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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5년도 육우 및 육제품 수급동향

  미국 농업부 해외농업국(USDA/FAS)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2005년도 육우 및 육제품 동향은 2008년도 북경올림픽의 향과 함께 중

국 소비자의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쇠고기 산업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5년도 사양두수는 전년대비 2% 증가

  소의 사양두수는 2005년 말에 전년대비 2% 증가한 1억 4,260만 두로 예

상되고 있으며,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700만 톤(지육중량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두당 지육중량도 134kg으로 예상된다.

  중국 농업성부는 육우사양에 적합한 지역을 ‘육우진흥유리지역’으로 설

정하여 중앙평원과 동북부의 7성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중국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는 생산현황이 

양호하 으며, 2005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육생산계획을 수립

  중국정부는 제10차 5개년계획(2000~05년)과 장기계획(2005~15년)을 수립

하고 있다. 정부목표는 2005년 말에 식육전체 생산량을 7,000톤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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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 가운데 쇠고기와 양고기를 990만 톤, 돼지고기를 4,550만 톤, 

가금육을 1,980만 톤 생산할 예정이다. 

  2004년 1~3월에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의 향으로 대다수의 소비자

수요가 가금육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로 이동하 으며 관련업계에 

의하면 2004년 식육생산량은 7,200~7,30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금육의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하지만 쇠고기는 10%이상 성장하고 있

다. 2005년에 새로운 조류독감의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사료곡물의 수요

를 감소시키기 위해 목초비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쇠고기 생산량이 2004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은 도매, 소매가격 상승이 지속

  중국 농업부에 의하면, 2004년은 사료곡물가격의 상승, 국내 쇠고기 수

요 증가, 국제가격의 상승 등의 향으로 쇠고기의 도매가격이 전년대비 

1.8%상승하 으며, 소매가격은 전년대비 7.5% 상승하 다. 2005년에는 국

내생산의 증가와 늘어난 수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이 예상되지

만 2004년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중국의 쇠고기 수급현황

  자료 : USDA/PSD
    주 : 지육기준

2003 2004(추정치) 2005(추정치)

도축두수 (천두) 47,030 49,914 53,051

생산량 (천톤)  6,305  6,683  7,710

수입량 (천톤)    25    10    15

공급량 (천톤)  6,330  6,693  7,125

수출량 (천톤)    43    5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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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개량의 중심은 수입산

  중국에서는 쇠고기 생산의 최우선 과제가 육우와 유우의 개량에 있지만 

개량용 품종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량용 품종의 수입두

수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BSE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성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정부에 의하면 연간 5,000만두의 도축두수 가운데 약 4,500두를 

감독하고 있다. 각 성마다 정상우, 보행곤란우, 사망우, 종축우, 도축우에서 

연간 150샘플을 채취하여 북경에 위치한 중국농업대학의 연구시설과 청도

의 농업부 국립BSE연구소 등 2개소에서 검사하고 있다.

자료：http://alic.lin.go.jp에서

(신용광 ykshin22@krei.re.kr 02-3299-43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