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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2006년도 돈육시장 동향

박 은 철* 

국의 2006년도 돼지사육 두수와 출하량은 약간 증가 하 다. 돼지산품1)

은 무역흑자를 기록하 으며, 육류 무역흑자의 주요 품목이 되었다. 돼지산품 

가격은 등락 폭이 컸으며, 12월에 연  최고가격을 기록하 다. 돈육과 식량

의 가격비는 2005년 5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 다. 2006년도 국의 돈육 시

장동향을 살펴본다.

1. 생산 동향

1.1. 돼지사육 두수 회복, 돈육 생산량 증가

2006년 상반기 국의 돼지 사육산업은 침체되어 사육량이 년 동기 비 

1.91% 감소되었으며, 최근 10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 스 성장을 기록하 다. 

그러나 하반기 돈육의 높은 가격상승은 돼지산업을 빠르게 회복시켜 사육 두

수와 출하량이 증가하 으며 이에 따라 돈육 생산량도 증가하 다.

1.2. 돼지산품 가격 하락 후 상승, 사육수지 호

국의 2006년 상반기 돈육가격은 하락하여 돈육과 식량 가격비는 5.1 : 1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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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선, 냉동, 가공 돈육과 그 산물, 산돼지를 포함한다.



- 2 -

출하되는 비육돈 1마리당 80 엔 정도의 손실을 가져왔다. 그러나 3분기이후 

축산물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 으며, 돈육과 식량 가격비 역시 빠르게 회복

되어 9월 이후 돈육과 식량 가격비는 손익분기 (5.5 : 1)을 넘어 12월에는 

6.2 : 1에 달하 다.

그림 1  돈육․식량가격비  사료가격비 동향, 1997～2006년

 자료 : 국 농업부 축목업국

2. 무역 동향

2006년 국의 돼지산품2) 수출액은 9.8억 달러로 년 비 8.8%가 증가하

다. 그  신선  냉동돈육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 은 40.8%, 가공 돈육은 

36.2%, 산돼지는 22.9% 이었다.

국의 돼지산품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돼지

산품의 수입액은 1.6억 달러로 년 비 10.5%나 감소하 다. 그  돈육 기

2) 신선, 냉동, 가공 돈육과 그 산물, 산돼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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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물의 수입액은 돼지산품 수입의 83.9%를 차지하며 신선  냉동돈육은 

13.3%를 차지한다. 

그림 2  국의 연도별 돼지산품 무역액 동향, 2004～06년

   자료 : 국 농업부 축목업국

2.1. 신선  냉동 돈육 수출액 과 수입액 은 모두 감소

2006년 국의 신선  냉동돈육 수출량은 26.9만 톤으로 년 비 7.4% 증

가하 으며, 수출액은 4.0억 달러로 1.3% 감소하 다. 주요 수출지는 홍콩, 북

한, 월남으로 20.5만 톤을 수출하 으며 체 수출량의 76.2%를 차지하 다.

신선  냉동돈육의 수입량은 2.4만 톤이고 수입액은 0.2억 달러로 년

비 각각 23.2%와 26.0%가 감소하 다. 주요 수입 국가는 캐나다, 랑스로 

2.0만 톤을 수입하 으며 체 수입량의 84.1%를 차지한다.

2.2. 가공돈육 수출  수입은 모두 증가

2006년 국의 가공돈육 수출량은 15.0만 톤이고 수출액은 3.6억 달러로 

수입액

수출액

만달러



- 4 -

년 비 각각 10.5%와 13.9%가 증가하 다. 가공돈육의 주요 수출지는 일본, 

홍콩과 필리핀으로 각각 7.9만 톤, 3.0만 톤과 1.2만 톤으로 체 수출량의 

80.6%를 차지하 다.

가공돈육 수입량은 0.007만 톤으로 년 비 1.0배 증가하 으며 수입액은 

0.003억 달러로 년 비 47.8% 증가하 다. 주요 수입국가는 랑스와 일본

이다.

2.3. 돈육 기타산물의  수출량과 수입량은 모두 증가

2006년 국의 돈육 기타산물의 수출량은 0.06만 톤이고 수출액은 0.01억 

달러로 년 비 각각 60.7%와 70.2%가 증가하 으며 주요 수출 국가는 태국

이다.

돈육 기타산물의 수입량은 19.5만 톤으로 년 비 15.6% 증가하 으며 수

입액은 1.3억 달러로 년 비 7.8% 감소하 다. 주요 수입국가는 랑스와 

미국, 캐나다로 국의 돈육 기타산물 체 수입량  90.4%를 차지한다.

2.4 . 산돼지 수출은 감소

2006년 국의 산돼지 수출량은 172.0만 두이고 수출액은 2.3억 달러로 

년 비 각각 2.4%와 0.7% 감소하 다. 산돼지의 주요 수출지는 홍콩과 마카

오이며, 수출액은 각각 2.1억 달러와 0.2억 달러이다.

3. 가격 동향

3.1. 돼지가격 동 향

농업부 축목국이 지정한 조사월보의 분석에 의하면 2006년 국의 돼지 평

균가격은 7.20 엔/kg 으로 년 비 9.0% 하락하 다. 1～5월까지 국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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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격은 연속해서 하락하여 5월에는 5.96 엔/kg 으로  최근 몇 년  최 치

를 기록하 으며 1월에 비해 19.5% 하락하 다. 그러나 6월부터 돼지가격은 

상승하기 시장하여 12월에는 9.18 엔/kg 으로 년 비 무려 32.1%가 상승하

여 연내 최고가격이자 2004년 10월 이래 최고가격을 기록하 다. 이로 인해 

국의 4분기 돼지의 평균가격은 8.48 엔/kg 으로 년 비 23.0%나 상승하

다.

그림 3  국의 분기별 돼지가격 동향, 2000～06년

     자료 : 국 농업부 축목업국

국 주산지3)의 2006년 돼지 평균가격은 7.01 엔/kg 이다. 1～5월까지 돼

지가격은 연속으로 하락하여 1월에 7.39 엔/kg 에서 5월에는 5.64 엔/kg 으

로 하락하여 2004년 이래 최 가격을 기록하 다. 그러나 6월이후 돼지가격

은 지속 으로 상승하여 12월에는 9.29 엔/kg이나 되어 년 비 상승폭이 

무려 42.7%나 되었다.

3) 국의 돼지사육 주산지는 호남성, 사천성, 하남성, 산동성과 하북성 등이다.

엔/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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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비지4)에서의 2006년 돼지 평균가격은 7.83 엔/kg으로 년 비 10.8% 

하락하 다. 1～5월까지 돼지가격은 연속해서 하락하 고 5월에는 6.49 엔으

로 최 가격을 기록하 다. 그러나 이후 돼지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여 12월

에는 9.96 엔/kg 으로 년 비 31.8%나 상승하 다.

체 으로 살펴보면 주산지와 주소비지 돼지가격의 변화추세는 거의 일치

하여 최 가격이후 6월부터 가격이 모두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하 으며 월간 

상승 폭은 비교  큰 편이었다.

3.2. 돈육가격 동 향

2006년도 국의 돈육 평균가격은 12.11 엔/kg 으로 년 비 7.8% 하락하

는데, 6월에 돈육 가격은 10.58 엔/kg 으로 최 치를 기록하 으며 1월에 

비해 무려 14.9%나 하락하 다. 7월부터 가격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여 12

월에는 14.40 엔/kg 으로 년 비 20.5%나 상승하 다. 4분기에는 소매가격

이 13.58 엔/kg 으로 년 비 12.7% 상승하 다. 

돈육 가격은 돼지가격의 추세와 일치하 으나 하락폭과 상승폭은 모두 돼

지가격의 등락폭보다 낮았다. 주산지 평균가격은 11.96 엔/kg 으로 년 비 

8.1% 하락하 고, 주소비지 평균가격은 12.67 엔/kg으로 년 비 10.8% 하

락하 다. 주산지와 주소비지 변동추세는 일치하 으며 산지가격의 회복속도

가 소비지보다 컸다.

최근 국의 돼지산품 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한 원인은, 첫째 종 에 

국의 돼지와 돈육 가격이 연속으로 하락해서 수익의 감소를 래하여 사육기

업과 농가가 생산조정을 실시하 고 모돈 사육두수를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돼지 출하두수의 증가폭은 동 시기의 소비증가 속도보다 느려 돈육 산품가격

의 상승을 래하 다. 둘째, 옥수수 가격의 상승으로 돼지사료 가격의 상승

4) 국의 돼지고기 주소비지는 북경, 천진, 상해, 복건성, 동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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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추겼고 이로 인해 돼지산품 가격이 상승하 다. 셋째, 통명 이 돼지 

등 축산물의 소비를 증가시켜 가격이 상승하 다.

그림 4  국의 돈육 소매가격 동향, 2000～06년

 
    자료 : 국 농업부 축목업국

4. 돈육 소비

국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6년 국의 1인당 월평균 돈육소비량은 

1.646kg으로 년 비 2.6% 증가하 으며, 체 육류소비의 55.7%를 차지한

다. 

각 성별로 살펴보면 서성의 1인당 월평균 돈육소비량은 2.70kg으로 국

에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동성으로 2.45kg이다. 국에서 1인당 돈육 소비

량이 국 평균보다 낮은 곳은 신강, 하, 서장, 청해, 내몽고자치구 등 5곳

으로 1인당 월평균소비량은 1kg에도 못 미친다.

엔/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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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국 돈육 소비량  소비비 이 낮은 지역 황

단  : kg, %

區分 新疆 宁夏 西藏 青海省 内蒙古 北京

 1인당 월평균 소비량 0.513 0.666 0.88 0.979 0.942 1.433

 육류소비에서 차지하는 비 20.34 31.35 27.98 35.12 43.06 46.1

  자료 : 국 국가 통계국

표 2  국 돈육 소비량과 소비비 이 높은 지역 황

단  : kg, %

贵州省 江西省 湖北省 云南省 福建省 四川省 湖南省

 1인당 월평균 소비량 2.11 2.01 1.67 1.89 2.29 2.24 2.02

 육류소비에서 차지하는 비 67.19 67.44 65.61 64 61.78 61.9 62.73   

    자료 : 국 국가 통계국

육류 소비구조를 살펴보면 강서성은 돈육 소비비 이 가장 높아 체육류 

소비  67.4%를 차지하며, 귀주성, 호북성, 운남성, 사천성, 호남성과 복건성 

등도 돈육 소비비 이 60%를 과하여 국 평균수  보다 높다. 신강, 하, 

서장과 청해자치구 등의 지역은 돼지고기 소비비 이 45% 보다 낮은데 특히 

신강, 하와 서장자치구 등의 서부지역은 음식습 과 종교 등의 향을 받

아 소고기와 양고기의 소비비 이 비교  크나 돈육 소비비 은 매우 작다.

참고자료

  http://www.agri.gov.cn/xxfb/t20070309_782930.htm( 국 농업부, 2007. 3. 9) 발췌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