사람을 상으로 4월 1일～5월 12일에 소비하던 계랸의 양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피해 계측 17

100으로 가정하고 5월 13일 이후의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소비량은 

156.4(56.4% 증가)로 나타났다.

표 6.  계란 소비의 변화

구분 증가 변화 없음 감소 무응답 합계

응답수(명) 71 383 38 4 496

비율(% ) 14.3 77.2 7.7 0.8 100

4.2. 여름철 닭고기 수요 관련 

응답자를 상으로 가정에서 여름철 어느 시기에 닭고기를 가장 많이 소

비하는지 조사한 결과 " 복"이 184명 37.1%로 가장 많았으며 복, 말복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여름철 닭고기 소비 시기

구분 복 복 말복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수(명) 184 178 69 53 12 496

비율(% ) 37.1 35.9 13.9 10.7 2.4 100

올해 복날 닭고기 소비계획에 해 질문한 결과 평균 소비량은 5.7마리로 

조사되었으며, 작년 비 소비량에 해서는 "변동 없음"이 210명인 

42.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작년 비 복날 닭고기 소비 계획

구분 감소 변동 없음 증가 합계

응답수(명) 149 210 137 496

비율(% ) 30.0 42.3 2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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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가격이

렴해서

맛있기

때문에

지방이 

어서
보양식으로 기타 합계

응답수(명) 11 25 21 66 13 136

비율(% ) 8.1 18.4 15.4 48.5 9.6 100

닭고기 소비를 증가시키려는 이유에 해서는 “보양식으로 선호하기 때문

에”가 66명인 48.5%로 가장 많았으며, “닭고기가 맛있기 때문에”는 25명 

1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닭고기 소비 증가 이유

닭고기 소비를 이려는 이유에 해서는 “조류인 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험 때문에”가 81명인 55.1%로 가장 많았으며 “육류소비가 건강에 해로

워서”는 30명(2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닭고기 소비 감소 이유

구분 
가격이 

비싸서

육류소비가

건강에 해로워서

가축질병

험 때문에
기타 합계

응답수(명) 14 30 81 22 147

비율(% ) 9.5 20.4 55.1 15.0 100

5. 요약  시사

2003년(1,126억 원)과 2006년(582억 원)의 발생사례와 마찬가지로 번 

HPAI 발생도 가 산물 생산농가와 련된 후방 산업에 커다란 경제  

손실을 입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자 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경제  피해액은 최소 6,3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HPAI 발생으로 가 산물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후방 연 산업도 큰 피

해를 입었다. 이들 피해 당사자에 한 다양한 산업 안정화 방안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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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입이 필요하다. 

소비자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추가 인 HPAI 발생신고

가 없는 5월 13일 이후로 닭고기와 계란에 비해 오리 고기의 소비회복이 

상 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름의 복․말복 기간의 닭고

기 소비와 련해서는 부분의 소비자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큰 변동이 

없이 평균 5.7 마리로 응답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후반기 닭고기 소비량은 정상수 으로 돌아설 것으로 단된다.

계측 결과를 종합하면 HPAI가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 걸쳐 사회 ․경제

으로 매우 큰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질병 추가발생에 

비한 상시 방역체제로의 환 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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