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lhw0906@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wjdtpal55@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kms86@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ykim0722@krei.re.kr

제18장
가금류 수급 동향과 전망

이형우*･정세미**･김명수***･김수연****

1. 산란계

1.1. 2020/21년  HPAI 발생 상황

1.2.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동향

1.3.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전망

2. 육계

2.1.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동향

2.2.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전망

3. 오리

3.1.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동향

3.2.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전망



1) 산란계

∙ 2020년 평균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6개월 미만 사육 마릿수가 늘어 2019년(7,128만 마리) 

대비 2.4% 증가한 7,300만 마리로 추정된다. 2020년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사육 마릿수 증

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가정 내 계란 수요가 늘어 2019년(971원) 대비 13.8% 

높은 1,105원(특란 10개)이었다.

∙ 2021년 평균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HPAI로 인한 매몰 처분과 종계 사육 및 실용계 병아리 

입식이 줄어 2020년(7,300만 마리) 대비 4.0% 감소한 7,009만 마리로 전망된다. 2021년 

계란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가 줄어 2020년(66만 3천 톤) 대비 2.0% 감소한 64만 9천 톤

으로 전망된다. 2021년 평균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은 계란 생산량 감소로 2020년

(1,105원) 대비 3.6% 상승한 1,145원으로 전망된다.

2) 육계

∙ 2020년 육계 사육 마릿수는 생계유통가격 약세로 인한 종계 사육 감소로 2019년(9,811만 

마리) 대비 1.9% 감소한 9,626만 마리였다. 그러나 종계 생산성 향상으로 육계 육성률이 

높아져 2020년 육계 생산지수(333.1)는 2019년(321.6) 대비 상승하였다.

∙ 2020년 도계 마릿수는 육계 생산성 향상으로 2019년(10억 6천 만 마리) 대비 1.0% 증가

한 10억 7천만 마리였다. 이에 따라 생계유통가격은 2019년(1,276원/kg) 대비 12.3% 

하락한 1,119원/kg이었다.

∙ 2021년 닭고기 생산량은 도계 마릿수 감소로 2020년(64만 2천 톤) 대비 2.0% 감소한 

62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생산 감소로 2021년 생체 kg당 육계 산지가격(생계유

통가격)은 2020년(1,119원) 대비 14.3% 상승한 1,279원으로 전망된다.



3) 오리

∙ 2020년 오리 도압 마릿수는 6,697만 마리로 2019년(6,962만 마리) 대비 3.8% 감소하

였다. 이에 따라 2020년 오리 산지가격은 2019년(5,177원) 대비 8.2% 상승한 5,603원/

생체 3.5kg이었다. 

∙ 2021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종오리 입식 마릿수 감소로 오리 사육 마릿수가 줄어 2020년

(11만 2천 톤) 대비 6.5% 감소한 10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 2021년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감소로 2020년(5,603원) 대비 13.2% 상승한 

6,345원/생체 3.5kg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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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01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1. 2020/21년 HPAI 발생 상황

∙ 지난 2020년 11월 28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가 발생하였다. 이번 

HPAI는 2018년 이후 2년 8개월 만에 발생하였으며 전남, 경북, 경기, 충북 등 전

국으로 확산되었다.

∙ 2021년 1월 14일 기준, 7개 도(강원, 제주 제외)에서 발생하였으며 매몰 처분된 

가금류 마릿수는 약 1,723만 마리(전체 사육의 9.2%)이다.

- 이 중 산란계는 884만 마리(12.0%), 육계 및 토종닭 598만 마리(6.3%), 종계 76

만 마리(8.3%), 오리 166만 마리(17.9%)가 매몰 처분되었다.

[ 표 18－1 ]  HPAI 발생 이후 가금류 매몰 처분 마릿수

단위: 만 마리

구분 산란계 육계, 토종닭 종계 오리
기타

(메추리 등)
합계

(기타 제외)

매몰 처분 마릿수 884 598 76 166 174 1,723

(사육 대비 %) 12.0 6.3 8.3 17.9 - 9.2

주 1) 매몰 처분 마릿수는 1월 14일 24시 기준임.

2) 전체 사육 마릿수는 2020년 9월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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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동향

1.2.1. 산란계 사육 동향

∙ 2020년 평균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6개월 미만 사육 마릿수가 늘어 2019년

(7,128만 마리) 대비 2.4% 증가한 7,300만 마리였다.

-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릿수는 5,406만 마리로 2019년(5,417만 마리) 대비 0.2% 

감소하였으나, 3개월 미만 사육 마릿수는 987만 마리로 2019년(922만 마리) 대

비 7.1%, 3∼6개월 미만 사육 마릿수는 993만 마리로 2019년(788만 마리) 대비 

26.0% 증가하였다.

∙ 2020년 산란계 사육 가구수는 950가구로 2019년(965가구) 대비 1.5% 감소하였

으나, 사육 마릿수 증가로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2019년(7만 4천 마리) 대비 5.2% 

증가한 7만 8천 마리였다.

그림 18－1.  산란계 사육 마릿수 및 사육 가구수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 2020년 1∼11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가 늘어 전년 동기(240만 6천 

톤) 대비 3.6% 증가한 249만 3천 톤이었다. 

- 산란 초기, 중기, 말기 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2.8%, 6.9%, 24.9%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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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계란 수급 동향

∙ 2020년 계란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증가로 2019년(65만 9천 톤) 대비 0.7% 많은 

66만 3천 톤이었다. 1인당 소비가능량은 계란 생산량이 늘어 2019년(12.8kg) 대

비 0.6% 증가한 12.9kg이었다.

[ 표 18－2 ]  계란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국내생산 657.6 700.7 577.1 646.9 658.5 662.9

1인당 
소비가능량(kg)

12.9 13.7 11.4 12.6 12.8 12.9

주: 2020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0년 계란 가공품 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많은 4,515톤으로 추정된다. 국내 

공급량에서 계란 가공품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며, HPAI 발생으로 

계란 생산량이 부족했던 2017년을 제외하고 신선란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 표 18－3 ]  계란 가공품 수입통관 실적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총수입
금액(천$) 12,778 13,680 38,005 19,836 17,937 17,773

수입량(톤) 1,590 1,809 13,825 3,929 3,772 4,515

조란
금액(천$) 2,744 2,864 18,059 6,381 5,294 4,588

수입량(톤) 350 407 7,802 994 973 992

난백
금액(천$) 8,321 8,807 10,360 7,043 6,986 8,479

수입량(톤) 662 865 3,666 1,156 1,247 2,089

난황
금액(천$) 1,714 2,009 9,586 6,412 5,656 4,706

수입량(톤) 577 537 2,358 1,779 1,552 1,434

주 1) 계란 수급표에서 제시한 수입량은 조란과 난백, 난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농식품수출정보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2) 2020년 12월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aT, 농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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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계란 가격 동향

∙ 2020년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가정 내 계란 수요 증가로 전년(971원) 대비 13.8% 

상승한 1,105원(특란 10개)이었다. 

- 2018년 이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평균 7,100만 마리 이상 수준을 유지하였고 

사육 마릿수가 늘어 계란 생산량 또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당초 2020년 계란 

산지가격은 2019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내 계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월 평균 1,100원대)을 유지

하였다.

- 또한, 2020년 11월 28일 이후 HPAI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매몰 처분과 이동제

한 영향으로 계란 산지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 1월(1∼14일)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1,430원으로 발생일(1,124원) 대비 27.2% 상승하였다. 

그림 18－2.  계란 산지가격 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5일 이동평균가격)

∙ 계란 산지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가격 또한 강세를 보였다. 2020년 계란 평균 소비

자가격은 1,791원(특란10개)으로 전년(1,714원) 대비 4.5% 상승, 평년(1,822원) 

대비 1.7% 하락하였다. 2020년 하반기 평균 계란 소비자가격은 1,830원으로 전

년(1,761원) 대비 3.9%, 평년(1,827원) 대비 0.2% 상승하였다.

- 계란 소비자가격은 추석 전인 9월부터 평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HPAI 발생 영향

으로 12월 평균 계란 소비자가격은 전년(1,784원) 대비 4.5%, 평년(1,833원) 대

비 2.0% 상승한 1,869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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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3.  계란 소비자가격 동향

자료: aT, 농산물유통정보

1.1.4. 계란 소비 패턴

∙ 2021년 1월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조사결과1), 2020년 가정 내 계란 소비를 ‘늘렸

다’는 응답(60.5%)이 ‘줄였다’는 응답(4.2%)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계란 소비를 늘린 이유는 ‘코로나19 등으로 가정 내 소비 빈도 증가’ (54.8%), ‘영

양이 풍부하기 때문에’(20.5%), ‘손쉽게 구입하고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20.5%) 

순으로 조사되었다.

- 코로나19 발생 영향으로 가정 내 계란 소비가 늘면서 2020년 계란 소비량은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2021년 가정 내 계란 소비를 2020년보다 ‘늘리겠다’는 응답(41.7%)이 ‘줄이겠다’

는 응답(4.1%)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계란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줄이겠다’는 응답보다 많았으나, 과반수 이상

의 응답자들은 계란 소비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응답(54.2%)하였다. 계란 소비

를 늘리려는 이유는 ‘손쉽게 구입하고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34.1%), ‘가정 내 

계란 소비 빈도 증가’(32.5%) 순으로 조사되었다.

1) 2020년 1월 5∼6일(2일간)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54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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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2021년 가정 내 계란 소비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18－4 ]  소비자의 계란 구매량 및 구매의향 변화

단위: 명, %

구분 2020년 구매량 변화 2021년 구매의향 변화

전년 대비 증가 328(60.5) 226(41.7)

변동 없음 191(35.2) 294(54.2)

전년 대비 감소 23(4.2) 22(4.1)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소비자들이 계란 구매시 고려하는 우선순위는 ‘가격’(29.2%), ‘신선도’(27.3%), 

‘품질등급’(22.6%), ‘인증마크’(11.3%)순으로 조사되었다.

- 신선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선도 판단 기준 조사 

결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자’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 유통’ 24.1%, 

‘계란의 외관 상태’ 17.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8－4.  계란 구매시 고려사항 그림 18－5.  계란 신선도 판단 기준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2020년 계란 구입시 구입경로는 대형마트(48.6%)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고, SSM2)(33.6%), 온라인(7.4%), 전통시장(5.8%)순이었다.



제18장  가금류 수급 동향과 전망 _707

- 대형마트, SSM 등 오프라인을 통한 구매 비중(92.6%)은 2019년(96.1%) 대비 

감소한 반면, 온라인 구매 비중(7.4%)은 2019년(3.9%)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 특성상 소비자들의 계란 구매 전체 비중

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온라인을 통한 

계란 구매 비중이 발생 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3) 이후, 계란 구매시 소비자들의 산란일자 확인 여부 조사 결

과, ‘확인한다’는 응답이 58.5%로 ‘확인하지 않는다(41.5%)’는 응답보다 많았다. 

∙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이후, 계란 안전성 신뢰도가 시행 전보다 ‘높아졌다’는 응답

이 과반수 이상(64.5%)을 차지하였으며,  ‘변함없다’(33.6%), ‘줄었다(1.9%)’순으

로 나타났다.

- 계란 유통환경 개선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

된 산란일자 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6.  계란 구매시 산란일자 확인 비중 및 계란 안전성 신뢰도 변화 여부 

<계란 구매시 산란일자 확인 비중>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에 따른 

계란 안전성 신뢰도 변화 여부 조사 결과>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2) SSM(Super Supermarket)은 대규모 유통 기업에서 체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지칭함. 

3)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는 2019년 6개월 계도기간(2.23일∼8.23일)을 거쳐 2019년 8월 23일에 본격 시행되었음.



708_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1.3.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전망

1.3.1. 2021년  전망

∙ 2021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2020년 HPAI로 인한 매몰 처분과 종계 사육 및 실

용계 병아리 입식이 줄어 2020년 대비 4.0% 감소한 7,009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20년 평균 산란 종계 사육 마릿수는 산란 종계 도태 마릿수 증가로 2019년(79

만 마리) 대비 15.8% 감소한 67만 마리로 추정되며, 1∼11월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2019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3,910만 마리였다. 

- 2018년 이후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평년 대비 많아 계란 가격이 약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해 산란 종계 도태를 추진하였다. 

2020년 산란 종계 도태 마릿수는 2019년(30만 마리) 대비 56.9%, 평년(31만 마

리) 대비 54.1% 증가한 48만 마리였다.

- 2020년 1∼11월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2019년 동기(4,167만 마

리) 대비 6.2%, 평년 동기(4,346만 마리) 대비 10.0% 감소한 3,910만 마리였다. 

그림 18－7.  산란 실용계 입식 마릿수 추이 그림 18－8.  산란계 매몰 처분 농가 및 
마릿수 추이

자료: 대한양계협회
주 1) 누적 매몰 처분 마릿수는 발생농장 및 예방적 

매몰 처분 포함임.

2) 2021년 1월 14일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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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1월 14일 기준)까지 매몰 처분된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체 사육의 약 

12.0% 수준인 884만 마리로 조사되었으며, 매몰 처분 영향으로 2021년 산란계 사

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직 산란종계 피해는 없어 산란실용계 생산 여력은 있는 상황이며, 산란계 농가

에서 생산기간 연장 및 병아리 입식을 재개할 경우 HPAI에 따른 사육 마릿수 감

소는 6개월∼1년 이내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HPAI 발생 정도와 산란종계 피해여부에 따라 사육 마릿수 감소폭은 확대될 수 

있다.

∙ 2021년 계란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가 줄어 2020년 대비 2.0% 감소한 64만 9천 

톤으로 추정된다. 계란 산지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2020년 대비 3.6% 상승한 

1,145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1인당 계란 소비가능량은 계란 생산량 감소로 

2020년 대비 0.3kg 감소한 12.6kg으로 예상된다.

그림 18－9.  2021년 산란계 사육 및 계란 가격 전망 흐름도

1.3.2. 중장기 전망

∙ 2021년 이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7,284만 마리, 

2030년 7,715만 마리로 전망된다.

∙ 계란 생산량은 2025년 66만 4천 톤, 2030년 70만 3천 톤으로 예상되며, 1인당 

계란 소비가능량은 2025년 12.9kg, 2030년 13.6kg으로 전망된다. 산지가격은 

2025년 1,261원, 2030년 1,361원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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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는 산란계 사육밀도가 조정(0.05㎡/마리 → 0.075㎡/마리)되어 시행 

2년 전부터 사육 마릿수 증가 추세가 둔화 혹은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란 가격 

상승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8－5 ]  계란 수급 및 가격 전망

구 분 단위 2020
전망

2021 2025 2030

사육 마릿수 만 마리 7,300 7,009 7,284 7,715

계란 생산량 천 톤 662.9 649.4 663.9 703.1

1인당 소비가능량 kg 12.9 12.6 12.9 13.6

계란 산지가격 원/특란 10개 1,105 1,145 1,261 1,361

주 1) 사육 마릿수는 분기별 평균치임.

2) 2020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0)

그림 18－10.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산지가격 전망

주: 실선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 전망치이며, 점선은 사육 밀도 조정 시행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전망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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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02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동향

2.1.1. 사육동향

∙ 2020년 평균 육용 종계(Parental Stock, PS) 사육 마릿수는 2019년부터 지속된 

병아리 가격 약세로 입식이 줄어 2019년(874만 마리) 대비 6.5% 감소한 817만 마

리로 추정된다. 이 중 육성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407만 마리) 대비 10.5% 감소한 

365만 마리, 성계는 전년(466만 마리) 대비 3.1% 감소한 452만 마리로 추정된다.

- 2020년 육용 종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2019년(826만 마리) 대비 11.8% 감소

한 729만 마리였다.

- 2020년 종계 생산성(부화율, 산란율)은 2019년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양계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산출한 결과, 2020년 종계 부화율은 2019년 

대비 5.7%p, 산란율은 2.4%p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8－11.  종계 및 육계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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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평균 육계 사육 마릿수는 생계유통가격 약세로 인한 종계 사육 감소로 

2019년(9,811만 마리) 대비 1.9% 감소한 9,626만 마리였다.

-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규모화로 인해 2014년 5만 마리까지 증가하였으며, 2020년

에는 5만 8천 마리였다.

∙ 육계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생산지수는 2019년 321.6에서 2020년 333.1로 

높아졌다. 출하일령은 전년보다 늘어났지만, 출하체중과 육성률은 증가하였고 

사료요구율이 낮아져 2020년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 표 18－6 ]  육계 생산성

구 분 육성률(%) 출하일령 출하체중(kg) 사료요구율(kg) 생산지수

2020년 98.0 31.9 1.65 1.517 333.1

2019년 96.8 31.7 1.63 1.547 321.6

전년 대비(%) 1.3 0.9 1.2 -1.9 3.6  

주: 생산지수=(육성률×출하체중)/(출하일령×사료요구율)×100

자료: 한국육계협회

2.1.2. 닭고기 수급 동향

∙ 2020년 도계 마릿수는 육계 사육 마릿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2019년(10억 6천만 마리) 대비 1.0% 증가한 10억 7천 만 마리, 국내산 닭고기 생

산량은 64만 2천 톤으로 추정된다.

- 1∼4월 도계 마릿수는 종계 성계 마릿수 증가로 병아리 생산량이 늘어 전년 동기

간 대비 6.5% 증가한 3억 3,625만 마리였다.

- 5∼12월 도계 마릿수는 가격 약세에 따른 종계 조기 도태로 전년 대비 1.4% 감소

한 7억 3,393만 마리였다. 

∙ 2020년 닭고기 수입량은 국내 가격 하락,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반기 선

적 지연 등으로 2019년 대비 1.0% 감소한 13만 9천 톤이었다.

- 우리나라 수입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산 수입량은 202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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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닭고기 공급 및 선적이 지연되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자국내 소비 감소로 수출이 증가하여 2020년 브라질산 수입

량은 2019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 2020년 닭고기 수출량은 삼계탕(미국, 일본, 홍콩) 및 냉동 닭고기(베트남) 수출 

증가로 2019년 대비 12.2% 많은 5만 2천 톤 이었다.

∙ 2020년 닭고기 자급률은 수입량 감소로 2019년 대비 높은 88.2%였으며, 닭고기 

1인당 소비가능량은 14.7kg이었다.

[ 표 18－7 ]  닭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공급

이월 5.9 7.6 5.8 8.3 6.6 9.3

생산 585.3 599.5 564.9 603.3 636.4 641.6

수입 118.6 102.6 102.8 125.6 140.0 139.0

계 709.8 709.6 673.6 737.2 783.1 789.9

수요

소비 675.8 679.0 661.7 701.5 727.1 727.6

수출 26.4 24.7 3.4 29.1 46.6 52.3

재고 7.6 5.8 8.3 6.6 9.3 10.0

계 709.8 709.6 673.6 737.2 783.1 789.9

자급률(%) 86.6 88.3 85.4 86.0 87.5 88.2

1인당 소비가능량(kg) 13.4 13.8 13.3 14.2 14.7 14.7

 

주 1) 2020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자급률 = 국내 생산 ÷ 총 소비량 ×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1.3. 가격 동향

∙ 2020년 평균 육용 병아리 가격은 병아리 공급 과잉으로 2019년(463원) 대비 

27.2% 낮은 337원이었다.

- 종계 사육 마릿수는 감소하였으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병아리 생산 증가로 11

월까지 병아리 가격은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HPAI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

인 공급 부족으로 12월 하순 이후 강세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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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평균 생계유통가격4)은 도계 마릿수 증가로 2019년(1,276원/kg) 대비  

12.3% 하락한 1,119원/kg이었다.

- 1∼4월 생계유통가격은 병아리 생산 증가로 육계 도계가 늘어 약세를 보였다. 코

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고 급식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반기까지 생계유통

가격은 약세를 유지하였으나, 7월 이후 노계 도태 증가 및 날씨(폭우, 태풍 등) 피

해로 인한 증체지연으로 강세를 보였다. 10월은 증체지연 물량이 중복 출하되어 

가격이 급락하였으나, 11∼12월에는 HPAI 발생 영향으로 강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18－12.  생계유통가격 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5일 이동평균가격)

2.1.4. 닭고기 소비 패턴

∙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2020년 닭고기 소비를 늘렸다(54.2%)는 응답이 

줄였다(10.3%)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닭고기 소비를 늘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소비가 늘어서’(48.4%)가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배달 등 구입이 편해서’ (31.8%), ‘맛있어서’ (9.7%), 

‘건강을 생각해서’ (5.9%), ‘저렴해서’ (4.2%) 순으로 조사되었다.

4)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육계산지가격은 생계유통가격과 위탁생계가격으로 구분됨. 생계유통가격(출하물량의 3.3%, 

2019 축산물 유통실태 기준)은 계열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가 산닭 형태로 거래하는 가격이며, 위탁생계가격(출하물량의 

96.7%)은 계열업체에 소속된 농가의 생계 납품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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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배달 소비를 늘렸다(53.9%)는 응답이 줄였다(10.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배달 소비량을 9.1%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0년 소비자들의 신선육 구매 비율은 63.8%, 가공제품 구매 비율은 36.2%로 

나타났다. 신선육 구매 비율은 밀키트5) 판매 및 가정 내 간편 조리 기구 보급 확대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닭고기 가공제품 구입 형태는 치킨 및 훈제구이(40.5%), 즉석조리 제품(22.0%), 

레토르트 제품(14.6%), 냉동 닭고기 식품(12.7%), 닭가슴살 가공품(9.8%)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대비 즉석조리, 레토르트 제품의 구매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여름철 보양식을 위한 닭고기 구매시 신선육 구매 비율은 76.3%, 가공품

은 23.7%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구매 비율은 신선육의 경우 1.3%p 

하락하였으나, 가공품은 상승하였다.

- 여름철 닭고기 소비 패턴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공품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13.  닭고기 구매 형태

<닭고기 형태별 구매 비율> <닭고기 가공제품 구매 형태>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5) 밀키트(Meal Kit)는 손질된 식재료와 요리에 필요한 양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봉된 조리법대로 직접 요리하여 섭취하는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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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구매한 닭고기 부위별 비중은 닭 한 마리(42.7%), 닭다리(35.6%), 닭날

개(13.9%), 닭가슴살(7.1%), 기타부위(0.7%)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닭 한 

마리 비중은 감소하였고 닭날개 비중은 증가하였다.

- 2019년 부위별 구매 비중은 닭 한 마리(42.9%), 닭다리(35.7%), 닭날개(11.7%), 

닭가슴살(9.6%) 순이었다. 

∙ 소비자들은 닭고기를 선택할 때 신선도(30.9%)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가격(20.4%), 브랜드(19.2%), 원산지(16.0%), 안전성(12.8%) 순으로 

나타났다. 신선도, 안전성 응답 비중은 2019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가격, 브랜드, 

원산지는 증가하였다.

그림 18－14.  닭고기 구매시 선호 부위 및 고려사항

<닭고기 부위별 구매 비중> <닭고기 구매시 고려사항>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2021년 닭고기 소비 의향 조사 결과, 2020년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닭고기 소비를 늘리려는 이유로는 ‘타 육류에 비해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48.0%), ‘맛있기 때문에’ (18.8%), ‘건강을 생각해서’ (18.3%), ‘가격이 저렴해

서’ (11.4%) 순으로 조사되었다.

- 닭고기 소비를 줄이려는 이유로는 ‘육류 소비를 지양하려고’(29.1%), 다른 육류 

소비를 늘리려고’(26.6%), ‘닭고기 안전성 우려’(15.2%), ‘가격이 비싸서’ (13.9%), 

‘맛이 없기 때문에’ (1.3%)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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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계 사육 및 닭고기 수급 전망

2.2.1. 닭고기 관련 여건 변화

∙ 2020년 브라질내 닭고기 가격은 kg당 1.01달러로 2019년(1.18달러) 대비 

14.9% 하락하였으며, 중국내 닭고기 가격은 kg당 16.83위안으로 2019년(17.69

위안) 대비 4.9% 하락하였다. 중국과 브라질 모두 코로나19 발생으로 닭고기 소비

가 감소하여 가격은 전년 대비 낮게 형성되었다.

그림 18－15.  브라질과 중국 닭고기 가격

<브라질 닭고기 가격> <중국 닭고기 가격>

자료: CEPEA 자료: 农业农村部信息中心

∙ 2020년 국내 닭고기 수입단가도 국제 가격 하락으로 2019년(2.5달러) 대비 4.3% 

하락한 2.4달러였다.

- 수입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냉동 닭다리의 2020년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7.1% 하락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브라질산이 7.7%, 미국산 17.8% 하락하였으

며, 태국산은 2.7% 상승하였다.

2.2.2. 닭고기 교역 여건 전망

∙ 2021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2020년 대비 2.1% 증가한 1억 293만 톤으로 돼지

고기 생산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USDA). 

- 미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2020년 대비 1.0% 증가한 2,047만 톤, 중국은 3.0%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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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1,530만 톤, EU는 1.9% 증가한 1,260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21년 브라질 닭고기 생산량은 수출 및 자국내 소비 증가로 2020년 대비 2.1% 

증가한 1,418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21년 국가별 닭고기 수출량은 브라질이 2020년 대비 2.1% 증가한 394만 톤, 

미국은 0.2% 증가한 333만 톤, EU는 2.1% 증가한 147만 톤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들의 수출량 증가로 2021년 세계 닭고기 수출량은 2020년 대비 2.0% 증가한 

1,219만 톤으로 전망된다.

- 브라질은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나 중동 등 기타국가로의 수출 비중을 확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닭고기 수입량은 일본의 경우 106만 톤으로 2020년 대비 0.5% 감소하지

만, 멕시코는 0.6%, EU는 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닭고기 수입량

은 중국 돼지고기 생산량 회복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2020년 대비 6.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8－8 ]  주요국의 닭고기 수급 및 수출입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생산량

구분　　
소비량

2020년 2021년 증감률(%) 2020년 2021년 증감률(%)

미국 20,263 20,465 1.0 미국 17,021 17,189 1.0

중국 14,850 15,300 3.0 중국 15,460 15,815 2.3

브라질 13,880 14,175 2.1 EU 11,560 11,850 2.5

EU 12,360 12,600 1.9 브라질 10,023 10,238 2.1

기타 39,474 40,386 2.3 기타 44,585 45,620 2.3

계 100,827 102,926 2.1 계 98,649 100,712 2.1

구분
수출량

구분
수입량

2020년 2021년 증감률(%) 2020년 2021년 증감률(%)

브라질 3,860 3,940 2.1 일본 1,060 1,055 -0.5

미국 3,325 3,331 0.2 중국 985 925 -6.1

EU  1,440 1,470 2.1 멕시코 880 885 0.6

태국 890 920 3.4 EU 640 720 12.5

기타 2,436 2,524 3.6 기타 6,233 6,378 2.3

계 11,951 12,185 2.0 계 9,798 9,963 1.7

주: 2020년은 추정치, 2021년은 전망치임.

자료: USDA, FAS,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O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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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브라질, 미국 등 주요국들의 닭고기 생산량과 수출량은 2020년 대비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USDA), 미국과 EU산 닭고기 관세가 추가 인하되어 국내 수

입 닭고기 시장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 가격 약

세가 예상되어 2021년 닭고기 수입량은 2020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수입 닭고기 도매원가는 환율 하락으로 2020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된다. 

- 2021년 브라질산 닭고기 도매원가는 kg당 2,772원, 미국산 3,004원, 덴마크산 

2,497원으로 전망된다.

[ 표 18－9 ]  수입 닭고기 가격 동향과 전망

구분 2020
전망

2021 2025 2030

환율(원/US$) 1,181 1,125 1,172 1,158

수입단가
($/kg)

브라질 1.88 1.90 2.15 2.23

미  국 2.41 2.43 2.75 2.85

덴마크 1.93 1.94 2.20 2.28

관세율
(%)

브라질 20.0 20.0 20.0 20.0

미  국 2.0 0.0 0.0 0.0

덴마크 6.0 4.0 0.0 0.0

도매원가
(원/kg)

브라질 2,895 2,772 3,276 3,350

미  국 3,194 3,004 3,550 3,631

덴마크 2,640 2,497 2,840 2,904

주: 도매원가는 국제가격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과 수입업자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20)

∙ 2021년 이후에는 닭고기 수입단가 및 환율 상승으로 국내 도매원가는 2030년까

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산과 덴마크산은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도매원가가 2030년 kg당 각각 

3,631원, 2,904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관세유지 및 

수입단가 상승으로 2030년 kg당 3,35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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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 2020년 육용 원종계(Grand Parental Stock, GPS) 수입은 2019년(20만 1천 마

리) 대비 26.4% 감소한 14만 8천 마리였으며, 주 수입 대상국은 미국, 영국이었

다. 사육 및 생산 규모 확대로 원종계는 2016년 이후 매년 20만 마리 이상 수입되

고 있었으나,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국제 항공 운송 차질과 국내 닭고

기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조절로 원종계 수입이 감소하였다.  

∙ 2020년 육용 원종계 평균 사육 마릿수는 23만 5천 마리로 2019년(24만 9천 마

리) 대비 5.6% 감소하였으며, 이 중 산란에 가담한 계군은 약 15만 7천 마리로 추

정된다.

[ 표 18－10 ]  원종계 수입 현황(D-Line 기준)
단위: 천 마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0년 20.8 0 25.0 0 26.0 0 18.7 31.2 0 0 26.0 0 148

2019년 0 22.9 0 20.0 0 43.7 20.8 26.0 0 0 26.0 41.6 201

2018년 18.0 0 0 20.0 0 41.6 20.8 0 25.0 20.0 0 63.6 209  

주: 원종계는 종계 부계 생산을 위한 A(수), B(암)라인, 종계 모계 생산을 위한 C(수), D(암) 라인 형태로 수입됨.

자료: 대한양계협회

∙ (2021년 전망) 2020년 종계 입식은 국내 닭고기 공급 과잉으로 생계유통가격이 

약세를 보여 2019년(826만 마리) 대비 11.8% 감소한 729만 마리였다. 따라서 

2021년 병아리 생산 및 육계 사육은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20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육용종계 입식 마릿수를 고려한 2021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는 2020

년 동기간 대비 5.7%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 표 18－11 ]  병아리 생산 잠재력 추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1년 93.6 96.0 97.0 99.1 98.2 98.0

2020년 100.0 101.4 105.7 105.7 103.6 10

증감률(%) -6.4 -5.3 -8.3 -6.2 -5.2 -2.8  

주: 잠재력 지수는 최근에 입식된 육용 종계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7개월 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

하여 추정하였으며, 2020년 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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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줄어 2021년 1∼6월 도계 마릿수는 2020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계 마릿수 감소로 2021년 상반기 닭고기 공급량은 2020년 대

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상반기 도계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 감소로 육계 사육 마릿수가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어 2020년 동기간 대비 3.5% 적은 5억 732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21년 상반기 생계유통가격은 닭고기 공급량 감소로 전년 동기간(1,028원/kg) 

대비 높은 1,200원/kg 내외로 전망된다. 

- 1분기 가격은 2020/21년 HPAI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인 병아리 및 닭고기 공급 

차질로 2020년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하반기 육계 사육 마릿수는 상반기 대비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상반기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21년 도계 마릿수는 2020년 대비 2.0% 감소한 

10억 5천만 마리이며, 국내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한 62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그림 18－16.  2021년 육계 사육 및 생계가격 전망 흐름도

∙ (장기 전망) 육계 사육 마릿수는 2021년  9,481만 마리에서 2030년 1억 477만 마

리로 연평균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원종계 입식 감소로 2022

년 육계 사육 마릿수는 9,374만 마리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소비 증가 및 계열업

체간 경쟁 과열로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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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닭고기 수입량(통관 기준)은 수입 닭고기 도매원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1.8% 많은 14만 1천 톤으로 전망되며, 이후 닭고기 관세 인하 등으로 수입량은 점

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생계유통가격은 닭고기 생산량 감소로 2020년 대비 상승한 생체 kg당 

1,279원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1,463원, 2030년은 1,595원으로 전망된다. 

[ 표 18-12 ]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구 분 단위 2020
전망

2021 2025 2030

사육 마릿수 만 마리 9,626 9,481 9,661 10,477

생산 천 톤 642 629 634 671

수입 천 톤 139 141 158 176

1인당 소비가능량 kg 14.7 14.5 14.6 15.2

생계유통가격 원/생체kg 1,119 1,279 1,463 1,595

주 1) 1인당 소비가능량은 정육 기준임.

2) 생계유통가격은 명목가격임.

3) 2020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20)

그림 18－17.  육계 사육 마릿수와 가격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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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0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1.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동향

3.1.1. 사육 동향 

∙ 2020년 평균 오리 사육 마릿수는 공급 과잉에 따른 종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895만 마리) 및 평년(899만 마리) 대비 각각 4.7%, 5.1% 감소한 853만 마리였다. 

- 2020년 종오리는 72만 5천 마리로 전년(84만 6천 마리) 및 평년(77만 2천 마리) 

대비 각각 14.6%, 6.1% 감소하였다.

- 2020년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종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 및 사육제한 규모 확대로 

전년(821만 7천 마리) 및 평년(835만 1천 마리) 대비 각각 5.0%, 6.5% 감소한 

780만 9천 마리였다.

∙ 2020년 오리 사육 가구수는 529가구로 전년(549가구) 대비 3.6% 감소하였으나, 

평균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1만 6,889마리로 전년(1만 6,464마리) 대비 2.6% 증

가하였다.

그림 18－18.  오리 사육마릿수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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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1년 오리 사육제한 추진 현황

∙ 오리 사육제한은 HP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017년에 처음 도입되었으

며, 과거 AI 발생농가 및 인접농가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4∼5개월 동안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것이다.

∙ 2019/20년 오리 사육제한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시행되었으

며, 2020/21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기간(2020.11∼2021.2)에 이어지고 있다.

- 2020/21년 오리 사육제한에 참여하는 농가수는 전년(207호) 대비 증가한 

213호이며, 사육 제한 마릿수 또한 전년(301만 마리) 대비 10.7% 증가한 

333만 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의 35.8%를 차지한다.

[ 표 18－13 ]  오리 사육제한 추진 현황

단위: 호, 천 마리, %

구분
2018/19 2019/20 2020/21

사육제한 비중 사육제한 비중 사육제한 비중

농가수 203 31.7 207 35.0 213 37.6

마릿수 2,997 29.7 3,006 31.0 3,329 35.8

주: 비중은 당해년 9월 전국 오리 사육마릿수 및 농가수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3.1.2. 오리고기 수급 동향 

∙ 2020년 오리 도압 마릿수는 전년(6,962만 마리) 대비 3.8% 감소한 6,697만 마리

였다. 상반기(1∼6월) 도압 마릿수는 전년보다 5.1% 증가하였으나, 하반기(7∼

12월)는 전년보다 11.2% 감소하였다.

- 이는 상반기 도압 마릿수에 영향을 미치는 2019년 11월∼2020년 5월 육용오리 

입식 마릿수가 증가하였고, 하반기에 영향을 미치는 2020년 5∼11월 육용오리 

입식 마릿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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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도압 마릿수가 줄어 2019년(11만 6,591톤) 대비 

3.9% 감소한 11만 2,085톤이었다. 1인당 소비가능량도 생산량 감소로 2019년 

대비 0.12kg 감소한 2.25kg이었다.

[ 표 18－14 ]  오리고기 수급 동향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공급(천 톤)

생산 118 119 89 114 117 112

수입 3.1 3.3 3.5 5.2 5.9 4.3

계 121 122 93 119 122 116

1인당 소비가능량(kg) 2.41 2.39 1.81 2.30 2.37 2.25

주 1) 수입은 정육ㆍ지육, 열처리의 합임.

2) 2020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1.3. 오리 산지가격 동향

∙ 2020년 오리 산지가격은 도압 마릿수 감소로 생체 3.5kg당 5,603원으로 전년

(5,177원) 대비 8.2% 상승하였다. 

- 1∼5월 평균 오리 산지가격은 냉동 재고량 증가로 오리고기 공급량이 늘어 전년 

대비 6.8% 하락한 4,992원이었다. 

- 6∼12월 가격은 도압 마릿수 감소 및 HPAI 발생으로 전년 대비 19.6% 상승한 

6,040원이었다.

[ 표 18－15 ]  오리고기 냉동재고량 추이

단위: 천 마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년 5,482 5,445 5,406 4,775 4,313 5,072 4,855 4,776 5,163 5,253 4,928 4,917

2020년 5,308 5,640 6,320 6,311 6,294 5,971 5,589 5,423 5,350 5,848 5,581 5,002 

주: 냉동재고량 자료는 전체 물량의 70∼80% 수준으로 추정됨. 재고량은 매월 마지막 주에 조사한 자료를 기

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한국오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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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9.  오리고기 산지가격 동향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원/kg)을 발표하고 있으며, 위 가격은 오리 평균 

생체중량인 3.5kg에 맞춰 환산한 것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3.1.4. 오리고기 소비 패턴

∙ 소비자조사 결과, 2020년 오리고기 소비량은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2019년과 비

슷(52.6%)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년보다 소비량을 줄인 응답자는 31.8%로 늘린 

응답자(15.6%)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오리고기 구매를 전년보다 줄인 이유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외식 소비가 줄어서

(36.0%)’가 가장 많았고, ‘오리고기 판매 마켓이나 음식점이 주변에 많지 않아서

(17.8%)’, ‘조리 방식이 어려워서(15.6%)’, ‘가격이 비싸서(11.9%)’ 순이었다.

∙ 2020년에 오리고기 소비하는 빈도는 ‘1∼4회’, ‘5∼8회’ 순으로 많았으며, 2019

년보다 가정 내 소비는 증가한 반면 외식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5회 이상’ 소비의 경우, 가정 내 소비 비중은 전년 대비 2.9%p 상승하였으나 외

식은 2.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식 소비 중 오리고기를 1년 동안 전혀 먹지 않는 소비자 비중이 전년 대비 

7.5%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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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16 ]  연간 오리고기 소비 빈도
단위: 명, (%)

구분
가정 내 소비 외식 소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0회 80 (12.8) 62 (11.6) 79 (12.8) 108 (20.3)

1~4회 362 (58.1) 303 (56.5) 433 (70.1) 345 (64.7)

5~8회 114 (18.3) 116 (21.6) 79 (12.8) 62 (11.6)

9~12회 35 (5.6) 25 (4.7) 13 (2.1) 11 (2.1)

12회 이상 32 (5.1) 30 (5.6) 14 (2.3) 7 (1.3)

합계 623 (100.0) 536 (100.0) 618 (100.0) 533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오리고기를 소비할 때 불편한 사항으로 가정 내에서 먹기에 ‘조리 방법이 다양하

지 않고 관련 정보가 제한적(68.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외식은 ‘다른 

육류보다 메뉴가 제한적(43.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 표 18－17 ]  오리고기 소비 시 불편 사항

단위: 명, (%)

구분 가정 내 소비 외식 소비

판매되는 오리고기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음(너무 크거나 작음) 89(17.5) 33(6.7)

조리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관련 정보가 제한적임 348(68.4) -

다른 육류에 비해 메뉴가 제한적임 - 216(43.7)

오리가격이 다른 육류에 비해 비쌈 48(9.4) 104(21.1)

오리고기 구입이 어려움 24(4.7) -

오리고기 음식점이 주변에 많지 않음 - 141(28.5)

기타 - -

합계 509(100.0) 494(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소비자들이 오리를 주로 먹는 이유는 ‘영양과 건강을 위해서(가정 내 38.9%, 외식 

44.8%)’, ‘맛이 있어서(가정 내 26.7%, 외식 35.9%)’로 순으로 높았다. 이는 소비자

들이 오리고기를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밖에 가정 

내에서는 조리 방식이 간편하여(22.8%), 외식으로는 직장 회식 등 모임이 잦아서

(8.5%) 소비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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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주로 먹는 오리고기 메뉴는 가정 내의 경우 훈제오리(42.0%), 로스 등 

오리구이(31.1%), 오리주물럭(15.7%) 순으로 많았고, 외식은 로스 등 오리구이

(31.7%), 훈제오리(24.8%), 오리주물럭(19.2%)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8－18 ]  오리고기 메뉴 선호도
단위: %

구분 가정 내 소비 외식 소비

훈제오리 42.0 24.8

오리구이(로스 등) 31.1 31.7

탕류(오리탕 등) 2.7 6.0

오리백숙 6.4 15.8

오리주물럭 15.7 19.2

기타 2.1 2.5

합계 100.0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오리고기 구매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브랜드(25.3%), 조리 방식 간편성

(23.8%), 안전성(23.4%), 가격(13.6%)순으로 조사되어 2019년보다 오리고기 구입 

시 브랜드를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조사에서는 조리 방식 간편성(26.9%), 안전성(24.9%), 브랜드(18.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8－20.  오리고기 구매 시 고려사항
단위: %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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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오리고기 소비 의향 조사 결과, 전년보다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중

은 19.1%로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중(17.8%)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1년 오리고기 소비는 2020년 대비 4.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오리고기 소비를 줄이려는 이유는 ‘오리고기 판매 마켓이나 음식점이 주변에 많

지 않아서(19.1%)’, ‘조리 방식이 어려워서(18.2%)’, ‘가격이 비싸서(14.4%)’ 순

으로 나타났다.

3.2.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전망

∙ 2021년 평균 오리 사육 마릿수는 종오리 입식 마릿수가 줄어 2020년(853만 4천 

마리) 대비 7.8% 감소한 793만 7천 마리로 전망된다.

- 2021년 종오리 사육 마릿수는 2020년 종오리 입식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70만 마리로 전망된다.

-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종오리 입식 감소 및 HPAI 발생으로 2020년 대비 7.3% 

감소한 723만 7천 마리로 전망된다.

- 육용오리 병아리 생산잠재력 추정 결과, 2021년 1∼6월 잠재력 지수는 2020년 

동기간 대비 22.6%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8－21.  종오리 입식 마릿수 추이

자료: 한국오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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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19 ]  육용오리 병아리 생산잠재력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0년 100.0 105.8 106.5 103.4 98.6 90.9

2021년 82.8 82.6 77.4 77.1 73.0 75.8

증감률(%) -17.2 -22.0 -27.4 -25.4 -25.9 -16.5

주: 잠재력 지수는 최근에 입식된 종오리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7개월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2020년 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한국오리협회

∙ 2021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20년(11만 2천 톤) 대비 

6.5% 감소한 10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 이후 2025년에는 10만 7천 톤, 2030년에는 11만 톤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8－22.  2021년 오리 사육 및 오리고기 가격 전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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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감소로 2020년 대비 13.2% 상승한 

6,345원(생체 3.5kg)으로 전망되며, 2025년에는 6,752원, 2030년에는 6,984원

으로 예상된다. 

[ 표 18－20 ]  오리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구 분 단위 2020
전망

2021 2025 2030

사육 마릿수 만 마리 853 794 811 846

생산 천 톤 112 105 107 110

수입 천 톤 4.3 4.9 5.7 6.6

1인당 소비가능량 kg 2.25 2.12 2.17 2.26

산지가격 원/생체3.5kg 5,603 6,345 6,752 6,984

주 1) 수입량은 정육･지육과 열처리 제품의 합임.

2)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0)

그림 18－23.  오리고기 수급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