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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RES 2015년 축산 전망 *
(돼지고기, 닭고기)

송  우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돼지고기 전망 1) 

1.1. 단기 전망

  2015/16년 호주 돼지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 전망은 쇠고기와 양고기

에 비해 돼지고기 신선육에 대한 국내 수요가 많고, 호주 달러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

출 수요가 개선되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돼지고기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14년 36만 톤에서 2019/20년 41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4/15년 돼지고기 도축장 거래가격1) 가중평균은 3% 상승한 kg당 315센트(지육기

준)로 예상된다. 이는 쇠고기와 양고기의 소비자가격이 상승하면서 신선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공을 위한 돼지고기 수입과 국내 돼

지고기 생산이 모두 증가하여 2014/15년 돼지고기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 (gnos@krei.re.kr  02-3299-4328). 본고는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S)의 2015년 농업 전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1) over the hooks price: 생축이 도축장으로 직접 운송되고 그곳에서 중량을 측정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때 형성되는 가

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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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호주 돼지고기 생산과 도축장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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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2015/16년 돼지고기 도축장 거래가격 가중평균은 2% 추가 상승한 kg당 320센트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가격에 비해 다른 적색육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

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도축장 거래가격은 점차 하락하여 2019/20년에는 kg당 301센트(2014/15년 

불변가격)로 전망된다. 중기적인 돼지가격의 하락 요인은 가공용 돼지고기 수입과 경

쟁이 지속되고 타 적색육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들 육류의 가격 상승이 둔해지는 것

이다. 호주 달러의 평가절하를 고려하더라도 북미와 EU로부터의 수입 돼지고기는 가

격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중기 생산 증가

  2014/15년 호주의 돼지고기 생산은 8,000톤(2%) 증가한 36만 8,000톤으로 예상된다. 판

매가격이 상승하고 사료비용이 감소하면서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해 왔다. 2014/15년 

전반기 7개월 동안 밀 가격 대 돼지가격과 보리 가격 대 돼지가격은 2014년 전반기 6개

월에 비해 12% 높은 수준이었다. 이 상대가격은 양돈업 수익의 지표로 활용된다. 

  2015/16년 돼지 생산은 8,000톤이 추가로 증가하여 37만 6,000톤으로 예상된다. 가공

부분의 수입 돼지고기와 경쟁이 지속되지만 국내 사료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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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이런 환경은 신선육 시장에 기반을 둔 국내 돼지고기 생산을 촉진시키고 있

다. 2015/16년 미국 달러 기준 국제시장의 곡물가격은 비교적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호주 달러의 평가절하 효과로 인하여 낮은 곡물가격의 효과는 상당부

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돼지고기 생산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20년에 41만 톤으로 전망된

다. 이 기간 동안 국내 돼지고기 생산분은 주로 신선육 시장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런 전망은 방역문제로 인한 수입금지가 신선육 시장에서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

반을 둔다. 현재 수입 돼지고기는 베이컨, 햄, 기타 육류가공품으로 가공되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그림 2  호주 사료 가격 대 돼지가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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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2015).

1.3. 중기 국내 소비 회복

  2012/13년 호주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6.7kg으로 지난 10년간 25% 증가하였

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량에서 수입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03년 23%에서 

2012/13년 49%로 증가하였다. 2013/14년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6% 감소한 25.1kg이

었다. 소비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 상승과 수입 감소 및 쇠고기

와 양고기의 소비자 가격 하락이다. 향후 수년간 돼지고기 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되

어 2019/20년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26.5kg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은 쇠고기와 양

고기의 소비자 가격 상승 예상을 반영한 결과이다. 중기적으로 돼지고기 공급은 수입

과 국내 생산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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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호주 돼지고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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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 ABARES 전망.
자료: ABARES(2015).

그림 3  실질 소비자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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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2015).

1.4. 수입

  호주는 승인된 국가로부터 뼈를 제거한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수

입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판매 전에 반드시 가공하여야 한다. 이런 방역 조치로 인하

여 신선 돼지고기 시장은 전량 국내산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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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은 2013/2014년에 전년대비 약 11% 감소한 13만 6,000톤에서 

2014/15년에는 10% 증가한 14만 9,000톤으로 예상된다. 2013/14년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대부분의 외국 통화에 대한 호

주 달러의 평가절상에 기인한다. 또한 북미지역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돼지유행성설

사병(Porcine Epidemic Diarrhoea, PED)으로 인한 폐사가 생산량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

다. 이 지역의 생산 차질과 수출 여력 감소로 인하여 2012/13년에 비해 호주의 돼지고

기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2015/16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2% 추가 증가한 15만 2,000톤으로 예상된다. 

호주 달러의 약세 환경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콩 등의 곡물가격이 하락하여 수출국의 

돼지고기 가격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돼지고기 수입은 점진

적으로 증가하여 2019/20년에는 1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5. 2019/20년까지 돼지고기 수입 미세 증가

  2015/16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은 2만 8,000톤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국은 싱가

포르, 뉴질랜드이다. 싱가포르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에 대한 호주 달러의 약세를 가정

하면 호주 돼지고기는 이들 국가에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019/20년에 3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5  호주 돼지고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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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 ABARES 전망.
자료: ABARE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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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돼지고기 전망

　구 분 단위 2012/13 2013/14 2014/15f 2015/16f 2016/17z 2017/18z 2018/19z 2019/20z

도축장 거래가격a

-명목 호주 센트/kg 285 306 315 320 325 330 335 340 

-실질b 호주 센트/kg 300 314 315 312 309 306 303 301 

도축두수 천 마리 4,745 4,778 4,866 4,970 5,050 5,140 5,230 5,550 

생산c 천 톤 356 360 368 376 384 393 400 410 

1인당소비 kg 26.7 25.1 26.1 26.2 26.2 26.3 26.4 26.5 

수입량d 천 톤 152 136 149 152 154 156 158 160 

수출량de 천 톤 26.2 26.8 27.8 28.4 28.8 29.0 29.4 29.7 

수출액

-명목 백만 달러 81 85 101 105 107 109 111 113 

-실질b 백만 달러 85 87 101 103 102 101 101 100 

  주: a 지육중량. b 선적중량.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2. 닭고기 전망

2.1. 2019/20년 전망

  중기적으로 닭고기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14년 108만 톤에서 2019/20년

에는 132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동안 닭고기는 호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육류의 지위를 유지하며 타 육류와의 격차를 확대할 전망이다. 닭고기 

수출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국내 생산분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비될 것으

로 전망된다.

2.2. 닭고기 생산 증가

  2013/14년까지 10년 동안 호주의 닭고기 생산은 연평균 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다. 2013/14년 생산량은 108만 톤을 기록하였다. 호주의 육류 생산량 중 닭고기의 비중

은 10년 전 20%에서 현재 25%로 증가하였다. 

  닭고기 생산의 성장은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15년 닭고기 생산

은 4% 증가한 112만 5,000톤이며 2015/16년에는 3% 증가한 116만 톤으로 예상된다. 그

리고 2019/20년까지 닭고기 생산은 132만 톤에 이르고 육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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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호주 도계두수와 닭고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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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그림 7  2014년 주요 국가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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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ABARES(2015).

2.3. 국내 수요 증가

  닭고기 소비자 가격이 대체 육류에 비해 현저히 낮은 환경에서 국내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닭고기 생산은 향후 5년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의 닭고기 시장은 국내 닭고기 생산량의 96%를 지속적으로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수출은 호주에서 수요가 거의 없는 저가 부위와 부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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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말레이시아와 자메이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가 

많은 국가이다. 2013/14년까지 10년간 호주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매년 3% 성장하였다. 

  중기적으로 닭고기는 호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육류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닭고기 소비는 2014/15년 2% 증가한 45.4kg, 2015/16년에는 추가로 

2% 증가한 46.1kg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닭고기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20년에는 49.2kg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8  호주 육류 소비자 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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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2015).

  과거 실적과 전망에 나타난 호주의 닭고기 소비 증가는 닭고기의 대체 육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반영한다. 지난 20년 동안 쇠고기, 돼지고기 및 양고기의 가격은 닭고

기에 비해 더욱 빠르게 상승해 왔다. 2014/2015년까지 5년간 닭고기의 평균가격은 돼

지고기, 양고기 및 쇠고기에 비해 각각 50%, 59% 및 65% 낮은 수준이다. 중기적으로 

닭고기의 대체 육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닭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지난 수십 년간 호주 양계산업의 생산성이 빠

르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품종개량으로 인하여 육계는 35일 만에 도축중

량에 도달하며 이 기간 동안 3.4kg의 사료를 소비한다. 1970년대에는 64일간 사료 

4.7kg이 필요했었다. 

  닭고기 가격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소비자의 수요는 냉동 또는 가공 닭고기에서 

신선 닭고기로 이동하고 있다. Australian Chicken Meat Federation의 견해에 따르면 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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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비자 가운데 요리가 간편한 부분육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닭의 판매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선 닭고기 판매

량은 전체 닭고기의 64%를 차지하고 이 중 50% 이상은 부분육 판매가 차지한다. 냉동 

닭고기 판매 비중은 7%이고 가공 닭고기 판매 비중은 29%이다. 

그림 9  호주의 닭고기 판매비율

신선 닭고기, 부분육

신선 닭고기, 통닭

가공 닭고기

냉동 닭고기

34%

30%

29%

 7%

               자료: ABARES(2015).

  소와 양 산업과 다르게 양계산업은 고도로 집약되어 있고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

다. 약 70%의 닭고기는 상위 2개의 민간 계열사가 공급하고 있으며, 차 상위 5개의 중

소 민간 계열사가 3~9%를 공급한다. 양계 농가는 일반적으로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

하고 계열사가 공급하는 병아리를 사육하는 역할을 한다. 

2.4. 수출 비중 낮은 수준 유지

  호주의 닭고기 수출은 생산량의 4%를 차지한다. 수출의 95%는 냉동 부분육 또는 

닭발 신장, 간 등의 부산물이 차지한다. 이런 수출 부위들은 국내에서 보다 해외시장

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 나머지 5%의 대부분은 냉동 통닭으로 수출된다. 신선 닭

고기의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닭고기 수출은 2014/15년에 14% 증가한 4만 500톤, 2015/16년에는 3% 상승한 4만 

1,600톤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출용 부위와 부산물도 늘어나는 

구조이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의 이들 부위에 대한 수요는 단기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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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호주 닭고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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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

   주: f ABARES 전망.
자료: ABARES(2015).

  중기적으로 호주의 닭고기 수출은 생산량의 4%를 유지하여 2019/20년 4만 7,400톤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동안 냉동 부분육과 부산물이 호주 닭고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매우 적은 양의 냉장 닭고기, 냉동 또는 가공 닭고기, 식용 부산물을 수입한다. 

이는 호주 양계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병균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 때문이다. 

표 2  닭고기 전망

　구 분 단위 2012/13 2013/14 2014/15f 2015/16f 2016/17z 2017/18z 2018/19z 2019/20z

생산a 천 톤 1,046 1,084 1,125 1,160 1,200 1,240 1,280 1,320 

1인당소비 kg 44.1 44.7 45.4 46.1 46.9 47.7 48.4 49.2 

수출량b 천 톤 29.3 35.4 40.5 41.6 43.0 44.5 45.9 47.4 

수출액 백만 달러 39.5 48.0 66.6 79.1 83.9 88.9 94.0 99.4 

  주: a 지육중량. b 선적중량.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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