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중국, 2005년도 가금란 수급동향

박은철1)

중국의 2005년도 가금란의 수출액은 증가하 으며 수입액은 감소하 다. 

가금란 소비는 전년에 비해 증가하 고, 계란 및 산란용 병아리가격은 전

년 동기와 비교할 때 상승하 다. 산란계 배합사료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하락하 다. 중국의 2005년도 가금란 시장동향을 살펴본다. 

1. 가금란 수출입 현황

2005년도 중국 가금란 수출량은 12.15억 개로 전년 동기대비 13.0% 감소

하 다. 수출액은 7,51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7% 증가하 다. 가금

란 수입량은 9,621개로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하 으며 수입액은 3.99만 

달러로 43.4%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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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가금란산품 수출 현황, 2003∼05년

수출액(만달러)

수출량(백만개)

자료 : 중국 농업부 축목업국

그림 2  중국 가금란산품 수입액 현황, 2003∼05년

자료 : 중국 농업부 축목업국

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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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금란 소비동향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05년도 1∼11월분 가금란 1인당 월구매량

은 0.93kg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0.9% 증가하 고, 구매액은 6.03위

엔으로 6.0% 증가하 다. 그 중 신선가금란의 1인당 월평균 구매량은 

0.87kg으로 전년 동기대비 0.63%, 구매액은 5.46위엔으로 5.3% 증가하

다. 가금란 제품의 월평균 구매량은 0.06kg으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

하 고, 구매액은 0.57위엔으로 13.8% 증가하 다. 

3. 가금란 가격동향

3.1. 계란가격

2005년 중국 계란의 연평균 소매가격은 kg당 6.69위엔으로 전년 동기대

비 2.40% 상승하 으며, 4분기에는 kg당 6.43위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8.2%, 3분기와 비교할 때 5.9% 하락하 다. 

2005년도 계란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 후 상승하 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 다. 2∼4월에는 산란계의 산란이 왕성하여 계란 공급량은 증가

하 으나 소비추세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사료가격은 약간 하락하 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계란가격이 하락하 다. 6월 이후 여름에 접어들어 

산란계의 계란 생산량은 줄어들어 공급에 향을 주어 계란가격은 다시 

상승하 다. 10월 이후에는 조류인 플루엔자의 향을 받아 계란시장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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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계란가격은 다시 하락하 다.  

그림 3  중국 계란가격 추세, 2002∼05년

 

자료 : 중국 농업부 축목업국

2005년도 중국 계란의 주생산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생산 성1)의 평균 계

란가격은 kg당 6.22위엔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2.6% 상승하 다. 사천성

이 0.9%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모든 성이 모두 상승하 으며, 그 

중 호북성의 상승폭이 가장 커 8.3%나 상승하 다. 4분기 중국의 계란 평

균가격은 kg당 5.91위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7.6%, 3분기와 비교해서는 

8.35% 하락하 다.

1) 중국의 계란 주생산지는 산동성, 하북성, 하남성, 강소성, 요녕성, 안휘성, 사천성

과 호북성이다. 

kg/위엔위엔/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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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국 주산지와 주소비지 계란가격 추세, 2002∼05년

주산

w지

주소비

지

위엔/kg

주산지 주소비지

 자료 : 중국 농업부 축목업국

주소비지 현황을 살펴보면, 북경, 천진, 상해, 복건성과 광동성의 계란 평

균가격은 kg당 6.34위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상승하 다. 북경이 

1.7%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성과 시는 모두 상승하 다. 광동성의 

상승폭이 가장 커 7.2%나 상승하 다. 4분기 계란의 평균가격은 kg당 6.08

위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6.8%, 3분기와 비교하면 9.3% 하락하 다. 

3.2. 산란용 병아리 가격분석

2005년도 산란용 병아리의 평균가격은 마리당 2.22위엔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 을 때 10.9% 상승하 다. 4분기 전국 산란용 병아리 평균가격은 

마리당 1.98위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3분기 대비 16.0% 하락하 다. 



- 6 -

그림 5  중국 산란용 병아리 가격추세, 2002∼05년

위엔/마리

자료 : 중국 농업부 축목업국

산동성, 하북성, 하남성, 강소성, 요녕성, 안휘성, 사천성과 호북성 등 산

란계 주생산지의 4분기 산란용 병아리의 평균 가격은 마리당 1/84위엔으

로 전년 동기대비 3.6%, 3분기와 비교하 을 때는 18.4% 하락하 다. 

3.3. 산란계 배합사료 가격분석

중국의 2005년 전국 산란계 배합사료의 평균가격은 kg당 1.94위엔으로 

전년과 비교하 을 때 0.1% 하락하 다. 4분기에는 kg당 1.91위엔으로 전

년 동기 대비 3.2%, 3분기 대비 1.4% 하락하 다.

주산지 현황을 살펴보면 산란계 배합사료 평균가격은 kg당 1.77위엔으

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0.3% 하락하 고, 4분기에는 kg당 1.75위엔으

로  전년 및 전분기 대비 모두 하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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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국 산란계 배합사료 가격추세, 2002∼05년

위엔/kg

자료 : 중국 농업부 축목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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