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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돼지고기 무역 현황

  미국 농업부는 2005년도 주요 돼지고기 수출 국가들의 수출량을 2004년

에 비해 약 2% 증가한 4,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 돼지고기 

수입량도 400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5년도 세계 돼

지고기 무역동향을 소개한다.  

1. 개관

  주요 돼지고기 수출 국가들의 수출량은 2004년에 비해 약 2% 증가하여 

2005년 말에는 4,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유럽연합의 경우, 그 수출량이 2004년에는 1,400만 톤이었던 것

이 약간 감소하여 2005년에는 1,300만 톤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04년에 이어 올 해에도 세계 2위의 돼지고기 수출 국가 자리를 지킬 것

으로 예상되는데, 2004년에 비해 수출량이 약 100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캐

나다, 중국, 미국 등은 2005년에는 기록적인 돼지고기 생산량과 수출량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유럽연합,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 합

계는 2005년 말에는 8,000만 톤을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세 나

라의 돼지고기 생산량 합계는 거의 9,4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

요 돼지고기 생산 국가들의 생산량 합계의 86%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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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은 세계 돼지고기 수입량도 400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는 2004년에 비해 6%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

은 2004년에 이미 신기록을 세운 바 있는데, 2005년도에는 그보다도 더 증

가할 것이다. 2005년에는 러시아가 주요 돼지고기 소비 국가로 부각될 것 

같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관세율 쿼터(Tariff Rate 

Quotas, TRQ)’로 인해 돼지고기 수입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는 어렵다

는 전망도 있다. 홍콩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4년에 10% 증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 올해 수입량 증가는 1%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

어 중국 정부가 수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환적하여 

중국으로 반입되는 돼지고기 물량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돼지

고기 수입량 또한 올해에는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국가

중국

미국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

세계 돼지고기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에서 돼지고기 무역량이 증가하도록 향을 끼친 많은 요인들

이 있다. 적어도 2005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달러화의 약

세 현상으로 인해, 미국산 돼지고기 상품이 다른 여러 수입 국가들의 구매

자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가

축 질병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수입금지 조치 - 가금류의 경우 조류 인플루

엔자,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 전염을 우려한 조치 -들로 인해 돼지고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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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북미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캐나다, 

멕시코, 미국 사이의 돼지고기 생산 및 무역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돼지고기 시장의 통합과 무역량 증대와 더불어, 몇 가지 무역 관련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멕시코는 현재 미국산 햄에 대한 반(反) 덤핑 조

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주요 수출국 동향

2.1. 미국

  2005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은 약 100만 톤 증가했다. 돼지고기 생산량

은 크게 증가하여 940만 톤에 달했다. 2004년에 미국은 일본에 41만 8,000

톤을, 멕시코에 24만 3,000톤을 수출했다. 그 밖에도 캐나다, 러시아, 타이

완에 돼지고기를 수출했다. 멕시코 내 돼지고기 산업부문은 미국산 돼지고

기 수입 물량 증가에 대항할 수 있는 보호책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멕시코는 현재 미국산 돼지고기(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

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산 햄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릴 수도 있

게 된다. 그리고 멕시코는 수입 육류에 대한 검사 비용을 인상하는 법을 

제정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미국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2005년도에는 미국이 살아있는 돼지를 22만 두 수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17만 5,000두를 수출했던 2004년에 비해 25% 증가한 것이다. 멕시코

는 미국에게 있어 살아있는 돼지를 판매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다. 

2004년 멕시코에서 미국산 돼지의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했다. 게다가 

멕시코에서의 수입 돼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이는 멕

시코의 돼지고기 가공 능력이 향상된 것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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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캐나다

  2004년 캐나다의 돼지고기 총 수출량은 97만 톤이었다. 2005년에는 약 

2% 증가하여 98만 5,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돼지고기 수출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다. 2004년도에는 그 두 나라

에 각각 50만 4,000톤과 23만 1,000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했다. 일본에 대한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출 증가세는 상당히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

본의 냉동 돼지고기 재고가 상당히 많고,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치열한 경

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출은 올해에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달러화가 캐나다 달러화에 비해 약세를 유지할 것이기 때

문이다. 캐나다의 살아있는 돼지고기 수출은 2005년에는 약 800만 두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된다. 

2.3. 브라질

  브라질은 주요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돼지고기 수출량이 64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 브라질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올해 약 3% 증가하여 거의 2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국내 소비량 또한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의 돼지고기 생산은 양돈 부문에 대한 투자에 힘입은 것

이다. 브라질은 지금 돼지고기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 활동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브라질은 돼지고기 수출을 ‘고부가가치 정육’ 수출에 초점을 맞추어 산

업을 재편해왔으며, 그와 같은 ‘고부가가치 정육’ 수출량은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돼지고기 수출이 브라

질 레알(Real)화 강세로부터 향을 받고 있다. 브라질의 우선적인 수출 시

장은 러시아와 홍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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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에 각각 35만 9,000톤과 6만 5,000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했다. 같

은 기간 동안 브라질의 돼지고기 수출 총량은 62만 1,000톤이었다. 2004년

도에 수입 허용과 관세율 쿼터 등과 관련된 행정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러시아는 브라질에게 가장 큰 돼지고기 수출 시장이었다. 

2.4. 유럽연합

  2004년도에 유럽연합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으며 수출도 120

만 톤에서 140만 톤으로 증가했다. 2005년도의 수출은 감소하여 130만 톤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연합 신규 가입 회원국과 기존 회원국 사이

의 돼지고기 이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돼지고기 생산과 

소비 모두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도의 수출 신장은 루마니아, 러시아, 아시아권 국가들, 특히 일본

과 홍콩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광우병 파동 이후에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했던 것이다. 유럽연

합산 돼지고기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유로화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돼지고기 수출은 세계 시장에서 그 경쟁

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연합의 돼지고기 수출은 러

시아의 관세율 쿼터 문제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대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2.5. 중국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돼지고기 생산 국가이자 소비 국가이다. 2005

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4,9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돼지고기 산업은 점차 상업적 생산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는데, 이는 외국

인 투자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그리고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해가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은 소비량 증가와 더불어 계속 상승

해왔다. 



- 6 -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대부분이 내수 시장에서 소비된다.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세계 주요 수출국들 중에서도 중국은 그 

수출 규모로 볼 때 5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는 수출량이 7만 3,000톤

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38만 3,000톤, 2005년에는 4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 주요 수입국 동향

3.1. 미국

 2004년에 미국은 49만 9,000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이는 2003년에 비

해 7% 감소한 것이다. 그 같은 수입량 감소 현상은 주로 미국 달러화 가치

가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2005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54만 2,000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캐나다와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특정 부위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살아있

는 돼지 수입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일본

  2005년에 일본은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0만 톤이라는 기록적인 양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보다 약간 증가한 것이다. 일본에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국가들은 

그 물량 순서대로 보면 캐나다, 칠레, 중국, 덴마크, 미국이다. 2004년에 쇠

고기와 가금육 수입이 광우병과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금지되었고, 그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우해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5년 현재 많은 냉동 돼지고기 재고가 있기 때문에 수입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될 것 같다. 과거에 일본은 특별 세이프가드(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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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 조치와 출구가격체계(gate price system)를 통해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했었다. 2004년에 일본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

는 2005년 4월부터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일본은 멕시코로부터의 돼지고

기 수입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멕시코산 돼지고기에 대해 특별 관세율 

쿼터를 설정했다. 관세율 쿼터 협정은 멕시코산 돼지고기에 대해 관세를 

4.3%에서 2.2%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쿼터에 포함되어 있는 돼지

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3. 홍콩

  홍콩의 돼지고기 수입은 2004년에 10% 증가했다. 그리고 2005년에는 

1% 증가하여 33만 5,000톤 정도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류 인플루엔

자로 인해 중국산 닭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동안 소비자들은 

닭고기를 대신해서 돼지고기를 찾고 있다. 

  수입업체들 또한 가격에 계속해서 급상승할 경우를 대비하여 돼지고기 

재고량을 늘렸다. 광우병으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하기도 했다. 즉각적인 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돼지고기 외에도, 중국을 도착지로 하는 돼지고기가 홍콩에서 환

적되거나 홍콩을 통해 수된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홍콩을 통한 수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때문에 홍콩의 돼지고기 수입은 감소

할 수도 있다. 현재 홍콩은 중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신선육 수입을 금지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냉동 돼지고기 수입은 허용되고 있는

데, 중국산 냉동 돼지고기는 다른 곳의 돼지고기에 비해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3.4. 멕시코

  멕시코의 돼지고기 생산은 2005년에 1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4년에 비해 2% 증가한 것이다. 멕시코의 돼지고기 수입은 8% 이

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와 국내 생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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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소비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멕시코 소비자들의 소득

이 향상되면서, 품질이 더 좋고 그만큼 가격이 비싼 부위의 고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그리고 2004년에 멕시코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모돈을 도태시키고 돼지

고기 생산자 단체들을 통합하여 도축과 마케팅 활동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작했다. 멕시코의 돼지 도축능력 향상은 살아있는 돼지 수입량이 증가하

게 만들 것이다. 멕시코는 2005년에 20만 두의 살아 있는 돼지를 수입할 

것으로 추산된다. 멕시코는 또한 수출을 더욱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돼지고기 총 수요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최

근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그 내용 중에는 멕시코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 쿼터를 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멕시코는 또한 미국에의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3.5. 러시아

  2005년에 러시아의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2% 증가하여 18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도 2005년에 

5% 증가하여 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에 러시아의 돼지고

기 생산은 약간 증가했다. 2004년 돼지고기 수입은 23% 감소했는데, 여기

에는 구제역 문제로 인한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

치, 수입 돼지고기 가격 상승, 관세율 쿼터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다. 

자료: 미국 농업부 FAS

(김정섭 jngspkim@naver.com 010-7339-2546 서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