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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참살이(well-being)에 한 소비자의 심이 증 하면서 오리산업은 격하

게 성장하고 있다. 오리고기 총생산액은 2001년 3,820억 원이던 것이 2008년에

는 1조 1,544억 원(2007년은 5,824억 원)으로 한육우, 젖소, 돼지, 닭에 이어 5

 축종으로 부상하고 있어 오리산업에 한 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등은 이미 축산 측 품목에 들어 있어 주기

으로 측 결과가 제시되고, 업계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오리는 아직 

측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업계에서 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러나 아직 사육·유통 정보가 부족하고, 사육수수 측을 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수  조 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농가의 소득  물가 불안

정으로 오리에 한 측의 필요성이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다.

  오리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오리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 여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합리 인 의사결정과 정책 입안자의 합리 인 정책수립을 해 정

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보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오리 측을 한 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올해부터 오리 측 사업을 수행키로 하면서, 이에 한 비 작

업의 결과물로 오리 생산 규모, 계열화 정도 등 오리 산업의 황을 악하

다. 종오리, 배합사료 생산량, 오리 산지가격 등 측을 한 기 통계를 바탕

으로 한 오리 측이므로 각종 자료로 활용되길 기 한다. 연구진의 노고를 치

하하며 표본농가 선정, 자문 원  등에 도움을 주신 한국오리 회 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10. 07.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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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오리 측 사업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하여 오리산업에 한 

반 인 내용을 정리하고, 종오리, 배합사료 생산량, 오리 산지가격 등 기

 통계를 바탕으로 오리 측 모델 구축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 오리 사육마리수는 1991년 140만 마리에서 1999년 480만 마리로 연평균 

34% 증가하 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0년  들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연평

균 11%의 증가율을 유지하 다. 2008년 오리 생산액은 1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2003년 4,595억 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액으로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사육규모와 오리가격의 상승세가 주된 원인이다. 

○ 계열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체 오리 사육농가의 80% 정도가 계열화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추진된 종자오리의 개량사업으로 페킨종 종자

오리 사육물량의 60% 내외가 통이 증명되는 종오리(Parent Stock; PS)로 

교체되는 성과를 도출하 다.

○ 오리고기 외식소비 측면에서는 소규모 요식업소들이 차지하는 비 은 지속

으로 어드는 데 반해 문화된 형 요식업소로의 소비편  상이 더

욱 높아졌으며, 가공품 소비 역시 크게 증가하 다.

○ 종오리는 1일령에 수입된 후 25~26주의 육추기, 육성기, 산란 기를 거친

다. 이후 산란기에 종란을 채취한 다음 부화장에서 부화기간 28일 거친 후 

사육농장에 분양된다. 분양된 육용 오리는 40~50일 동안 농장에서 비육한 

후 시장에 출하된다.

○ 오리는 남, 북, 충북지역에서 체 오리의 83.6% 이상이 사육되는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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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역에서 집  사육되고 있다. 이는 통 으로 주산지에서 오리 소비가 

왕성하 으며, 오리 농법이 꾸 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육용 오리의 경우 출하일령의 계 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표 화하기가 실

으로 어렵다. 특히 오리 출하 시 가격이 약세일 경우 농가는 출하시기를 조

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수 에 따라 출하일령과 생산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 오리의 수당 수익성을 살펴보면, 2008년 고병원성 조류인 루엔자(HPAI) 

재발로 소비감소와 사료비 상승으로 수익이 악화되었으나, 2009년 반 이

후 오리고기에 한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향

상되고 있다.

○ 오리산업의 문제 으로는 우선 생산단계에서 국내 원종오리(Grand Parent 

Stock; GPS) 미보유, 생산농가 리 미비 등이 지 되었고, 유통  소비단

계에서는 오리고기 소비의 외식 편  심화, 외국산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 

유통, 비수기 소비 축 심화, 오리 련 통계 부족 등이 지 되었다. 

○ 오리 측 기법은 타 축종 측기법과 유사하게 편집회의, 조사표 작성  

발송(모니터/표본농가), 설문조사 실시, 지 조사  지역자문회의, 조사 결

과 분석 앙자문회의, 최종 검토 회의, 최종 교정  인쇄, 측 분기보 발

행  확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해 표본농가 통계  

기법에 의해 228개의 샘 을 추출하고, 표본 농가 선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

다. 

○ 과학 이고 정확한 오리 측을 해 오리 수  모형을 추가하 다. 추정결

과 오리 사육마리수의 월사육마리수에 한 탄력치는 0.87, 오리새끼 입

식이 0.31로 추정되었다. 오리 도계마리수의 탄력성은 월 사육마리수가 

0.60, 월 사육마리수가 0.54로 추정되었다. 오리 수요함수는 가격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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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로 하는 가격 신축성 함수로 구성되었다. 월가격의 탄성치는 

0.92, 소비량 탄성치는 -0.15로 나타났으나 소득 탄성치는 1.04로 추정되었

다. 이는 오리고기가 주로 보양식으로 소비되는 실여건을 반 한 것으로 

단된다.

○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비 으로 월별 측을 시뮬 이션한 결과, 오리 

사육마리수 망치도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합성을 보 으며, 공  

측면이나 가격측면에서도 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오리 측 사업 

용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단되었다. 이에 따라 9월 측에 이용 가능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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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ituation Analysis and Outlook Technique 
Establishment of Duck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 market forecast model for the 
duck industry based on basic statistics. During the last decades, duck meat 
consumption has increased considerably along with the increased concern for 
the consumer's well-being that has contributed much to the continued growth 
of the duck industry. Amid such a trend, the demand by duck producers and 
policy makers for sound market forecast is high. 

With such a background, we first examined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duck meat, marketing system and integration of the duck 
industry, which is concentrated in Jeonnam, Chungbuk and Jeonbuk provinces. 
Based on 2005 agricultural census, we sampled 228 duck farms and made a 
questionnaire about breed, disease, and the productivity of individual duck 
farms.

Secondly, we set up a supply-demand model.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model was to demonstrate its goodness of fit by using 
production cycle, statistical data and farm surveys. But there were many 
uncertain factors, such as price fluctuation, disease and seasonal variation in 
duck breeding. Because of the uncertain market situation, there were several 
market problems, such as unstable income of duck producers and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In developing the supply-demand model, there are 
many limits: inconsistency of major data, time lag of statistics gathering, and 
lack of demand-side analysis. Nevertheless, the simulation results of this 
model showed that it can finally be used for forecasting the outlook of the 
duck market. 

Researchers: Huh Duk, Hyungwoo Lee, Jeongmin Lee and Junhyung Kyung
Research period: 2010. 4.∼2010. 7. 
E-mail address: huhdu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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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목

○ 소비 증가와 더불어 산업의 규모화가 진 되어 오리고기 생산액은 2001년 

3,820억 원, 2007년 5,824억 원, 2008년에는 1조 1,544억 원으로 크게 증가

했으며, 그 결과 생산액 기 으로 오리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에 이어 5  

축종으로 부상하 다. 이에 따라 오리산업에 한 심이 매우 높아졌다. 

○ 재 축산 측에 포함된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등과는 달리 오리

품목은 측사업 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생산·사육·유통에 

한 구체 인 정보가 부족하고 사육마리수, 가격 측 등이 불가능하여 수  

조 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로 인한 농가의 소득  물

가 불안정해소를 해 오리 측에 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 오리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 여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합리 인 의사결

정과 정책 입안자의 합리 인 정책수립을 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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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주된 목 은 오리 생산규모, 사육방식, 계열화 정도 등 오리산업

에 한 반 인 내용을 정리하고, 종오리, 배합사료 생산량, 오리 산지가

격 등 기  통계를 바탕으로 오리 측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측사업

의 기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2. 연구 내용

○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필요성  목 , 연구 내용, 연구 방법의 제시, 선행

연구에 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 제2장 오리산업 황에서는 오리산업의 특성과 사육 황을 악한 후, 오

리 농가의 생산성  수익성에 해 분석하고, 오리 유통구조와 계열화 

황 그리고 오리 수  황  가격 동향에 해 검토한 뒤, 오리산업의 문제

을 지 한다.

○ 제3장 측기법 연구에서는 분기보의 발간 과정에 해 설명하고, 오리 측

을 한 표본농가 샘 링 방법과 결과에 해 설명한다. 이어 보다 과학

이고 효과 인 오리 측을 한 월별 모형의 개발 그리고 개발된 모형에 의

한 사  측결과에 해 서술한다.

○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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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 오리 시장의 구조와 문제 을 악하기 하여 각종 자료와 문헌을 수집하

여 분석하 다. 그리고 오리산업 련 문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문

가 의견을 청취하고, 농가와 계열업체 방문을 통하여 장을 조사하 다.

○ 오리 사육마리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타가축통계｣에서 연 1회 발표되지

만, 측에 필요한 구제 인 정부 통계자료는 거의 무하다. 새끼오리 생

산, 종오리 수입  사육 황 등과 같은 생산 부문 통계와 산지가격 등 

측과 련된 주요 통계는 한국오리 회의 발표치 는 보유 데이터를 이용

하 다. 

○ 오리 측을 해서는 기  통계를 활용하여 오리고기 생산 주기를 고려한 

생태 방정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개발된 생태방정식을 

이용하 으며, 이를 수 모형 구축에 용하 다.

4. 선행 연구

○ 우병  등(2008)은 연구와 정책 심에서 소외되었던 특수가축의 산업 인 

황과 발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상 으로 요성이 높은 오

리, 꿀벌, 산양, 사슴 산업에 해서 산업의 황과 유통 구조, 각종 정책 

안을 제시·분석하고 종합 인 발  방안을 모색하 다. 

○ 농업 측모형 KREI-COMO 2005(이용선, 심송보; 2005)에서는 계 별( , 

여름, 가을) 과채류 재배면  반응함수와 가격신축성함수를 각각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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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후, 연도별·계 별로 과채류 생산량과 가격을 축차 으로 산출하는 

농업 측 품목별 수 모형을 개발하 다.

○ 김명환 외(2008)에서는 KREI-ASMO를 KREI-KASMO 2008로 새롭게 구축

하 다. 과채류의 계 별 작형을 , 여름, 가을로 구분하여 재배면 반응함

수, 단수함수, 수요함수를 설정한 후 라미터를 추정하 으며, 수  동시 

균형에 의한 내생변수를 연도별·계 별로 산출하 다.

○ 한석호 외(2010)의 기선행 측 기본모형 개발연구에서는 농산물 이외에 

돼지, 육계에 하여 월별 수 모형을 구축하 다. 공 측면에서 생물학  

측면을 강화하여 구체 으로 모형화하여 공 부문의 모형오차를 최 한 

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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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오리산업 황 

1. 오리산업의 특성1

1.1. 개요

○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육류 소비량이 격히 증가하 다. 이와 더불어 

오리산업의 성장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오리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7년 오리 사육마리수는 2000년  반보다 2배 이상 증가하 으며, 호

당 사육마리수 한 1,000마리를 상회하는 수 에 이르 다.

○ 산업 구조 인 측면에서는 소규모 계열업체의 사육물량 확 에 의한 사

업기반이 지속 으로 확 되었다. 한 계열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체 

사육농가의 80%에 달하는 사육농가들이 계열화에 참여하고 있다. 

- 특히 일부 계열업체의 종자오리 사육을 포함한 일  생산체계로의 환

으로 계열생산 형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1 우병  외, ｢오리, 꿀벌, 산양, 사슴 산업의 황과 발  방안｣, 2008을 심으로 인

용·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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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2004년부터 추진된 종자오리 개량사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

하면서, 난육겸용종인 페킨종 종자오리 사육물량의 60% 내외가 통이 

증명되는 종오리(Parent Stock; PS)로 교체되는 성과를 도출하 다.

○ 외식소비 측면에서는 소규모 요식업소들의 소비 비 은 지속 으로 어드

는 데 반해 문화된 형 요식업소로의 소비편  상이 더욱 높아졌으며, 

가공품 소비 역시 크게 증가하 다.

○ 이와 같이 지속 인 성장세를 보이던 국내 오리산업은 2003년 고병원성 조

류인 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발생으로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일시 으로 축되었고, 2008년 HPAI 재발로 다시 기를 

맞았다.

- 2008년 4월 1일의 3차 HPAI 발병 이래 같은 해 8월 15일 HPAI 청정국 

선언에도 불구하고 닭고기와 계란에 비해 오리고기의 소비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디었다.

- 이는 오리고기 문 취 인 가든형 식당이 오리고기의 소비 감소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여타 육류 매로 업종을 환하 기 때문으로 악된다.

1.2. 오리의 종류와 생산과정

1.2.1 오리의 품종

가. 난용종

○ 인디안 러 (Indian Runner)

- 원산지는 동남아시아로 깃털 색깔에 따라 종이 다양하다.

-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털은 갈색과 백색이 섞 으며 부리는 황색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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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오 지색이다. 다른 오리와는 달리 자세가 곧으며 목과 몸이 길다.

- 체질이 강건하여 사양 리가 용이하며, 알을 잘 낳으면서 고기 맛도 좋다.

- 체 은 암컷이 1.4~2.0kg, 수컷이 1.6~2.3kg이며, 연간 150~200개를 산란

하는데, 난각은 흰색 는 담녹색이다.

○ 카키 캠벨(Khaki Campbell)

- 캠벨종에는 암색종, 백색종, 카키종 등이 있으나 주 사육 품종은 카키종

이다. 

- 카키 캠벨종은 인디안 러 종의 암컷과 르왕(Rouen)종의 교배종이다. 수

컷의 머리와 목, 날개는 청동색이며, 부리는 녹청색, 다리는 검은 오 지

색이다. 체질이 강건하여 넓은 장소에 방사(放飼)하기 당하다. 부화 후 

5~6개월 성장하여 알을 낳으며, 다산종으로 1년에 200~300개를 산란한

다. 알의 무게는 75g 정도로 알껍질은 백색을 띄며, 체 은 암컷이 

1.8~2.2kg, 수컷이 2.0~2.5kg이다.

나. 육용종

○ 르왕(Rouen)

- 가장 오래된 품종 의 하나이며 랑스가 원산지이다. 몸 형태는 수평

의 자세를 가지며, 수컷은 머리와 목이 녹색에다 순백색의 띠가 둘러져 

있으며, 암컷은 체가 진한 갈색이다. 성질이 온순하고 체질이 강건하

며 육질이 좋다. 

- 알 무게는 75g 정도로 담록색이며 1년에 약 80개의 알을 낳는다. 체 은 

암컷이 3.9~4.1kg, 수컷이 4.5~5.0kg이다.

○ 에일스버리(Aylesbury)

- 국이 원산으로 털색은 암수 모두 희고 윤이 난다. 몸집은 길고 넓으며 

다리와 부리는 오 지색이다. 

- 체질이 강건하고 다른 품종에 비해 비육이 잘 되는 편이며 고기 맛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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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흰색의 알을 1년 약 60개 산란하며, 알의 무게는 77g 정도이다. 체

은 암컷이 3.6~4.1kg, 수컷이 4.0~4.5kg이다.

○ 머스코비(Muscovy)

- 남미가 원산으로 순화과정에서 체형이 커졌고, 색깔과 무늬가 선명해졌

다. 육용 는 애완용으로 사육되며, 다른 오리와는 달리 사향오리가 조

상이다. 

- 특이한 몸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으로 체질이 강건하고 투쟁성이 강하

다. 털은 순백색과 흑록색에 흰털이 섞여 있다. 어릴 때의 고기는 연하고 

맛이 좋으나 나이가 들면 질기고 나쁜 냄새가 난다.

- 부화 후 7개월부터 산란하기 시작하며, 알껍질의 색깔은 희고 부화기간

은 35일로 다른 품종에 비해서 긴 편이다. 체 은 암컷이 2.5~ 3.4kg이

며, 수컷은 4.5~6.3kg이다. 

- 이 품종과 다른 품종의 오리와 교잡된 1  잡종은 성장이 빠르고 냄새도 

없으며 고기 맛도 좋으나 번식능력은 없다.

○ 체리밸리(Cherry Valley) 

- 체리밸리는 국의 체리베리 사가 육종한 육용오리의 랜드로 한국에

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다. 

- 체리밸리 종오리는 건강하고 성장이 빠르며 사료효율이 높고 도체 수율

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 47일 사육일을 기 으로 체리밸리의 생산성은 생체  3.45kg, 사료 요구

율 2.29kg, 육성율 97% 수 이다.

다. 난육겸용종

○ 페킨종(Pekin)

- 국이 원산으로 미국과 국에서 개량되어 재 세계 으로 리 사육

되고 있는 난육겸용종의 표 인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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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체가 백색이나 속 털은 담황색이며, 부리와 다리는 밝은 오 지

색을 띤다. 

- 체질이 강건하고 비육이 잘 되어 육용오리 개량에 종자로 많이 이용되었

다. 성질이 온순하여 군(大群) 사육에 합하며, 고기의 맛과 질이 좋

고 오리고기 특유의 냄새도 다. 

- 난육겸용종은 성성숙에 이르기 의 것은 육용으로 이용하고 성성숙 이

후에는 종자 는 산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 부화 후 5~6개월이면 산란을 하는데 알껍질의 색깔은 흰 바탕에 약간 푸

른빛을 띄며, 80g 정도의 알을 1년에 150~160개 산란한다.

- 체 은 암컷이 3.6kg, 수컷이 3.9kg 정도로 난용종과 육용종의 간 크기

이다. 그러나 페킨종을 종자로 이용하여 육종한 육용종은 체구가 크고 발

육도 빨라 재  세계에서 오리고기 생산용으로 많이 사육되고 있다.

○ 오핑톤 종(Orpington)

- 국에서 난육겸용 목 으로 인디안 러 , 르왕, 에일스버리 등의 품종을 

교잡하여 만들어, 깃털이 아름다우며, 알도 잘 낳고 육질도 우수하여 인

기가 있던 품종이다. 

- 외형은 상체가 약간 들려있는 모습이고 수컷의 꼬리 깃털 2~3개는 로 

말리며, 산란  암컷의 아랫배는 거의 지면에 닿을 정도이다. 

- 수컷의 깃털은 몸 체가 붉고 르스름하고, 머리와 목은 밝은 윤이 나

는 갈색을 띠며 몸통에는 무늬가 없다. 부리는 오 지색에 검은 무늬가 

있고 다리와 발은 밝은 오 지색 는 붉은 색을 띤다.

- 체 은 수컷이 2.25~3.4kg이고, 암컷 2.25~3.2kg으로 암수의 체  차이가 

크지 않는다.

1.2.2. 오리의 생산과정

○ PS(종오리)는 주로 국과 랑스에서 수입되며, 육용 종계와 생산 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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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종오리는 1일령에 수입된 후 25~26주의 육추기, 육성기, 산란

기를 거치며 이후 산란기를 통해 종란을 생산하며, 다음 부화장에서 부화기

간 28일 거친 후 새끼오리를 사육농장에 분양한다. 분양된 육용 오리는 

40~50일 동안 농장에서 비육된 후 시장에 출하된다.

○ 육용 오리 생산과 육계 생산 과정을 비교해보면, 종오리와 종계(PS)의 종란 

생산과정은 같으나, 부화과정에서 오리가 약 1주일 늦게 부화하며, 출하시

까지의 사육일수에서 한 차이(최소 5일~최  15일)를 보인다.

그림 2-1.  육용 오리 생산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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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육 황

2.1. 사육규모 및 생산액 변화

○ 오리 사육마리수는 1991년 140만 마리에서 1999년 480만 마리로 연평균 

34% 증가하 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0년  들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연평

균 11%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 2008년 12월 기  오리 사육마리수는 2000년의 500만 마리보다 약 2배 증

가한 970만 마리에 달하 다. 호당 사육마리수는 1990년  36% 증가율에서 

2000년  들어서는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 2008년 호당 오리 사육마리수는 2000년의 395마리보다 크게 증가한 1,869

마리이다. 이와 같이 오리 사육마리수가 증가한 반면 사육호수는 감소하고 

있어, 농가의 규모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 재 국내 오리업계에서는 사육규모 2,000마리를 기 으로 업농과 부

업농으로 분류하고 있다. 2008년 2,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의 오

리 사육규모는 2000년 468만 마리에 비해 46.0% 증가한 867만 마리로 

체 사육마리수에서 89.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00마리 이하 농가

에서 사육하는 사육마리수는 지속 으로 감소하 다.

표 2-1.  연도별 사육마리수  사육호수

단 : 호, 마리 수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육가구수 8,485 8,921 8,456 7,184 5,192

사육마리수 8,265,580 8,388,747 9,386,190 10,513,308 9,702,21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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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만 3,220마리 던 종오리 수입은 2009년 27만 1,210마리로 716.4%

나 크게 증가하 으며, 도입 정수를 포함한 2010년 종오리 수입은 46만 

2,080마리로 2009년에 비해서도 70.4%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종오리 수입의 증으로 인하여 병아리 생산 한 2004년 2,789만 2,000

마리에서 2009년 4,672만 4,000마리로 증가하 다.

- 종오리 수입 증가율에 비해 병아리 생산율이 낮은 것은 2004년부터 시작

된 종자오리 개량사업으로 인한 종자오리 교체의 성과로 보인다.

- 종오리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재 사육마리수는 2008년보다 훨씬 클 것

으로 상된다.

표 2-2.  연도별 종오리 수입  병아리 생산 규모

단 : 천 마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종오리 수입 33 137 157 173 180 271 462

병아리 생산 27,892 33,198 33,907 41,965 37,949 46,724 -

  주: 2010년 종오리 수입은 확정된 도입 정수수를 포함함.

자료: 한국오리 회

○ 2008년 오리 생산액은 1조 원을 넘은 1조 1,540억 원이었다. 이는 2003년 

4,595억 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액으로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사육규

모와 오리가격의 상승세 때문이다.

표 2-3.  연도별 생산액

단 : 천만 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생산액 45,950 46,370 64,900 64,800 58,240 115,44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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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별 사육 현황

○ 오리의 지역별 사육 황을 살펴보면, 특정지역에 사육 도가 집 된 경향

이 있다. 이는 라도 지역을 심으로 오리산업이 발 했으며, 주산지에서 

오리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2008년을 기 으로 남, 북, 충북지역에서 체 오리의 83.6% 이상이 사

육되고 있다. 남 지역의 사육호수 비 은 체의 15.8%에 불과하지만 사

육수수가 420만 수 이상으로 체의 43.5%를 차지하며, 북의 오리 사육규

모는 체의 25.5%, 충북은 14.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  지역별 사육마리수  사육호수(2008)

단 : 호, 마리 수

수도권 충청권 라권 경상권 강원권 제주권 계

사육가구수 593 1,321 1,458 1,030 765 25 5,192

사육마리수 575,829 1,733,435 6,811,470 518,414 24,177 38,890 9,702,21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 2008.

○ 한편, 청둥오리라고도 불리우는 토종오리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의 정착

으로 차 사육수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들의 경우 통계의 미비로 정확한 사육규모를 알 수 없지만, 일반 페킨

종 오리 사육물량의 10~15%가 오리농법을 한 새끼오리 생산과 오리

알 매  일부 육용오리 생산을 목 으로 사육되고 있다. 

- 육용 목 의 토종오리 부분은 남 지역에서 사육되고, 오리알  오

리농법에 이용되는 새끼오리 생산을 목 으로 사육되는 오리는 수도권

을 심으로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에서 주로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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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육수수 사육호수
호당 
사육수수

2,000수 이상
사육호수(%)

2,000수 이상
호당 사육수수

2,000수 이상 
비 (%)

2000  5,133,511 12,986 395 525(4.0)  8,805 90.0 

2001  6,715,554 12,845 523 626(4.9) 10,072 93.9 

2002  7,823,542 11,679 670 658(5.6) 11,306 95.0 

2003  9,017,280  9,987 903 653(6.5) 13,324 96.5 

2004  8,265,580  8,485 974 592(7.0) 13,558 97.0 

2005  8,388,747  8,921 940 607(6.8) 13,393 97.0 

2006  9,386,190  8,456 1,110 702(8.3) 13,024 97.4

2007 10,513,308  7,184 1,463 819(11.4) 12,478 97.2

2008.12 9,702,215 5,192 1,869 665(12.8) 13,043 89.4

  주: 2,000수 이상 사육호수에서 호 안은 체 사육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 각 연도.

표 2-5.  연도별 사육마리수  사육호수 

3. 오리 농가의 생산성  수익성2

3.1. 생산성

○ 국내 오리산업의 생산성은 PS 종자오리로 교체가 시작된 2004년을 후하

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오리 폐사율의 하락과 종란 부화율의 

한 향상 때문이다. 

- 육용 오리의 경우 출하일령이 계 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표 화하기

가 실 으로 어렵다. 특히 오리 출하 시 가격이 약세일 경우 농가는 출

 2 우병  외, ｢오리, 꿀벌, 산양, 사슴 산업의 황과 발  방안｣, 2008을 심으로 인

용·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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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기를 조 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수 에 따라 출하일령과 생산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 계 별 평균 출하일령을 살펴보면, 은 38~40일, 여름은 45~50일, 겨울은 

43일로 여름철 무더 로 인한 생산성 하 상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수익성

○ 2004년에는 HPAI 발생으로 오리 소비가 크게 감소한 반면 새끼오리 가격과 

사료비가 상승하면서 2004년 수당 소득이 부(負)의 수치인 -529원으로 나

타났다. 

연도 출하일령(일) 출하체 (kg) 사료요구율 폐사율(%) 부화율(%)

2000 44 2.95 2.37 10 65

2001 46 2.96 2.36 10 65

2002 49 3.09 2.26 10 67

2003 47 3.10 2.25 10 67

2004 47 3.10 2.25  9 70

2005 42 2.97 2.25  8 70

2006 44 3.05 2.19  8 73

2007 44 3.10 2.19  7 75

  주: 사료 요구율은 육용 오리 생체  1kg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량

자료: 한국오리 회 내부자료.

표 2-6.  연도별 오리 생산성 비교 

○ 이후 HPAI 청정국 지 를 회복하면서, 2005년에는 오리 소비가 증가하여 

조수입이 크게 증가하 다. 특히 2005년에는 경 비가 다소 감소하면서 오

리 수당 소득은 사상 최고치인 1,081원을 기록하 다. 이러한 경향은 2006

년 1,028원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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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008년 HPAI가 다시 발생하면서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으나, 2009년 

반 이후 오리고기에 한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

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상된다.

그림 2-2.  오리 수당 소득 변화 추이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원/생체수

조수입(A)

경영비(B)

소득(A-B)

자료: 우병  외, ｢오리, 꿀벌, 산양, 사슴 산업의 황과 발  방안｣, 2008, p24에서 재인용.

4. 오리 유통구조와 계열화 황3

4.1. 유통 경로

○ 육용 오리는 육계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계열화가 이루어져 시장 유통물

량의 약 80%를 계열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유사계열 등 산지 

유통인이 담당하고 있다. 

 3 우병  외, ｢오리, 꿀벌, 산양, 사슴 산업의 황과 발  방안｣, 2008을 심으로 인

용·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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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업체와 산지 유통인이 수집한 오리는 도압장을 거쳐 도매상과 소매

상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달된다.

- 산지 유통인의 오리 수집 물량도 계열업체의 도압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

문에 도매기능은 부분 계열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 소매단계에서는 가든, 오리 문 의 소비가 체의 88%을 차지하고 있

어, 소비의 외식편  상이 심하다.

그림 2-3.  오리 유통 경로

  주: 소매상 단계에서의 비 (%)은 2008년 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 결과임.

자료: 우병  외, ｢오리, 꿀벌, 산양, 사슴 산업의 황과 발  방안｣, 2008, p26에서 재인용함.

4.2. 계열화 방법 

○ 계열업체가 계열화 농가에게 새끼오리, 사료, 약품 등 생산자재를 공 해 주

면 농가는 소유하고 있는 사육시설과 기술  노동력을 이용하여 육용 오리

가 일정한 체 에 도달할 때까지 사육을 담당한다. 사육농가는 사 에 정한 

사육 수수료를 계열업체로부터 지 받으며, 사육된 오리는 도압장에서 도축

과정을 거쳐 오리고기로 상품화된다.

○ 농가 면담조사 결과, 농가의 계약사육에 한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계약 내용의 불만, 계열업체와의 일방 인 종속 계, 특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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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지 방식에 한 불만을 들고 있다. 수수료 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인데 부분의 계열업체는 사료 효율을 고려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

며, 일부에서만 농가의 성 에 따라 지 하는 상 평가를 채택하고 있다. 

그림 2-4.  오리 계열화 방법

○ 계열화에 있어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질 하문제가 농가에게 부담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수료 지 방식에서 최  지 액 보장에 한 

신 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5. 오리고기 수  황  가격 동향

5.1. 수급 현황

○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건강·보양식에 한 소비자의 심이 높아지면서 국

내 오리산업은 비약 으로 성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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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2만 6,361톤이던 국내 생산량이 1997년 12월 국산 오리고기 수

입제한 조치 이후 사육규모가 지속 으로 늘어나, 200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7만 9,821톤이 되었다.

그림 2-5.  수입 오리고기의 시장 유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8년 국내 오리고기 소비량은 21만 4,644톤이며, 이는 2004년 소비량 9만 

7,270톤에 비해 54.7% 증가한 수 이다. 과거 HPAI 발생으로 감소했던 소

비가 완 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4.42

㎏이며, 자 률은 99.9%이다.

○ 국내 생산기반이 지속 으로 성장하면서 오리고기 수입은 1996년 이후 감

소세를 보 다. 2005년 오리고기 수입량은 57톤으로 최소치를 기록하 으

나, 2007년에는 789톤으로 2005년보다 크게 증가하 다. 2008년에 오리고

기 수입량은 189톤으로 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 는데, 이는 HPAI의 여

로 수요가 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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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내생산(A) 수입량(B) 수출량(C) 1인당 소비량(kg)

1994  26,361 3,323    8 0.66 

1995  35,203 4,808   68 0.89 

1996  43,894 7,971  160 1.14 

1997  51,898 7,332  118 1.29 

1998  54,460 2,171   34 1.22 

1999  72,455 2,064  112 1.60 

2000  79,821 3,764  221 1.77 

2001  83,102 5,069  440 1.85 

2002 106,866 1,131  620 2.25 

2003 103,386 2,273  357 2.20 

2004  98,201  519 1,450 2.02 

2005 112,870   57  590 2.33 

2006 105,275   59  361 2.17 

2007 119,065 789 - 2.47

2008 214,565 188  109 4.4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2-7.  연도별 오리고기 생산, 수입, 소비량 변화

단 : 톤(정육 기 )

  

○ 2004년 이 까지 냉동 오리고기 수입은 주로 국에서 이루어졌으나 2004

년 말 이후 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서, 2007년부터 만으로 환되었

다. 랑스에서는 거   오리의 간(푸아그라)이 호텔용으로 수입되고 있

다. 2008년 오리고기 수입 시장 유율은 만 78.9%, 미국 16.8%, 랑스 

4.3.% 순이다. 국의 경우 HPAI 상시 발생국이기 때문에 주로 열처리된 훈

제  가공품이 수입되고 있다. 

○ 오리고기 수출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나, 부산물 요리 수요가 많은 국으로

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04년 오리의 해외 수출물량이 크

게 증가한 것은 HPAI로 수매한 물량을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발생한 일시  

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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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격 동향

○ 생체오리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 지만, 반 으로 상승추세를 보여 

왔다. 2009년 이후 소비의 증으로 인하여 가격 한 격히 상승하고 있다. 

- 최근 10년간 평균가격 변화를 보면 겨울철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여름철에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오리고기가 소비자에게 보양음식

으로 인식되어 복날 후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2010년 3월에 가격이 등한 것은 새끼오리 부족에 따른 원가 상승이 산

지 가격에 반 된 것으로 보인다. 

표 2-8.  생체오리 가격 동향

단 : 원/3kg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1 3,750 4,050 4,750 5,550 5,300 5,000 4,200 3,700 3,600 3,600 3,900 4,241 4,303

2002 4,300 4,350 4,200 4,100 4,100 4,000 3,874 3,800 3,600 3,600 3,800 3,935 3,972

2003 3,874 4,150 4,300 4,200 4,150 4,000 4,000 3,900 4,000 3,700 4,100 4,006 4,032

2004 3,950 3,400 4,000 4,500 4,500 4,700 4,800 5,000 4,450 3,825 4,000 4,243 4,281

2005 4,124 5,200 5,500 5,500 5,500 5,400 5,500 5,500 5,250 5,250 4,500 4,871 5,175

2006 5,526 5,729 6,000 6,467 6,000 6,000 5,871 6,000 5,760 4,635 4,387 4,200 5,548

2007 4,200 4,200 4,635 5,183 5,974 5,650 5,539 5,555 5,100 4,200 4,360 4,929 4,960

2008 5,477 5,300 5,639 5,583 4,613 4,530 5,174 6,000 6,000 5,742 5,500 5,597 5,430

2009 6,000 6,482 6,919 6,650 6,903 6,567 6,855 7,000 6,653 6,200 6,200 6,200 6,552

2010 6,619 6,700 7,232 7,833 8,200 8,200 -　 - - - -　 - -

평균 4,782 4,956 5,318 5,557 5,524 5,405 5,090 5,162 4,935 4,528 4,527 4,691 -

자료: 한국오리 회

○ 신선육 가격 한 여름철에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체오리와의 가격 차이

는 시기에 따라 크게 변하 지만, 최근에는 1,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4.

 4 생체오리는 3kg 기 이며, 신선육은 2kg 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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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신선육 가격 동향
단 : 원/2kg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6 6,371 6,661 7,000 7,467 7,000 7,000 6,871 7,000 6,643 5,635 5,387 5,200 6,520

2007 5,200 5,200 5,635 6,200 6,974 6,650 6,539 6,555 6,100 5,200 5,360 5,929 5,962

2008 6,477 6,300 6,638 6,583 6,300 6,300 6,548 7,000 7,000 6,742 6,500 6,597 6,582

2009 7,000 7,482 7,919 7,650 7,903 7,567 7,855 8,000 7,653 7,200 7,200 7,200 7,552

2010 7,619 7,700 8,232 8,833 9,200 9,200 - - - - - - -

평균 6,533 6,669 7,085 7,347 7,475 7,343 6,953 7,139 6,849 6,194 6,112 6,232 6,654

자료: 한국오리 회

○ 생육은 평균 신선육 80%, 토치육(생육을 불에 그을린 형태의 고기) 20%의 

비 으로 생산되고 있다. 토치육 생산을 해 토치할 때 약 50g이 감량되며 

추가 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선육보다 200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

고 있다.

- 도압 시 왁싱(waxing)작업으로 잔모를 제거하고 있지만 매처의 요구로 

인하여 과거 토치육의 행이 남아 있다.

○ 새끼오리 가격은 2007년 반부터 800~1,000원 수 을 유지하다가 2010년 

3월부터 새끼오리 부족 상으로 격히 상승하고 있다.

표 2-10.  새끼오리 가격 동향
단 : 원/마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1 600 700 900 1,200 1,000 950 400 450 500 500 500 550 688

2002 750 800 700 600 550 430 300 350 513 600 350 600 545

2003 600 650 700 650 600 600 563 487 600 600 500 700 604

2004 600 600 675 700 712 800 850 800 670 600 650 700 696

2005 675 800 1,000 1,100 1,100 1,045 835 750 880 900 833 700 885

2006 906 1,264 1,300 1,300 1,300 1,300 1,058 1,000 1,000 1,000 880 800 1,092

2007 864 1,000 1,039 1,200 1,280 1,240 897 800 800 800 800 800 960

2008 800 800 825 900 900 900 900 900 900 848 800 800 856

2009 800 893 1,194 1,1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1

2010 1,000 1,000 1,155 1,227 1,400 1,400 - - - - - - -

평균 760 851 949 1000 984 967 756 726 763 761 701 739 814 

자료: 한국오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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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리 산업의 문제 5

6.1. 생산단계

6.1.1. 국내 원종오리(GPS) 미보유

○ HPAI가  세계 으로 발생하고 있어 종오리 수출국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

우 수출이 단되어 국내 오리고기 수 에 큰 차질이 상된다6.

6.1.2. 생산농가 리 미비

○ 국내에서 3차에 걸쳐 발생한 HPAI는 닭 농장은 물론이고 오리 농장에서도 

발생하 다. 오리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은 육계보다 규모화가 덜 진 되

어 있고 사육시설이 세한 농가가 다수이기 때문에, 농가 리가 상

으로 취약한 편이다.

6.2. 유통 및 소비단계

6.2.1. 오리고기 소비의 외식 편  심화

○ 오리고기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소매단계에서는 가든, 오리 문 의 소비가 

 5 우병  외, ｢오리, 꿀벌, 산양, 사슴 산업의 황과 발  방안｣, 2008을 심으로 인

용·보완함. 

 6 실제로 2005년 유럽 역에 HPAI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 산란 종계(PS) 수입이 

정보다 지연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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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88%를 차지하여 소비의 외식편  상이 심하다7. 이와 같이 가정 

내 오리고기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식과 군납 등의 다양한 량 소비

처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오리고기 소비량 증가는 한계에 착할 가능성이 

높다. 

6.2.2. 외국산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 유통

○ 외국산 냉동 오리고기는 국내산과 비교하여 품질과 맛에서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따라서 가든형 식당, 오리고기 문  등에서 외국산 냉동 오리고

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매할 경우 소비자의 신뢰가 무 져 오리 소비

가 크게 축될 수 있다. 

6.2.3. 오리고기 비수기 소비 축 심화

○ 월별 도압 실 을 이용한 소비지수를 살펴보면, 오리고기도 닭고기와 같이 

여름철 수요가 집 되는 식품이므로 비수기에는 과잉생산의 부담이 있다. 

월별 소비지수를 바탕으로 2009년 기  5월 이 에는 연평균 도압실  기

(100)보다 감소하며, 특히 7월부터 8월까지 평균 26.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소비

지수
54.3 55.8 74.0 88.2 106.4 122.8 130.8 121.6 119.2 105.0 101.2 120.6 100.0

비고
복

복
말복

주: 도압된 오리가 모두 소비된다는 가정하에 소비지수는 2009년 월평균 도압수수를  

100으로 설정함.

표 2-11.  월별 소비(도압) 지수

 7 2008년 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 결과, 오리고기 소비 장소로 오리 문 (70%)

과 가든형 식당(18%)이 부분을 차지하 으며, 가정 내 소비는 10%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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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오리 관련 통계 부족

○ 오리산업이 지속 으로 성장하 으나 련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육마

리수와 생산량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되고 있으나, 주기가 1년 단 로 

공표되어 시에 활용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이 외의 자료들은 한국오리

회에서 발표하고 있지만, 수집기간이 짧거나 불확실한 자료가 다수이다. 

특히, 배합사료 생산량 자료는 품목별 정의가 확실하지 않아 오리 농가조차

도 혼돈을 겪고 있다.

○ 오리 사육마리수  농가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기타가축통계」를 통

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각 연도의 12월을 기 으로 하고 있어 계 성을 

고려한 사육규모를 악하기 힘들며, 그 한 2년 늦게 발표되고 있어 활용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

○ 한국오리 회를 통해 F1에 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F1 부화가 지

되는 축산법의 시행으로 농가들이 F1 사육규모에 한 공개를 꺼려하고 있

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체 종오리수와 생산될 오리의 

정확한 망이 어렵다.

○ 국내 오리고기 총공 량을 알기 해서는 생산량, 수입, 재고량에 한 악

이 필요하나 재고량에 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국내 총공 량을 

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확한 공 량 악을 해 계열업체 등 오리산

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을 상으로 재고량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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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측기법 연구

1. 분기보 발간 과정

1.1. 분기보 발간 과정

○ 분기보의 발간 일정은 기존 다른 축산 측 품목(한육우, 돼지, 젖소, 육계, 

산란계)과 동일하게 용할 방침이다. 

표 3-1.  축산 월보  분기보 발간 일정

매월 업무 세부 내용 비고

1일 편집회의 분기보 수록 내용 논의 별

2일 조사표 작성 웹조사 시스템 이용 품목별

3～10일 설문 조사 지역 모니터  농가 상 품목별

6～9일 지 조사 지역자문회의  농가방문 품목별

12～15일 조사 결과 분석 엑셀 일 분석 정리 품목별

16～18일 앙자문회의 원고 작성 1단 편집 별

21일 앙자문회의 실시 품목별 자문 원 참석 별

22～23일 최종 검토 회의 앙자문회의 의견 반 별

24일 최종 교정  인쇄 2단 편집 별

25일 분기보 발간  확산 분기보, 문자메시지, 푸쉬메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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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편집회의

○ 분기보에 수록할 내용을  내에서 검토한다. 발간일자를 후하여 특이 사

항이 있는지 논의하여 분기보에 반 될 수 있도록 한다. 

1.1.2. 조사표 작성  발송(모니터/표본농가)

○ 웹조사시스템(outlook.krei.re.kr) 속 → 화면 하단의 ‘연구원 모드’ 클릭 후 

지정된 ID와 비 번호로 로그인 → 화면 좌측 상단의 ‘모니터’ 클릭 후 ‘조

사표 리’ 선택 → 화면 상단의 ‘조사표 복사’를 클릭하여 년 동월 조사표

를 복사 → 화면 상단의 ‘수정’을 클릭한 뒤 조사표 내용을 년 조사 내용

에 맞게 수정한다(제목, 문항, 응답 상, 조사기간, 참고할 조사표 등).

○ ‘참고할 조사표’는 응답자가 문항 답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월 조사표 

는 년 동월 조사표로 설정한다. 

○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상단의 ‘메일발송’과 ‘FAX발송’을 각각 선택

하여 응답 상자에게 메일  FAX 두가지 방법으로 조사표를 발송한다. 아

울러, 필요시에는 ‘SMS발송’을 이용하여 조사표 발송 사실을 알리거나 응

답을 독 할 수 있다. 

○ 표본농가 조사표는 화면 촤측 상단의 ‘표본농가’를 클릭한 뒤 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단, 조사표 발송은 하지 않음). 

○ 표본농가 조사표의 내용은 조사를 담당하는 화조사 업체 직원을 상으

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품목담당자가 원하는 내용이 정확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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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  책

모니터

(지역자문 원)

·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축산 담당 지도사

· 지역별 축  축종별 담당자  회 지역본부 회장

·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연구소 연구원, 사료회사

표본농가   사육 농가 에서 사육규모  지역별로 표본을 선정

주: 모니터  표본농가 변경 시에는 측기획 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 웹조사 시스템

에 반 되도록 함. 

표 3-2.  표본농가  지역자문 원

1.1.3. 설문조사 실시

○ 발송된 조사표는 조사 개시 후 약 일주일 뒤 회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 응답률은 90% 이상을 유지하며, 특히 주산지 모니터는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1.1.4. 지 조사  지역자문회의

○ 지역자문회의: 각 지역 모니터 요원이 지역자문 원으로 참석한다. 해당 지

역의 사육 동향  질병, 출하 계획, 수출입 동향 등 해당 품목의 반 인 

동향에 한 정보를 교환한다(지역자문 원 명단 별첨 참조).

○ 지 조사

- 농가 방문: 사육 동향 출하 계획 등을 조사한다.

- 유  기  방문: 각 농업기술센터, 축 , 종축개량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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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조사 결과 분석

○ 웹조사 시스템에서 작성한 조사표를 클릭한 뒤, 상단 메뉴  ‘집계’ → ‘엑

셀 장’을 선택하여, 모니터  표본농가의 응답 내용을 엑셀 일로 장

한다. 

○ 조사된 내용을 분석할 때에는 지역별 재배면 에 따른 가 치를 부과한 뒤 

취합한다. 

1.1.6. 앙자문회의

○ 원고 작성: 측 분기보 발간을 한 최종 문가 회의이므로 분기보에 수

록될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원고에 포함되도록 한다. 분기보에는 지면 제약

상 포함되지 못하는 내용이더라도 자문 원들에게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

항은 두루 포함하여 분기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앙자문

원 명단은 부록 2 참조). 

1.1.7. 최종 검토 회의

○ 앙자문회의에서 지 된 사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측 분기보 최종 원고

를 작성한다(인쇄용 2단 편집). 

○ 작성된 최종 원고를 농식품부 담당 부서(축산경 , 정책통계담당 )에 발

송하여 검토를 받는다. 

1.1.8. 최종 교정  인쇄

○ 인쇄소에 최종 일을 보내 인쇄 작업을 진행한다. 이 때 오탈자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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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검토한다. 

1.1.9. 측 분기보 발행  확산

○ 매월 25일 인쇄된 측 분기보를 국에 배포한다. 

○ 연구원 홈페이지에 분기보 내용을 게재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푸쉬메일 

송 등을 한다( 측기획  담당).

2. 표본농가 샘 링

2.1. 표본추출과 절사

○ 표본재설계를 한 모집단은 2005년 12월 1일 기  농업총조사 자료를 기

본으로 하고 있다. 모집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표본추출틀을 설정해야 하

며, 표본추출들로부터 최종 인 표본이 추출된다. 좋은 표본추출틀은 모집

단과 일치하는 것이 좋으나, 자료의 성격상 일치하지 않는다.

○ 농업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왜도가 심한 품목은 통계 으로 유의한 범

 내에서 규모를 사하 다. 사육지역이 국 으로 분산되어 있는 품목

은 주산지만을 상으로 했으며, 비주산지는 사하 다.

○ 농업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분의 품목·축종에서 소규모 농가가 많

았으며 소규모 농가가 총생산에서 미치는 결과는 매우 다. 따라서 모집단 

내의 경작면 을 크기 순으로 정렬한 후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 이 통계

으로 유의수  범  내에서 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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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축산분야 표본농가 사지역

구분 사지역

축

산

한육우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 울산

젖소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 울산

돼지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 울산

육계 서울, 부산, 인천, , 구, 주, 울산, 제주

산란계 서울, 부산, 인천, , 구, 주, 울산, 제주

오리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 울산, 제주

○ 이는 조사비용과 추정의 효율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서 주산지 이외의 

지역에서 경작하는 면 이 작으면 경작농가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총계에

서 차지하는 비 이 작을 때, 이를 조사모집단에서 제외한다는 원칙과 부합

하는 것이다.

2.2 층 결정과 표본 농가 선정

○ 층의 크기는 한 수 의 신뢰구간과 실 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표본

수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한 층으로 결정하 다. 500수 이하는 사하

으며, 합계 228개 표본을 추출하 다. 지역별 표본농가 수는 아래와 같다.

표 3-4.  사육규모별 표본층

품목 층 1 층 2 층 3

오리 500∼5,000 5,001∼16,600 1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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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지역별 표본 수

품목 지역 층1 층2 층3 층4 층5 층6 층7 합계

오리

경기 5 12 17

- - - -

34

강원 12 0 0 12

충북 1 4 24 29

충남 0 0 7 7

북 1 1 33 35

남 1 6 89 96

경북 5 1 4 10

경남 1 0 4 5

합계 - 26 24 178 - - - - 228

3. 모형의 구조

3.1. 모형의 구성

○ 오리는 크게 난용종과 육용종, 난육겸용종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난육겸용종  페킨종을 주로 사육하고 있다.

○ 재 한국오리 회에서 종오리 수입을 총 하고 있으며, 종오리(PS)는 주로 

국과 랑스에서 수입하고 있다. 원종오리(GPS)는 아직 국내에서 사육을 

하고 있지 않아 종오리(PS)는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종오리(PS)와 산란에 가담하는 육용오리(F1)가 육용오리 생산에 동시에 가

담하고 있다. 육용오리를 생산하는 물량  종오리(PS)가 평균 으로 60%, 

산란에 가담하는 육용오리(F1)가 40%의 비율로 추정된다.

○ 종오리(PS)와 산란에 가담하는 육용오리(F1)에서 생산된 오리알은 28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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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후 45일의 사육기간을 거친 뒤 출하된다. 

○ 따라서 종오리  산란에 가담하는 육용오리(F1) 마리수를 이용하면 육용 

오리새끼 생산 마리수에 한 측이 가능하다. 재 생산에 가담하고 있는 

종오리  산란에 가담하는 육용오리(F1) 마리수를 이용하여 해당 월의 육

용 병아리 생산량을 망한 뒤, 이를 이용하여 45일 이후 오리고기 생산량

을 망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오리고기 생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질병, 일기, 온도 등)이 존재

한다. 이를 모형에 추가하여 생산성 하 요인이 발생할 때( : HPAI발병) 

모형을 보정할 수 있다.

○ 재 오리고기의 주된 소비처는 가든형 식당이며, 보양식으로 많이 매되

는 특성상 냉장유통 주로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풍미가 상 으로 떨어

지는 냉동육은 시장에서 선호도가 낮으며, 같은 이유로 수입육 역시 일반 

소매 시장보다는 가공육으로 사용되고 있다.

○ 따라서 재 모형에서는 냉장육 주로 유통되는 오리고기의 특성을 반

하여 오리고기 재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한편, 오리고기 자 율이 

99% 이상인 을 반 하여 수입량은 인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 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 육용오리(F1)를 산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2010년 7월부터 면 지된다. 그러나 산란에 가담하는 육용오리(F1)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상당기간 육용오리(F1)가 산란에 가담할 것으로 추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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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법령

축산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75호(시행 2009. 7. 1]

제30조 (축산업등록자의 수사항) 축산업 등록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수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6.30>

1. 부화업: 부화업의 등록을 한 자  닭·오리의 알을 부화하게 하는 것

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알만 부화하게 할 것. 다

만, 오리의 알을 부화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2010년 6

월 30일까지는 종오리의 알 외의 오리의 알도 부화하게 할 수 

있다.

         가. 종계·종오리의 알

         나. (생략)

그림 3-1.  오리 모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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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오리 수급 모형 추정

○ 오리 사육마리수의 월 사육마리수에 한 탄성치는 0.87, 오리새끼 입식

이 0.31로 추정되었다. 이는 오리 평균 사육일수가 45일이므로 월 사육마

리수가 오리새끼 입식마리수 보다 사육마리수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의

미가 된다.

월 
사육마리수

육용 오리새끼 
입식마리수   LM test

사육수수
0.87

(8.62)

0.31

(2.96)
0.93 0.23

표 3-6.  오리 사육마리수 탄력성

주: ( )안의 값은 t-value, 사육마리수 추정식은 level-level식이어서 탄성치를 별도로 추정함.

○ 오리 도계마리수의 탄력성은 월 사육마리수가 0.60, 월 사육마리수가  

0.54로 추정되었다. 

월 사육마리수 월 사육마리수   LM test

도계수수
0.60

(4.66)

0.54

(4.09)
0.87 0.81

표 3-7.  오리 도계마리수 탄력성

주: ( )안의 값은 t-value, 사육마리수 추정식은 level-level식이어서 탄성치를 별도로 추정함.

○ 오리 수요함수는 가격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가격 신축성 함수로 구성되

었으며 월별 모형인 을 감안하여 월 가격을 변수에 포함하 다. 

○ 분석결과, 월가격의 탄성치가 0.92로 나타나 월별 가격은 월가격에 크

게 의존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비량 탄성치는 -0.15로 나타났으나 소

득 탄성치는 1.04로 추정되었다. 이는 오리고기가 주로 보양식으로 소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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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여건을 반 한 것으로 단된다( 측모형의 구체 인 사항은 부록 

4, 부록 5  부록 6 참조). 

월가격 소비량 소득   LM test

월별 소비자가격
0.92

(29.53)

-0.15

(-3.38)

1.04

(5.65)
0.91 0.08

표 3-8.  오리고기 가격신축성 함수

주 : (  )안의 값은 t-value임.

○ 새로 구축된 오리 측 월별 수 모형의 합도를 알아보기 해 사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실시 결과 오리 사육마리수 망치도 통계 으로 유

의한 수 에서 합성을 보 으며, 공  측면이나 가격측면에서도 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오리 측사업 용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단되

었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오리 사육마리수, 수   가격 측 결과

0

10

20

30

40

5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S 종오리입식마리

2008년 2009년 2010년

천마리

 

0

10

20

30

40

5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F1 종오리입식마리수

2008년 2009년 2010년

천마리



37

그림 3-2.  오리 사육마리수, 수   가격 측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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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 운

4.1. 모형의 구성 요소

○ 오리 월별 수 모형은 엑셀 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게 Main, 종합 

DB, Equation, Table, Graph의 5부분(sheet)으로 이루어져 있다. Main 시트

에서는 주요 추정 변수 소개  측모형의 개략도를 소개하고, 종합 DB에

서는 각종 변수  데이터를 정리하 다. Equation에서는 모형에 이용된 추

정 방정식을 정리하고, Tables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표로 나타내었다. 

Graph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그래 로 정리하 다. 

○ 오리 월별 수  모형은 엑셀로 만들어져 통계  계량 로그램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 데이터 입력  처리를 오리품

목 담당자가 측업무를 수행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 다. 

표 3-9.  오리 월별 수  모형 구성요소

구성 요소

Main Page 주요 추정 변수 소개  측모형 개략도 소개

종합 DB 각종 변수  데이터 정리

Equation 모형 추정 방정식 정리

Table 시계열 데이터를 표로 정리

Graph 시계열 데이터를 그래 로 정리

4.2. 새로운 자료의 입력 방법

○ 오리 월별 수  모형을 운 하기에 앞서, 사용자는 엑셀 로그램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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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일반 으로 엑셀의 계산 옵션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수동으로 설정해야 순환오류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를 해 메뉴-옵션-수식을 차례로 클릭한 뒤, 계산 방식을 수동으로 설정한 

이후, 반복계산 허용 탭을 선택한 뒤, 최  반복회수는 1000회, 변화 한도 

값은 0.001로 설정하 다8.

○ 종합 DB에 입력된 자료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 거시 경제 변수 : 인구수, 가처분소득

- 종오리 련 자료 : PS 종오리, 산란용 F1 오리, 도태 상 물량, 산란 

인 종오리 사육마리수

- 실용 오리 자료 : 새끼오리 생산마리수, 육용오리 사육마리수

- 수  자료 : 오리고기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수출량

- 가격  사료자료 : 오리 생체가격  새끼오리 가격, 육성단계별 사료 

생산량

○ 거시 경제 변수의 경우 인구, 가처분소득이 해당되며, 이들 변수는 외생변수

로써 련 기 에서 발표한 망치를 입력하여 사용한다.

○ 오리고기 생산량을 악하기 해서는 산란 인 종오리 사육마리수  육

성 인 종오리 사육마리수를 우선 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한국오리

회에서 발간하는 ｢종오리 DB소식지｣의 수치를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 실용오리 자료  새끼오리 생산마리수는 오리 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입력하며, 육용오리 사육마리수는 ‘가축동향’을 이용한다. 한 실용오리 도

압마리수는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자료를 이용한다.

8 최  반복 회수  변화 한도 값은 연구자의 단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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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데이터  생산량  소비량, 1인당 소비량은 모형에서 계산되는 수치

이므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오리고기 생산량  수입량은 세청 자료를 

이용한다.

○ 가격 데이터에서는 오리 생체가격  새끼오리 가격을 입력하며, 사료데이

터  산란오리 사료 소비량과 어린오리, 육성오리 사료 소비량 자료는 사

료 회 발표 자료를 입력한다.

○ 종합 DB에 새로운 자료로 업데이트하기 해서는 우선 데이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을 보면 일부 데이터가 굵은 체(볼드체)로 표시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Equation에서 계산된 값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3.  종합 DB의 데이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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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들어 2010년 3월의 각 데이터에는 볼드체가 없으나, 4월 데이터에는 

일부 자료들이 볼드체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4월 데이터는 모형에서 계산

된 수치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 기존의 자료를 수정하기 해서는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F9 

키를 러 모형을 작동시키면 새로 입력된 자료에 맞게 모형이 작동된다.

○ 계산된 망치를 수정하기 해서는 Equation 시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아래 그림의 A열에는 에서부터 차례 로 ‘1.산란에 가담하는 

PS 종오리 마리수(1000 head)’라는 설명과 함께 ‘Dependent Variable: 

LOG(NB551A_PS)’라는 설명이 있다. 

○ 차례 로 독립변수 추정치(parameter)와 독립변수가 나열되어 있다. 함수식 

부분에 SUM, ADJUSTMENT, ESTIMATE, ACTUAL이 있으며, 추정치

와 독립 변수들에 해당하는 행들은 A열의 추정치와 종합 DB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의 값을 곱한 값이다. SUM은 독립변수 행들을 더한 값으로 종속변수 

추정치가 된다.

○ ADJUSTMENT란은 추정된 식의 오차항으로 과거 데이터에서는 실제 자료

값과 망치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망치에서는 연구자의 

단과 시장 상황을 통해 오차값을 구한다. 일반 으로 망치의 오차값은 

마지막 실측치에서의 오차값보다 작은 값(  )을 가지도록 마지막 실측

치의 오차값에 조정계수(단, 0<조정계수<1)를 곱해야 하며, 조정계수의 범

는 연구자의 분석에 따라 변화를  수 있다.

○ ESTIMATE 행은 SUM과 ADJUSTMENT 행의 합으로, 망치의 내생변수

로 이용되며, ACTUAL 값은 종속변수의 실제값으로 종합 DB에서 가져온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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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EQUATION SHEET의 구성

○ 자료를 업데이트하 을 경우, 종합 DB란에 있는 망치는 실측치로 바 게 

된다. 이 경우, EQUATION 시트의 ADJUSTMENT 항을 실측치에 알맞게 

수정해 주어야 모형에서 보다 정확한 망치를 얻을 수 있다. 

○ 이를 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앞서 종합 DB에서 2010년 3월 데이

터에 실측치를 입력하 다고 가정한다면, 2010년 3월에 해당하는 Equation

의 Adjustment를 바꾸어주어야 한다. 즉, 산란에 가담하는 PS 종오리 마리

수를 입력하 다면, Equation 시트의 해당 추정식을 찾아야 한다. 이후 해당

식의 2010년 3월 Adjustment 항을 찾은 후 F2키를 르면 [=AVERAGE 

(BI13:BM13)]과 같은 함수식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 식을 ACTUAL-SUM으로 바꾸어서 실측 오차값으로 수정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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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페이지 상단 그림과 하단 그림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 을 알 수 있다.

○ Equation 시트에 있는 추정식 에서 실측치로 업데이트한 자료가 있을 경

우 마찬가지 방법으로 Adjustment 항을 업데이트한 뒤, F9을 러 모형을 

작동시킨다.

○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망치의 Adjustment 항은 연구자의 단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를 들어 2010년 4월 고병원성 AI 발병으로 오리 사육마

리수가 10%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마리수 추

정식의 2010년 4월 Adjustment 항을 가감하여 사육마리수를 10% 감소시키

면 해당 시나리오에 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3-5.  Adjustment 항의 수정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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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Adjustment 항의 수정방법 (2)

4.3. 모형의 오류 수정 방법

○ 종합 DB란에 수치를 업데이트하면서 실측치와 히 차이가 나는 값을 

입력할 경우( : 10,000 단 로 표시되어 있는 입력란에 원래 수치 값을 입

력하는 경우), 는 모형에 격한 충격(Shock)이 가해지는 경우 모형에서 

‘#NUM’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 우선 가장 단순한 방법은 오리 월별 측 모형을 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

이다. 작업량이 많지 않을 경우 기존에 장되어 있는 일을 다시 열어서 

작업하는 것이 효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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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량이 많아 다시 일을 열기가 어려울 경우, 우선 종합 DB에서 망치

가 표시되어 있는 DATA를 복사하여 ‘#NUM’ 오류가 발생한 행까지 붙여

넣기를 한다. 두 번째로 Equation 시트의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확인한 뒤, 

계산식을 복사하여 오류 발생 부분에 붙여넣기를 한다. 세 번재로 첫째 과

정에서 복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오류가 발생하 던 부분에 붙여넣기한 이

후 F9을 러 모형을 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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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요약  결론

○ 이 연구는 오리 측 사업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하여 오리산업에 한 

반 인 내용을 정리하고, 종오리, 배합사료 생산량, 오리 산지가격 등 기

 통계를 바탕으로 오리 측 모델 구축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 1990년  오리 사육마리수는 연평균 34% 증가하면서 1991년 140만 수 던 

사육마리수는 1999년 480만 수에 달하 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0년  들

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유지하 다. 2008년 오리 생

산액은 1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2003년 4,595억 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액으로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사육규모와 오리가격의 상승세가 원인이 

되고 있다. 

○ 한편, 계열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체 오리 사육농가의 80% 정도가 계열

화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오리 종자는 페킨종 종자오리 사육물량의 60% 내

외가 통이 증명되는 종오리로 교체되는 성과를 도출하 다.

○ 외식소비 측면에서는 소규모 요식업소들의 소비 비 은 지속 으로 어드

는 데 반해 문화된 형 요식업소로의 소비편  상이 더욱 높아졌으며, 

가공품 소비 역시 크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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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오리는 1일령에 수입된 후 25~26주의 육추기, 육성기, 산란 기를 거치며 

이후 산란기를 통해 종란을 채취한 다음 부화장에서 부화기간 28일 거친 후 

사육농장에 분양된다. 분양된 육용 오리는 40~50일 동안 농장에서 비육한 

후 시장에 출하된다.

○ 오리는 남, 북, 충북지역에서 체 오리의 83.6% 이상이 사육되는 등 

특정 지역에서 집  사육되고 있다. 이는 통 으로 주산지에서의 오리 소

비가 왕성하 으며, 오리 농법이 꾸 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 육용 오리의 경우 출하일령이 계 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표 화하기가 

실 으로 어렵다. 특히 오리 출하 시 가격이 약세일 경우 농가는 출하시

기를 조 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에 따라 출하일령과 생산성이 다르게 나

타난다.

○ 오리의 수당 수익성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HPAI 발생으로 수당 소득이 

마이 스에서 회복세로 돌아서, 2009년 반 이후 오리고기에 한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

○ 오리산업의 문제 으로는 우선 생산단계에서 국내 원종오리 미보유, 생산농

가 리 미비 등의 문제 이 지 되었고, 유통  소비단계에서는 오리고기 

소비의 외식 편  심화, 외국산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 유통, 비수기 소비 

축 심화, 오리 련 통계 부족 등이 지 되었다. 

○ 오리 측 기법은 타 축종 측기법과 유사하게 편집회의, 조사표 작성  

발송(모니터/표본농가), 설문조사 실시, 지 조사  지역자문회의, 조사 결

과 분석 앙자문회의, 최종 검토 회의, 최종 교정  인쇄, 측 분기보 발행 

 확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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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해 표본농가 통계  기법에 의해 228개의 샘 을 추출하고, 층의 결

정과 표본 농가 선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 다. 

○ 과학 이고 정확한 오리 측을 해 오리 수  분석 모형을 개발하 다. 모

형에서 밝 진 바는 다음과 같다. 오리 사육마리수의 월 사육마리수에 

한 탄력치는 0.87, 오리새끼 입식이 0.31로 추정되었다. 오리 도계수수의 탄

력성은 월 사육마리수가 0.60, 월 사육마리수가  0.54로 추정되었다. 오

리 수요함수는 가격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가격 신축성 함수로 구성되었

다. 월가격의 탄성치는 0.92, 소비량 탄성치는 -0.15로 나타났으나 소득 

탄성치는 1.04로 추정되었다. 이는 오리고기가 주로 보양식으로 소비되는 

실여건을 반 한 것으로 단된다.

○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비 으로 월별 측을 시뮬 이션한 결과, 오리 

사육마리수 망치도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합성을 보 으며, 공  

측면이나 가격측면에서도 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9월 측에 

이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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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6.15-6.30  7.1-7.15  7.16-7.31  8.1-8.15  8.16-8.31  

입식수수  

  8.1-8.15 8.16-8.31 9.1-9.15 9.16-9.30 10.1-10.15 이   후

출하수수 

부록 1

표본농가 조사표

***. 선생님 댁 축사의 오리 사육규모가 어떻게 되십니까? (            수)

1. 선생님께서는 현재 계열화 회사와 계약 사육을 하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 현재 계약 사육을 하시고 계시면 어디(누구)와 하고 계십니까? 

□ 계열화회사(업체명:             )   □ 유사계열화(업체명:             )  

 

2. 현재 축사에 오리가 있습니까?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전화조사를 하는 당일, 전화조사 이전에 시장에 출

하한 경우) 3번 문항으로 이동하고, ‘예’라고 답한 경우(전화조사 이후시간

에 출하할 물량이 있는 경우) 문항 2-1부터 조사. 

2-1. 현재 축사에 있는 오리는 언제 (몇 월, 몇 일) 입식하셨습니까? 그리고 

몇 수나 입식하셨습니까? 

2-2. 현재 축사에 있는 오리는 언제(몇 월, 몇 일) 몇 수나 출하하실 예정이

십니까? 



50

   7월1일~7월31일  

 출하일령(일)  

 출하체중(kg)  

 폐사율(%)  

   8.1-8.15  8.16-8.31  9.1-9.15  9.16-9.30  10.1-10.15   이후  

 입식수수 

2-3. 최근 생육상황은 지난해보다 어떤 편이십니까? 

○ 아주 좋음   ○ 약간 좋음   ○ 보통 상태   ○ 약간 나쁨   ○ 아주 나쁨

*. 그리고 그 이유는? 

□ 날씨영향   □ 새끼오리(병아리)상태   □ 질병발생   □ 기타 (      )   

2-4. 최근 생육상황은 지난달보다 어떤 편이십니까? 

○ 아주 좋음   ○ 약간 좋음   ○ 보통 상태   ○ 약간 나쁨   ○ 아주 나쁨  

*. 그리고 그 이유는? 

□ 날씨영향   □ 새끼오리(병아리)상태   □ 질병발생   □ 기타 (      )   

2-5. 7월 1일~7월 31일까지 출하하신 물량의 출하일령, 출하체중, 폐사율은 

어떠합니까?(출하물량이 없을 시는 다음 항목으로)

*평균 출하일령은 45일, 평균 출하체중은 3kg 

3. 앞으로 입식하실 예정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언제 (몇 월, 몇 일), 몇 수나 입식하실 예정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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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 성명 비고

1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 과 사무 변동주

2 농림수산식품부 통계기획과 사무 권 욱

3 통계청 사무 유병하

4 한국오리 회 무 이강

5 (주)화인코리아 이사 김형균 종오리, 육용

6 (주)다 푸드 이사 임채 사육, 사료

7 (주)주원산오리 부장 김학 유통

8 (주)코리아더커드 이사 문성 유통

9 (주)모란식품 차장 이용웅 유통

10 (주)서울사료 부장 이 덕 사료

11 태호농장 표 임종 사육

부록 2

앙자문 원 명단

부표 1.  앙자문 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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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지역자문 원 명단

부표 2.  충북 지역자문 원 명단

소속 직 성명 비고

1 충북도청 주사 정한수

2 진청군청 계장 이종찬

3 모란식품 부장 김윤섭 사육

4 짱구농장 표 정기헌 사육

5 코리아더커드 표 손익승 사료, 사육

6 주원산오리 사육 장 기 종오리, 사육

7 원천오리농장 표 마낙 종오리, 부화

8 주원산오리 과장 안명균 유통

9 모란식품 차장 김 곤 유통

10 신정농원 표 정연우 유통

부표 3.  경기/충남 지역자문 원 명단

소속 직 성명 비고

1 경기도청 계장 이강령

2 다 푸드 이사 송성수 사육

3 한국오리 회 충남지회 천안지부장 박 사육

4 성호부화장 표 손윤권 종오리, 부화

5 화인코리아 천안 이사 이상익 종오리, 부화

6 양축산 표 홍성 사육, 유통

7 조우리 표 조상기 유통

8 야곱농장 표 이석호 유통

9 청산식품 표 안희복 유통

10 양주골오리 표 박한동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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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남 지역자문 원 명단

소속 직 성명 비고

1 남도청 과장 안병선

2 한국오리 회 남지회 지회장 정정우 사육

3 탐진농장 표 송 갑 사육

4 한국오리 회 남지회 무안지부장 김필수 사육

5 유산장농원 표 박성 사육, 유통

6 부성 표 이덕행 종오리, 부화

7 덕신 표 양성 종오리, 부화

8 코리아팔도 이사 양한 유통

9 성실 표 김상덕 유통

10 화인코리아 과장 손덕 유통

11 정다운 본부장 고 재 유통

부표 5.  북 지역자문 원 명단

소속 직 성명 비고

1 북도청 과장 박정배

3 한국오리 회 북지회 지회장 김학 사육

4 코리아더커드 차장 송인찬 사육

5 삼호 사육 장 고장석 사육

6 환산 표 정동복 종오리, 부화

7 무주 표 임춘배 종오리

8 코리아더커드 표 정상호 유통

9 삼호 실장 송 섭 유통

10 육일농장 표 황문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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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모형 변수명

1. 오리 변 수

구분 변수명 단 변수설명 자료출처

거시경제
변수

Pop 명 인구수 통계청

Dinc 천원 가처분소득 통계청

종오리

nb551y_ps 천수 ps종오리 입식 한국오리 회

nb551y_f1 천수 F1종오리 입식 한국오리 회

nb551a_ps 천수 산란에 가담하는 PS종오리 한국오리 회

nb551a_f1 천수 산란에 가담하는 F1종오리 한국오리 회

nb551r_ps 천수 미도태된 ps종오리 한국오리 회

nb551r_f1 천수 미도태된 F1종오리 한국오리 회

nb551 천수 산란 인 종오리 사육수수 한국오리 회

실용오리

nb552c 천수 새끼오리 생산수수 한국오리 회

nb552 천수 육용오리 사육수수 한국오리 회

SL552 천수 실용오리 도압수수 농림수산식품부

SLR552 % 폐사율 한국오리 회

nb552_1 천수 육용오리 사육수수 농림수산식품부

수

Q552_CAR 톤 오리고기 생산량

M552 톤 오리고기 수입량 세청

X552 톤 오리고기 수출량 세청

d552 톤 오리고기 소비

perd552 kg/인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

가격
nfp552 원/3kg 오리 생체 산지가격 한국오리 회

nfp552b 원/마리 새끼오리 가격 한국오리 회

사료

feed551 톤 산란오리 사료소비량 사료 회

feed552 톤
어린오리  

육성오리사료소비량
사료 회

feed553 톤 오리사료총소비량 사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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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단일 방정식 추정결과  측력 검정

1. 종오리 추정식

□ 산란에 가담하는 PS  종오리 마 리수

LOG(NB551A_PS)=-0.060876C+0.871078LOG(NB551A_PS(-1))+0.134941LO

G(NB551Y_PS(-5))+0.093388LOG(NB551R_PS)+0.06018

1(DUM10+DUM01)

□ 미도 태된 PS  종오리

NB551R_PS=-71.75928C+0.623906NB551R_PS(-1)+0.014062NFP552(-1)-9.5

89329(DUM10+DUM12-DUM01)

□ 산란에 가담하는 F1 종오리 마 리수 ( 10 0 0  he ad )  

LOG(NB551A_F1)=25.48943C+0.736696NB551A_F1(-1)+0.670115NB551Y_F

1(-5)+0.493677NB551R_F1+32.20978(DUM09-DUM12)

□ 미도 태된 F1 종오리

NB551R_F1=-27.13623C+0.511512NB551R_F1( -1)+0.004905NFP552(-1)+2

8.06646DUM10+13.22224( DUM01+DUM02+DUM03+DUM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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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용오리 추정식

□ 새 끼 오리 생 산 마 리수

N B 5 5 2C=- 3144.39 9 C+17 .8 8 4N B 5 5 1( - 1) +10 9 2.127 ( D U M0 1+D U M0 3+D

U M0 7 ) - 6 7 1.0 16 2D U M11

□ 오리 사 육마 리수

N B 5 5 2=27 6 .5 30 6 C+0 .7 5 47 13N B 5 5 2( - 1) +0 .8 28 18 2N B 5 5 2C( - 1) - 18 49 .6

5 1D U M0 1+- 9 0 8 .8 419 D U M0 2- 9 10 .5 0 9 8 D U M0 7 - 228 3.0 5 2D U M

0 8 - 10 6 0 .8 47 D U M10 +5 40 .7 5 5 9 D U M12- 26 25 .0 0 2D U M20 0 8 0 6 +2

16 6 .8 0 5 D U M20 0 8 0 8 - 2228 .7 23D U M20 0 8 0 7

3. 수 식

□ 오리고 기 생 산량

Q 5 5 2_CA R=S L5 5 2×10 0 0 ×2.4/ 10 0 0

□ 오리 도 압 마 리수

S L5 5 2=- 9 3.9 5 0 5 8 C+0 .20 9 17 1N B 5 5 2+0 .18 5 48 5 N B 5 5 2( - 1) +7 0 3.7 7 5 2 

D U MMYA I

□ 오리고 기 소 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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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52=Q552+M552-X552

□ 오리고 기 1인당 소 비 량

PERD552=D552/POP

4. 오리고기 가격 계산식

□ 오리 생 체  가격

LOG(NFP552)=-9.717638C+0.91893LOG(NFP552(-1))+-0.154956LOG(PERD

552)+1.047246LOG(DINC)+-0.04234DUM02+0.064066(DUM

07+DUM08)+-0.129653DUM10-0.172031DUM200805+0.1476

71DUM200705

5. 측력 검정

MAPE
Theil’s
Coefficient

Bias
Proportion

Variance
Proportion

Covariance
Proportion

NB551A_F1 6.229803 0.307758 0.275233 0.402459 0.322307

NB551A_PS 8.275634 0.041773 0.901874 0.063830 0.034296

NB551R_F1 4.837501 0.377089 0.568844 0.274669 0.156487

NB551R_PS 38.541190 0.383874 0.503323 0.027762 0.468915

NB552F 0.599763 0.003360 0.000000 0.001665 0.998335

NB552CF 4.135987 0.023540 0.000000 0.022885 0.977115

NFP552F 8.586903 0.050048 0.077669 0.103994 0.818338

SL552F 8.237581 0.041800 0.019954 0.090730 0.8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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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오리 장기 수  모형

1. 장기 수 모형의 개요

○ 오리 수  장기 수 모형은 1990∼2009년까지의 사육마리수  수 데이터

를 바탕으로 구성된 연별 모형으로 오리 사육마리수, 생산량, 소비량, 산지

가격 등을 망할 수 있다.

○ 오리 사육마리수를 망하기 해서는 종오리 련 데이터(종오리 입식마

리수, 산란 인 종오리 마리수, 도태마리수)가 필수 이다. 그러나 종오리 

련 데이터는 2009년 하반기부터 월별자료 형식으로 발표되기 시작하 으

며, 그 이  자료는 연별 종오리 수입마리수만 존재하므로 본 모형은 연별 

종오리 수입 자료를 심으로 사육마리수를 추정하 다.

○ 한 산란에 가담하는 오리 에는 종오리 이외에도 육용오리(F1)가 포함되

어 있으나, 이러한 산란용 육용오리에 한 통계 역시 미비하여 모형분석에 

이용할 수 없어 모형 측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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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수 모형의 구성

○ 장기수 모형은 오리 월별 수 모형과 같이 Main, 종합 DB, Table, Graph의 

5개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트의 역할은 오리 월별모형과 같다.

○ 장기모형의 운   입력 방법, Equation 시트의 Adjustment 항의 수정방법

은 앞서 설명한 월별모형을 참고하도록 한다.

3. 오리 장기 수 모형 방정식 추정  측력 검정

3.1. 장기수급모형 방정식 추정

○ 종오리 입식마리수 추정

 B551=108026.3C+0.900947NB551(-1)+-78264.71(DUM06+DUM07+DUM08)

○ 육용오리 입식마리수 추정

 NB552=8079.534C+0.00944NB551(-1)+950.7059DUM07

○ 도압마리수 추정

SL55=-2491.897C+5.21875NB552+-11759.56SD03+-6491.682(DUM05+DUM

06)+12033.15DUM08

○ 생산량 추정

Q55=SL55×1000×3×0.6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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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E
Theil’s

Coefficient

Bias

Proportion

Variance

Proportion

Covariance　

Proportion

 NB551 2.317383 0.011278 0.006008 0.063960 0.930032

 NB552 0.084556 0.000527 0.000000 0.000044 0.999956

 SL55 11.45002 0.071262 0.173697 0.184607 0.641697

 NFP55 9.050452 0.072248 0.249601 0.026065 0.724334

○ 총 공 량 추정

SUP55=Q55+M55

○ 소비량 추정

D55=Q55+X55

○ 1인당 소비량 추정

PERD55=D55/POP

○ 산지가격 추정

LOG(NFP55)=10.96794C+0.716702LOG(D55/POP)+-0.862499LOG(DINC/POP)

+0.261499SD04+0.220092DUM06+0.074728DUM07+-0.199888DUM08

3.2. 모형의 예측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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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리 장기 수 모형 망결과

‐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오리사육수수단위: 천수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오리도압수수단위: 천수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오리고기생산량단위: 톤

 ‐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산지가격단위: 원/생체3kg



62

참고 문헌

그리므드. ｢그리므드 사양 리 매뉴얼-페킨 종오리｣.

김명환 외. 2007. ｢농업부문 망모형 구축 연구(1/2차 연도)｣. 한국농 경제연구원.

김명환 외. 2008. ｢농업부문 망모형 구축 연구(2/2차 연도)｣. 한국농 경제연구원.

김연  외. 2006. ｢배추 계 별 수 모형 개발｣, 한국농 경제연구원.

김정주 외. 2005. ｢오리  오리고기의 생산·유통·소비구조에 한 조사연구｣. 농림부.

농림부. 2008-2000. ｢기타가축통계｣.

농업 동조합 앙회. 2008. ｢축산물가격  수 자료｣.

농수축산신문사. 2008. ｢한국축산연감｣.

박민수 외. 2000. ｢기타가축의 사육실태와 경 성과｣. 농 진흥청.

우병  외. 2008. ｢오리, 꿀벌, 산양  사슴산업의 황과 발 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

이용선 외. 2006. ｢농업 측 품목 모형 KREI-COMO 2005 개발·운 ｣. 한국농 경제연구원.

체리밸리. ｢SM3 PARENT(종오리) MANAGEMENT MANUAL｣.

한석호 외. 2004. “시장개방하의 배추 수 모형과 망.” ｢농 경제｣ 제27권 3호. 한국농

경제연구원.

한석호 외. 2010. ｢ 기 선행 측 기본모형 개발연구｣. 한국농 경제연구원.

한국오리 회. 2009-10. ｢종오리 DB소식지｣.

Abramovitz, Moses, Inventories and Business Cycles, NBER, New York, 1950.

Andreu Mas-Colell, Michael D. 1995. Whinston andJerry R. Green. Microeconomic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Arthur S.Goldberger. 1991. A Course in Econometrics. Harvard University Press.

Bekker, P.A. 1994. “Alternative approximations to the distribution of instrumental 

variablesestimators.” Econometrica, 62, 657-681.

Brandt, J.A., and D. Bessler. 1983. “Price Forecasting and Evaluation: An Applicationin 

Agriculture.” J. Forecasting 2.

DavidM. G. Newbery and Joseph E. Stiglitz. 1981. The Theory of Commodity Price 

Stabi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reene. WilliamH. 2004. Econometric Analysis. Pearson Education, Fifth Edition.

Han, Suk Ho. 2009. “The Impact Analysis of Structural Change with respect to 

Korean-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Dynamic Simultaneous Equation 

Model Approac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63

Jeffrey M.Wooldridge. 2001.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TheMIT Press; 1th edition.

      . 2005. Introductory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South-Western College Pub; 

3 edition.

Peter Kennedy. 2003. A Guide to Econometrics. Wiley-Blackwell; 5th edition.

Robert S.Pindyck. 1998. Econometric Models and Economic Forecasts. McGraw Hill Higher 

Education; 4th edition.

Ron C.Mittelhammer, George G. Judge, and Douglas J. Miller. 2000. Econometric 

Found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keshi Amemiya. 1985. Advanced Econometrics. Harvard University Press; 1 edition.

Varian, HalR. 1983. “Non-parametric Tests of Consumer Behavior.” Reviewof Economic 

Studies 50: 99-110.

      . 1992. MicroeconomicAnalysis. New York: W. W. Norton &Company, Inc.

Walter Enders. 2003. Applied Econometric Time Series. Wiley; 2 edition.

Walter N. Thurman. Endogeneity Testing in a Supply and Demand Framework. 

Williams, J. C. and B.D.Wright. 1991. Storage and Commodity Marke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mack, Abner. 1976. “The U.S. Demand for Corn, Sorghum, Oats and Barley: An 

EconometricAnalysis.” Economic Report 76-5.



연구자료 D288

오리산업 황과 측기법 연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0. 7.

발  행 2010. 7.

발행인 오 세 익

발행처 한국농 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 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됩니다.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선행 연구

	제2장 오리산업 현황
	1. 오리산업의 특성
	2. 사육 현황
	3. 오리 농가의 생산성 및 수익성
	4. 오리 유통구조와 계열화 현황
	5. 오리고기 수급 현황 및 가격 동향
	6. 오리 산업의 문제점

	제3장 관측기법 연구
	1. 분기보 발간 과정
	2. 표본농가 샘플링
	3. 모형의 구조
	4. 모형 운영

	제4장 요약 및 결론
	부록1 표본농가 조사표
	부록2 중앙자문위원 명단
	부록3 지역자문위원 명단
	부록4 모형 변수명
	부록5 단일 방정식 추정결과 및 예측력 검정
	부록6 오리 장기 수급 모형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