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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vestock production and management in particular is considered as one of
important elements in the context of Rwanda's economic development
which contribute to the food security, rural livelihood, and poverty
reduction in Rwanda for the time being as well as Rwanda’s development
goals in the years ahead.
The latest estimate of annual meat production is 76,830 MT mostly from
beef. The production arise from a national herd of 1.3 million heads of
cattle. While all the provinces of Rwanda produce both milk and beef, the
eastern zone is the primary producer of both products, contributing almost
half of the national production.
A study was conducted to characterize the existing meat value chains in
the Eastern province of Rwanda and examine their potential for
improvement. 192 beef cattle producers, fatteners and processors were
interviewed in Nyagatare, Kirehe, Ngoma, Bugesera, Kayonza and Gatsibo
districts to understand their production strategies, processing, marketing
channels and attributes. The results show that 90% of farmers are
producers, 1.2% butchers, 0.4% producers and fatteners, 0.8% fatteners,
and 1.2% producers, fatteners and traders. Four existing beef cattle value
chains were identified ending with consumption in cities and towns,
consumption in production areas.
Identified strategies to improve the existing value chains include establishment
of feedlots, buying of animals from smallholders for fattening in feedlots by
commercial ranchers, and exploiting domestic niches and regional markets.
Since animal size and weight are major factors determining cattle prices,
cattle fattening using low cost crop residues could provide producers with
more income.
It is suggested that market oriented beef value chain development is an
economically plausible, and socially acceptable investment in the Eastern
Province of Rwanda. The economic viability can be improved by resolving
logistic constraints in extension service delivery and access to beef cattle
production inputs; promoting intensive land use through a stra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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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systems that combines suckler-cow and feedlots systems; and
developing market responsive quality standards and grading systems that
consumers can pay for in the domestic and region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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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Context

The livestock industry contributes 10 percent of the GDP of Rwanda (NISR,
2015). Various estimates have been made for the consumption of milk and
meat in Rwanda. Per capita meat consumption is 7.59kg which is below 50
kg of meat that FAO/WHO recommends. The deficit can be accounted for
by inadequate production and post-harvest losses along the production to
consumption continuum. Major livestock in Rwanda is cattle because it is
the highest contributor to meat and only source of milk in Rwanda. The cattle population estimate is 1.3 million heads (NISR, 2014). The dominant cattle genotype in Rwanda is the Ankole Longhorn cattle and their crosses with
Sahiwal and dairy sire lines. Recently the dual purpose breed (Fleckvieh)
has been introduced. The Ankole cattle have not been bred specifically for
meat production in Africa, although there is tacit indication that the potential
exits. Nevertheless it is the most viable option for investment at this stage
of animal genetic improvement in Rw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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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imate in Rwanda is tropical and temperate with an average temperature of 19°C and rainfall annually ranges between 900 and 1600 mm. The
country has a small rainy seaso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a rainy
season from February to May. The short dry season is between December
and January and the long dry season from June to mid-September.
From the recent year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Animal Resources
(MINAGRI) seeks to increase productivity of animal resource products
(milk, meat, butter, cheese, skins, hides, wool, eggs, and organic manure
production) through efficient livestock development (PSTA III).
There are a number of strengths, weaknesses; threats and opportunities in
meat value chains (MINAGRI Meat industry report, 2012). The strengths include: adapted cattle genetic resource including indigenous Inyambo; pure
exotics and the crossbreed with Inyambo; the stock of technologies that has
generated institutional capacity for conservation and rapid multiplication of
desirable animal genetic material (seed). For weaknesses, low genetic potential of indigenous genetic materials; inadequate capacity to provide sufficient
nutrition and protection from endemic and emerging diseases; as well as inadequate market driven incentives to adopt productivity enhancing innovation are considered to be mutually reinforcing weaknesses/threats to
cattle value chain development.
There are a number of opportunities to mitigate some of the constraints in
the cattle value chain development; some of which have not been
exhaustive. Inherently Inyambo cattle are credited for their adaptive rather
than productive traits. But anecdotal evidence suggests that there is sufficiently wide variability associated with individuality that could be used in
a selection program for productivity as well as ada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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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 scarcity is an endemic feature that triggered a systematic shift from
large cattle size to small stock in the pre-colonial era (Rwamasirabo, 1990).
Rwanda has a number of feed production niches that have not been adequately explored and exploited to provide edible materials for a sustainable
future of feed and food for Rwanda. Crop intensification program has been
providing opportunities for rationalizing and improving effectiveness of using crop residues as feeds and promoting crop-livestock integration for promoting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in production of plant and animal
source foods.
Inadequate animal genetic resource base for meat production notwithstanding, the biggest challenge to livestock production (including meat) is feeds
and feeding. Rwanda does not have sufficient land to sustain animals under
traditional pastoral system. Therefore intensification using feedlot system is
considered the inevitable option to pursue in future investments for beef sector development. Based on annual agriculture sector growth of 7-8%, the
country has revised its per capita income target from US$ 960 to US$ 1200
and reducing extreme poverty to 25%; increasing life expectancy to 65
years; and reducing malnutrition to 18% by 2020 (Vision 2020). A series
of reviews indicate that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Rwanda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to realization of MDG objectives through strategic investments in agriculture. The critical gaps remain in the protein and lipid
nutrition, which are below WHO recommendation (World Bank, 2011).
Competition for land between arable and livestock agriculture remains a
critical constraints to address in order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vision
2020. The GoR has identified investment in two areas as the most viable
op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1) intensification and development of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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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nable production systems and 2) professionaliz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producers along the commodity value chains through strategic public-private sector partnerships. In the Eastern Province the most strategic
value chains for intensific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are meat and milk
value chains. Compared to meat, the dairy sector development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GoR, development partner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private sector. The meat sector has lagged behind in this context, and therefore forms the basis for the investment plan here proposed.
The current study attempt to evaluate livestock farming and management,
focusing on meat production and processing in Rwanda for future development of the Rwanda mea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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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bjectives and Scope of the Study

2.1. Scope
The Project forms a Joint Research Te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am”), which include experts and coordinators from Korea and
Rwanda. This Team is implementing the following activities:
○ To collect and analyze the existing data related to a livestock farming
and management in Rwanda.
○ To review and analyze the current national policies and strategies, relevant international projects/programs which relate to the topic.
○ To conduct field survey to gather data and information which relate to
the topic.
○ To provide a report that will be submitted to the relat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a document for possible ODA proposal.

2.2. Objective
The general objective is to reduce the poverty by enhancing income generation of farmers in particular and all Rwanda in general through the transfer of knowledge and technology related to the meat production and
processing.
Specific Objectives are as follow:
(i)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meat production in Rwanda by doing a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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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o analyze existing data about the current situation of meat production
and processing in Rwanda
(iii) To review and analyze existing government policies and strategies including laws and regulations on meat production and processing.

2.3. Methodology
A series of preparatory meetings for a benchmark study were held in
Kigali. The purpose of these meetings was to internalize the sampling
frame and survey instruments, and develop work plan to guide the
process.
2.3.1. Sampling
Transect sampling technique was adopted to implement the survey in 6
districts in Eastern part of Rwanda (Rwamagana, Bugesera, Kirehe,
Ngoma, Gatsibo, Nyagatare). The sampling method used for farmers was
systematic stratified random sampling whereby in each district 4 sector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each sector 8 households were in turn
randomly selected, therefore a total of 192 households were surveyed.
The household survey involved farmers (producers), fatteners, traders and
butchers from Nyagatare and Kirehe districts of Eastern Province of
Rwanda.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gather the information
from sampled households
Secondary data on meat value chain in Rwanda were collected from
different sources such as official documents and policy documents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MINAGRI), Rwanda agriculture Board
(RAB), National Institute Statistics of Rwanda (NISR) and other sources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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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Survey Instrument
The survey team used structured questionnaire to collect information
from households and different stakeholders. Checklists were used to
collect information from key informants on: cattle population, farming
system, herd composition, feed resources (feed resource calendar
depicting: types, amounts, level of use, sources and means of
acquisition; costs)
2.3.3. Data Analysis
A total of 192 farmers were selected for the interview. Data entry was
done using MS Excel. Statistical American Software (SAS) was used for
data analysis.

10

Chapter

2

Survey Findings

1. Survey Results

1.1. Stakeholder characteristics in the beef value chain

1.1.1. Stakeholder categories

The majority of stakeholders in the beef value chain are primary
producers/cattle keepers. The majority of these are men, although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se are women (Table 2-1). A small portion
(2.8%) of the stakeholders participate in more than one section of the
value chain. The average experience in the cattle for beef production,
processing and marketing is 1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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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Gender disaggregated stakeholder categories and their experience in
the beef value change
%
Stakeholder
category

representation

Years of

experience

Men

Women

Total

Men

Producers

73.2%

17.5%

90.7%

18

Butchers

1.2%

1.2%

10

10

Producers and
fatteners

0.4%

0.4%

Fatteners

0.8%

0.8%

19

19

Non-descript

2.3%

3.1%

15

Producers,
fatteners and
traders

1.2%

1.2%

16

Producers and
butchers

0.8%

0.8%

Fatteners,
butchers

0.8%

0.4%

0.4%

Women
16

11

Total
18

13
16

3

3

Producers,
fatteners,
butchers

0.4%

0.4%

19

19

Traders

0.8%

0.8%

8

8

Gender total

80.9%

99.6%

15

18.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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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Human capital in the beef value chain
The dominant source of human capital is the household which include
spouse and biological children. Within this resource base, the household
head features most prominently, followed by spouse and biological
children (Figure 2-1).

Figure 2-1. Human capital in the beef value chain

There are six basic activities that the family members undertake singly
or in various combinations. Cattle sales are the most common activity
followed by animal care especially grazing, watering, and supplementary
feeding from fodder banks.
Grazing was the most frequent single activity implemented by spouses
and children of the household, with occasional participation of household
heads and non-relatives. Non-relatives were most likely to be wage
laborers. Cattle sales and health care was the most frequent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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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ctivities; suggesting that most of the cattle that the farmers handled
were in transit to markets or slaughter houses (Table 2-2). However, the
observation needs to be confirmed. Women and children were involved
in more activities than heads of households. Household heads were
predominantly men especially participating in sales and health care.

0.35%
12.06%

H’hold (% total)

0.71%

0.35%

0.71%

4.96%
0.35%

0.71%
1.77%

Sons/
daughters
3.19%

0.35%

0.71%

Other
relatives

2.48%

0.35%

Grandchildren

0.35%

2.13%

Nonrelatives
0.35%

1.42%

0.35%

First
in-laws

100.00%

1.42%

Others

100%

0.35%
0.35%

0.71%
3.19%
0.71%
82.98%
0.35%
0.00%
0.71%
0.35%

Activity
% total
7.80%
0.71%
1.06%
0.35%
0.35%

1=Grazing; 2=Feed collection; 3 = Feeding; 4=Health Care; 5= Cattle sale; 6 = Grazing + feeding; 7=Grazing+ watering; 8=Grazing +
health care; 9=Grazing + cattle sales; 10 =Cattle sale + health; 11 = Grazing, feeding and health; 12 = Grazing feeding and watering;
13=Grazing, health and watering; 14=Grazing, cattle sales and health; 15=Grazing, feed collection, feeding and health; 16 = Grazing, feed
collection, feeding and watering; 17 =non-descript activities

18.09%

0.35%

0.35%
62.77%

3.55%
0.35%
1.06%
0.35%
0.35%

0.71%
0.35%

1.42%
0.35%
10.28%

Spouse

HH head

Activity
combination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Table 2-2. Livestock management activities according to labor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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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keholder age distribution profile across different activities in the
value chain indicates producers, fatteners, multiple enterprise stakeholders
in the middle age group dominated the cattle sale function. The young
adult producers were engaged in grazing, feed collection and feeding the
animals (Table 2-3).

Table 2-3. Mean age of stakeholders engaged in different activities in the beef
value chain in Rwanda
Category
Producers

Grazing

Feed
collection

Feeding

Health

Cattle
sales

30

39

29

65

50

30

50

Fatteners
Traders

Unspecified

18

35
31

Butchers
Producers and fatteners
Producers and butchers
Producers, fatteners
and traders
Producers, fatteners
and butchers
Non-descript

23

35
50
49
41

Younger traders mostly participated in grazing while their older counterparts
participated mainly in selling animals.
Analysis of the labor deployment for various activities identified three
major activities. Labor efficiency (man days/animal) was highest in
watering and veterinary care. Gap between the minimum and maximum
labor deployment per animal indicated that there was considerable
amount of idle labor to be used in beef production (Tabl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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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Labor efficiency (man days/animal) in grazing, watering and
veterinary care for beef production in Eastern province of Rwanda
Parameters

Grazing

Watering

Vet care

Mean

2.94

22.02

22.02

Median

1.43

13.71

13.71

Mode

1.14

5.71

5.71

Minimum

0.10

0.23

0.34

Maximum

47.90

574.86

192.00

1.2. Extension service and input supply
Stakeholders who had opinions on extension service and input supply
were subsistence grazers, beef cattle producers, and the producers who
also practiced fattening. The Grazers had very positive perception on the
availability of beef cattle keeping advisory service. A highly significant
majority did not put the advice to good use and given-up extension
advice. These category of stakeholders were equally divided in their
opinion on the ease of accessing beef cattle extension service (Table
2-5). The beef producers in the value chain were equally divided in
their opinions on availability and access to beef cattle production
advices. A very highly significant portion of these stakeholders disagreed
that it was a nightmare to get beef cattle extension advice; and had not
given up in extensions service on beef cattle keeping.
On input supply; a significant majority of grazers agreed that inputs for
beef cattle production were readily available. But a significant majority
disagreed on that the suppliers were easily accessible and at no cost.
They had divided opinions on whether the inputs will always be
available (Table 2-5). Regular beef cattle producers were equally 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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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ll issues of input availability except the need to incur travel cost to
purchase the inputs.
One case of a regular producer who also fattened cattle before sale was
encountered. The stakeholder was positive about availability of extension
service and inputs and their usefulness in beef cattle production. Despite
the irrelevance of subjecting this case to statistical scrutiny, the
observations underscore the potential value of beef cattle extension and
input supply.

Table 2-5. Percentage of stakeholders who agreed with statements of availability
of beef cattle extension service and inputs in Eastern Province of Rwanda
Stakeholders

Grazer

Beef
cattle extension advice
No problem
57.77

Chi
Square
Probability

Producers

*

Chi
Square
Probability

Producers
+fatteners

60.98

ns

100

Nightmare

34.48

****

12.2

****

0

No complaint

50.25

ns

43.9

ns

100

34.3

****

31.7

*

100

32.66

****

14.63

****

0

52.7

ns

56.1

ns

0

Inputs
readily available

63.32

***

50

ns

100

Suppliers
readily available

54.23

ns

40

ns

100

Supplier nearby

38.89

**

45

ns

100

44

**

33.33

*

100

41.92

*

45

ns

0

51.79

ns

48.72

ns

0

Put extension advice
to good use
Given up
Too much effort
Beef cattle inputs

No travel cost
access suppliers
Input
rare

suppliers

to
are

Availability
not always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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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vey explored on the capacities of a class of cattle producers to
participate in the beef value chain with their ability to afford inputs;
provide land and labor and access markets (Table 2-6). On the
affordability of beef cattle production inputs a significant majority
agreed that the inputs were affordable, because they are not too costly,
especially for some of them, and are affordable with the present income
levels. The opinions of producers in the beef value chain were equally
divided on affordability with or without budgetary allocations of
household expenditure. But a significant majority disagreed that it was
impossible to afford beef cattle production inputs, especially when house
expenditure is compromised in favor of investments in beef cattle
production. The fattener (only one person), was the very optimistic
about affordability of beef cattle inputs. His opinion was that beef cattle
production inputs were not impossible; and with or without household
budget adjustments; it was still possible for an investor to afford these
inputs within business income.
On markets, a highly significant majority agreed that the buyers were
readily available. Therefore a significant majority also disagreed that the
price for cattle and cattle products were abysmal for their quality or
disposal value; neither were they to high to discourage producers from
engaging in the beef cattle business. Producers already in beef cattle
production had equally divided opinions on most marketing issues. A
significant majority disagreed on the proposition that price of cattle
products were not extremely attractive; and were below their
expectations. The fatteners perception was very positive on all issues.
On land as a factor of production, a highly significant majority agreed
that they needed more land than they currently have, either to have
economically viable unit or to improve on the economy of scale. But
the current state of land constraint was not necessarily prohibitive on
beef cattle production. The beef cattle producers also agre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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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for more land with equally strong emphasis. But their opinions
were equally divided on the severity of land constraints.
The fatteners maintained that land was not a constraint in beef cattle
production; and neither was it likely to be in a foreseeable future; and
it has not a defining factor for beef cattle production improvement.
On labor, the grazers maintained that family labor was not sufficient to
meet the requirement for livestock activities on beef cattle farms.
However the community was indecisive on whether the farm labor were
under-utilized. The producers had similar opinions; were contradictory to
the opinion of the fattener.

40.9
55.8
72.3

Beef cattle inputs too costly for me

Affordable with household budget adjustments

Can afford some beef cattle inputs

29.6
32.4

Prices are at throw-away level

Almost sold all my products due to very good price

46.3
40.5
33.3

Land is not a constraint in a foreseeable future

I have never needed more land than I have

36.8

Land is not a constraint to me

Factors of Production:Land

Lack of buyers is a disincentive to increased production

46

44.3

Prices are discouragely low

Prices are encouraging

66.2

Buyers readily available

Market availability of livestock products

67

30.5

Impossible to afford at all cost

Can afford some beef cattle inputs with present income

47.8

Agree

Impossible with present income

Affordability of beef cattle inputs

66.7

59.5

53.7

63.2

54

67.6

70.4

55.7

33.9

33

27.7

44.2

59.1

69.5

52.2

Disagree

Grazers

****

**

ns

***

ns

****

****

ns

****

****

****

ns

**

****

ns

Pro>
Chi Sq

35.7

50

40.5

57.5

33.3

15

35

62.5

50

65.9

62.5

65.9

41.5

34.2

46.3

Agree

64.3

50

59.5

42.5

66.7

85

65

37.5

50

34.2

37.5

34.2

58.5

65.9

53.7

Disagree

Producers

ns

Ns

Ns

Ns

*

****

Ns

Ns

Ns

Ns

Ns

*

Ns

*

Ns

Chi Sq

-

-

100

100

100

-

-

-

-

100

100

100

-

-

-

Agree

100

100

-

-

-

100

100

100

100

-

-

-

100

100

100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Pro>
Chi Sq

and fatteners

Disagree

Producers

Table 2-6. Stakeholder opinions on affordability of beef cattle production inputs, availability of land and labor and access to market

66.5
39.51
26.6
41.79
51.23

There is inadequate family labor for all the livestock activities

Family labor is just enough for all the livestock activities

Too many family labor for all the livestock activities

Current family labor is underutilized

Current family labor is too few

Factors of Production:Labor

64

61.1

I desparately need more land for beef production

Things would be better if I had more land

67.2

More land is needed for me to survive in beef production

48.77

58.21

73.4

60.49

33.5

36

38.9

32.8

ns

*

****

***

****

**

****

52.4

33.3

21.4

33.3

67.5

81

66.7

85.7

47.6

66.7

78.6

66.7

32.5

19.1

33.3

14.3

ns

ns

**

*

*

****

*

****

100

100

100

100

-

-

-

-

-

-

-

-

100

100

100

100

ns

ns

ns

ns

ns

ns

ns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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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attle production economics
There were no systematic farm records. Therefore farms were requested
to recall their expenditures and sales. The costs include fixed costs on
infrastructure and equipment; and variable costs of labor, drugs, fees,
vet fees and other materials and supplies in the production of live
cattle. The information included quantity of items sold, and price. This
information was verified by key informants in cases of extreme values.
Results showed that cattle production in Eastern Province was a typical
low input systems with low initial capital investments; and low variable
cost inputs. Average milk production was 7-fold more than the live
animals sales per household per year, but the income from live sales
were more than 100-fold more than income from milk sales.

Table 2-7. Gross margin analysis of the cattle production in Eastern province of
Rwanda
Species

Fixed
cost

Variable
cost

Price

Quantity
produced

Gross
Revenue

Live
sales

565,944

238,848

176,491

1,140

104,471,786

104,346,063

Milk

184,200

354,375

155

7,514

1,148,683

1,120,889

Gross Margin

1.3.1. Use preferences of domestic livestock species and breeds
The survey revealed that the indigenous cattle was the most
popular/common animal. Their crosses with exotic cattle were the
second most important. Farmer preferred the indigenous cattle for meat
and milk. They were equally preferred compared with goats for manure
production. This preference shifted to usefulness of the breed for the
sake of milk and manure in second ranking. Their crosses with exotic
cattle gained acceptability for meat and ma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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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Usefulness of livestock according to breeds
Rank1

Species/
Breed

Rank2

Rank3

Meat

Milk

Manure

Meat

Milk

Manure

Meat

Milk

Manure

Local
cattle
Crossbred
cattle
Exotic
cattle

19.0%

27.7%

5.9%

4.3%

19.1%

17.6%

10.6%

4.4%

39.8%

0.7%

26.3%

-

10.9%

2.7%

10.9%

8.0%

0.9%

24.8%

1.0%

3.8%

-

1.6%

1.6%

2.3%

1.8%

-

5.3%

Goat

1.4%

-

2.8%

0.4%

-

0.4%

0.9%

-

0.9%

Sheep
Local
chicken
Exotic
chicken

1.7%

0.3%

4.5%

2.0%

-

-

-

-

-

2.1%

-

-

-

-

-

-

-

-

2.4%

-

-

-

-

-

-

-

-

The herd structure of the cattle producers in the surveyed area is shown
in <Table 2-9>. The dominant class is the breeding females. The
breeding female in herd ranges from 1-50 cows. The majority of the
farms have 10 cows. The range among all classes of cattle is wide.
Table 2-9. Herd structure of beef cattle producers in Eastern province Rwanda
Cattle type

Mean

Median

Mode

Min

Max

10

7

10

1

50

Breeding Males

2

1

1

0

6

Non breeding males

4

3

2

1

10

Non breeding females

3

2

1

1

11

Heifers

4

3

2

1

12

Young bulls

2

2

1

1

8

Female calves

3

3

3

1

10

Male calves

3

2

2

1

13

Breeding fe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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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eed resource base
Farmers mentioned several feed types they fed to their cattle. The
majority of the households (>80%) has access to natural pasture. A
small but significant proportions use fodder banks of Napier or Kikuyu
grasses as well as an assortment of crop residues. The most common
crop residue were cereal straws, and bean haulm (Figure 2-2).

Figure 2-2. Number of households by feed types in Eastern Province Rw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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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ailability of the feed types varied across seasons. Despite a wide
variety of feed types, the dominant feed types were natural pastures,
Napier, crop residues and banana peels. In all the respondent households
banana peels was inadequate across seasons (Table 2-10). Crop residues
were adequate in the dry season across households. Napier grass was
adequate in 88.9% of households; and was more available in the dry
seasons than in the wet seasons. Natural pastures were not sufficient
across season in 54% of the households especially. No farmer in the
sample frames practiced supplementary feeding.
Table 2-10. Level of adequacy in the dry and wet seasons of major feed types
in Eastern Province Rwanda
Level
Feed type1

Adequate
Wet

Dry

Inadequate
Total%

Wet

Dry

Total%

Banana peels

0

0

0

100

0

100

Crop residues

100

0

100

0

0

Napier grass

77.78

11.11

88.89

11.11

0

11.11

Natural grass

35.67

9.33

45.03

43.86

11.11

54.97

1.4.1. Sources of replacement stock
The sustainability of the beef value chain depends on the capacity to
provide replacement stock and avoid inbreeding that promotes
expressions of deleterious genes.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markets were the major sources of replacement stock
(Table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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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 Sources of replacement stock in Eastern Province of Rwanda
Source

Number of
respondents

Frequencies (%)

4
100
26

Own farm
Markets
Other farms

Cumulative
Numbers

3.08
76.92
20.00

4
104
130

Cumulative
frequency (%)
3.08
80.00
100.00

The majority of farmers purchased bulls from distant markets to avoid
inbreeding problem. This effort is complemented by use of AI and
rented bulls (Table 2-12). A small proportion of the farmers used bulls
from their own herds and from undisclosed methods.

Table 2-12. Methods of inbreeding control in Eastern Province Rwanda
Methods
AI
Others
Own bulls
Bulls from
distant markets
Rented bulls

Number of
respondents
45
5
6
118
2

Frequency
(%)
25.57
2.84
3.41
67.05
1.14

Cumulative
numbers
45
50
51
169
176

Cumulative
frequencies
25.57
28.41
28.98
96.02
100

1.4.2. Age at first calving and sale of cattle
The majority of respondents reported age at first calving of 2 years.
Approximately 30% of respondents reported unrealistic age of first
calving of one year, indicating the need for training in record keeping.
In extreme cases farmers reported calving intervals of 3-4 years (Figur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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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Calving interval (years) in beef
cattle herds in Eastern province Rwanda

The majority of households sold the animals by age of 4 years (Figure
2-4). Less than 20% of the household sold the cattle within one year
on birth, starting three months after birth.
Figure 2-4. Years of Animal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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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Access to veterinary service
Most of the respondents (77.2%) claimed to have adequate access to
veterinary services. The respondents that had inadequate access to
extension service (22.8%), attributed this to three reasons. The majority
attributed limited access to veterinarian (65.2%) because either they were
not available in the area to too distant for easy access. Therefore
sizable proportion (22.7%) preferred to treat their own animals.

2. Secondary Data Analysis on Meat Value Chain in Rwanda

2.1. Status of livestock production in Rwanda

Farmers in Rwanda keep cattle, small ruminants (sheep and goats),
poultry (especially chickens); pigs and rabbits as sources of meat, milk,
and eggs. Available records show that per capita consumption for
animal products have been increasing (as shown in Table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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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Per capita consumption of animal products in Rwanda
Product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Milk (liters/person/year)

20.7

23

25.7

33.5

37.3

44.2

50.1

58.1

Meat (Kg/person/year)

5.68

5.71

5.72

5.68

6.44

6.69

6.77

7.5

Eggs (kg /person/year)

0.2

0.2

0.25

0.36

0.47

0.52

0.57

0.62

1.02

1.04

1.32

1.42

1.36

1.41

1.59

2.51

Fish (Kg/person/year)
Source: MINAGRI

Available records also show that actual production and estimates of
consumption based on population growth and per capita consumption
trends have been increasing. But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level
has remained lower than the targets that Government has designed for
nutrition security (Figure 2-5)

Figure 2-5. Trends in actual meat production and current and projected
consumption against production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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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meat consumed in Rwanda comes from cattle. But the
contributions of beef, goat (caprine) meat and mutton (ovine meat) have
been declining due to declining grazing area for cattle and small
ruminants (Figure 2-6). Conversely, the proportion of the annual meat
from chicken and pork has been increasing.

Figure 2-6. Percentage contribution of meat type to annual meat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Rwanda

Source: RAB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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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effort to broaden the export base of the economy, Rwanda
intends to become a net exporter of beef in the regional and global
market. Track records of the balances of payment indicate that overall
the country is competitive in the regional and global market for cattle.
But it is not adequately competitive in beef. But the trade deficits in
the region suggest that the country can penetrate the regional market if
it develops the capacity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rade in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 (Table 2-14).

Table 2-14. Trade balances (Thousands US$) of Rwanda in the regional global
beef markets
Rwanda/Region

Product
label

2012

2013

Region/Global
2014

Rwanda/Global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Live
sales

4145

6321

6605

-9352

-7353

-2787

6605

6605

6605

Beef

1

0

-1

-1106

-2411

-6267

-1

-1

-1

Dairy
products

-843

698

853

-42512

-50399

-76043

-7098

261

4417

Overall

5315

9032

9471

-50958

-58150

-83083

1518

8878

13035

Source: http://www.trademap.org/Bilateral_TS.aspx

Therefore we justify the choice of cattle for the KAPEX collaboration
on: 1)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meat is below the target for
improved nutrition of the current and future population; 2) cattle
remains the major source meat for improved nutrition even if the
contribution of small stock is increasing; 3) improving productivity and
the capacity to comply with OIE quality (including traceability)
standards so that Rwanda can attain sufficient level of competitiveness
to penetrate the regional market for beef as well as live animal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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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eat consumption in Rwanda
Per capita consumption of meat in Rwanda has been increasing by
approximately 4% per annum over the last decade. It is projected to
increase beyond 9kg/year by year 2020 (Figure 2-7). However this level
of consumption is still below the WHO/FAO standard (WHO/FAO,
1985).

Figure 2-7. Per capita meat consumption trends in Rwanda

Source: RAB primary data

Trends analysis shows that the capacity to produce meat has been
increasing. Except in 2006 and 2013, the country has been able to
produce more meat than the population could consume (Figure 2-8).
This scenario is probable due to the predominantly informal expo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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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stock into neighboring
Republic of Congo (DRC).

countries

especially

to

the

Democratic

Figure 2-8. Meat production consumption gaps in Rwanda

Source: RAB primary data

2.3. Cattle genetic resources in Rwanda
The meats produced for consumption in Rwanda come from a diversity
of cattle genotypes. The highest number of cattle genotype is the
indigenous landrace of Longhorn cattle (Inyambo), and their crosses with
dairy cattle (Friesian, Jersey, Brown Swiss) and beef sire (Sahiwal)
lines. Recently the Fleckveih cattle has been introduced as dual purpose
breed. There are isolated cases of private initiatives in other cattle
genotypes for beef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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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recently, the post genocide recovery program emphasized cattle
genetic improvement for dairy production. The relative proportions of
Inyambo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annual milk offtake has been
declining. It projected to keep declining exponentially as a conservation
strategy from extinction (Table 2-15). In addition to milk, these animals
also contribute to meat production.

Table 2-15. Trends and projections of breed composition with respective
contributions to annual milk offtake in Rwanda
Genotype
Year

Contribution to annual milk offtake

Ankole

Crossbreeds

Purebreds

Ankole

Crossbreeds

Purebreds

2014

67%

24%

8%

42%

37%

21%

2015

65%

25%

9%

40%

38%

22%

2016

63%

26%

9%

38%

39%

23%

2017

62%

28%

10%

36%

41%

23%

2018

60%

29%

10%

34%

42%

24%

2019

59%

31%

11%

33%

43%

25%

58%
33%
12%
2020
Source: Butera and Rutagwenda(2004)

31%

44%

25%

a. Livestock germplasm contributing to Milk and meat production for con‐
sumption in Rw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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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rossbred cattle contributing to Milk and meat production in Rw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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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Discussion and Recommendations

1. Discussion

Livestock production is one of the major agricultural activities in
Rwanda. Livestock sector plays a very important role for the
socio-economic activities of Rwanda. It contributed 10% of country’s
GDP in 2015, and serves as a food reserve for humans, a source of
manure, income, and savings and has other non-monetary but important
social functions, especially for cattle, including prestige and payment of
bride price (NISR, 2015). The survey confirms earlier studies showing
that men dominated beef value chain in the area with an emerging
participation of women in special functions in the value chain. Most of
the participants are experienced in the business for more than 10 years.
The findings shows that the herd structure is small (<60 heads). The
herd is dominated by breeding females and replacement heifers,
suggesting the males are the most important items for sales. The age of
selling ranges from weaning up to 6 years of age. But most household
(77%) sell their cattle by the age of 4 years. The sources for additional
replacement stock are markets and other farms. Meat production in
Rwanda is basically from cattle, and there are three major livestock
production systems in Rwanda similar to most sub-Saharan Af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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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Shem and Fujihara, 2002; Singh et 2006; Denis Mpairwe et
al., 2015). A brief review of the existing livestock system will br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ivestock sector and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 for the production of quality meat in Rwanda.
Three production systems were identified with the intensive grazing
system being the most prevalent system (96.10%) followed by
semi-intensive (2.13%) and extensive (1.77%) (RAB report, unpublished
data, 2014). Intensification in livestock production is a deliberate policy
response to resource constraints to production. Intensification emphasizes
production of more animal source foods from less land and number of
animals than it would take under extensive management systems.
In extensive system, pure pastoralists were found mainly in Nyagatare.
Cattle ownership under this range from as low as 1 to 50 herds of
cattle per household. This sector contains 40% of country’s cattle
population. Most of the smallholder livestock farmers in this system
keep local Ankole breeds of cattle or their crosses with exotic breeds.
In semi intensive system, stockbreeders under this system keep crossbred
cattle (Ankole x Sahiwal) and manage under minimal housing, health
and feeding conditions.
Under the intensive management system, farmers keep mainly imported
purebred or grade Jersey, Sahiwal, Holtein, Friesian, Brown Swiss and
crossbreds of these breeds with Ankole cattle. Farmers under this system
keep 1 to 10 herds of cattle with an average herd size of 20 cows per
farm under the zero grazing management system.
The production systems have peculiar characteristics relative to climatic
conditions, location and resource ownership which influence the
marketing systems and the profit margin obtained by the different value
chain actors (Coetzee et al., 2005; Sara et al., 2010; Denis Mpairw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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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5). Climatic variability and fragile soils are major characteristic
features of Rwanda's major determinants of cattle production systems
(Kisamba-Mugerwa et al., 2006).
In addition, Meat production and productivity in Rwanda is constrained
by tremendous pressures created by reduced availability of land per
capita and availability of inputs like feeds and animals with good
genetic base for meat production. Meat production and productivity
needs to be improved through the use of potential genetic breeds of
cattle, breeding practices based on a scientifically planned breeding
policy, good extension and farmer training and organized marketing
system etc(Niang, 2012; Shem 2002).
In other words, what is needed is better utilization of the available land
for livestock and human resourc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raining
and application of improved animal production technologies at all levels
of production, processing and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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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Animal population statistics depict Eastern Province of Rwanda as the
region with the highest potential for beef value chain development in
Rwanda. Beef production is a predominantly family enterprise where the
household head plays the lead role with the support of spouse and
children especially marketing and grazing. Younger members of the
households provide their labor for grazing, feed collection and feeding.
However, labor productivity for grazing, watering and general husbandry
is very low, suggesting labor availability as a huge potential for beef
cattle production. Respondents’ responses suggested that the availability
of extension services and inputs for beef cattle keeping were not
problematic. However, this should be treated with reservation because of
logistical constraints to the access the services and inputs. The inputs
were marginally affordable, and require price incentives to increase
access.
Market for beef cattle are available; the prices were neither sufficiently
high to reward investments, nor sufficiently low to discourage producers
from market oriented cattle production. Land was a tacit constraint to
cattle production except for fatteners who did not share the same
opinion with grazers, and commercially oriented cattle keepers. The
perception of the fatteners suggests that intensification of the land use
was a viable option for reducing land constraints to market oriented
beef production. Despite the apparent availability of labor, the cattle
keepers maintained that family labor was not sufficient to contain all
livestock activities on the farms. Hence development of market oriented
cattle production is likely to creat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youth
in the beef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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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from some farmers revealed that milk production was not the
major source of income; and live cattle sales could generate more than
100-fold more income than milk. But farmers keep cattle and other
livestock species for multiple objectives; which invariably include meat,
milk and manure (3M). The indigenous cattle feature more prominently
in the 3M production that improved cattle genotypes.
The herd structure is small (<60 heads). The herd is dominated by
breeding females and replacement heifers, suggesting the males are the
most important items for sales. The age of selling ranges from weaning
up to 6 years of age. But most household (77%) sell their cattle by the
age of 4 years. The sources for additional replacement stock are
markets and other farms. Distant markets are sources of replacement
bulls in most farms to avert inbreeding. There is a tacit need to
improve herd dynamics because of long calving interval can takes up to
two years. The dominant feed resource is natural pastures, which is
supplemented with Napier fodder banks and crop residues because
natural pasture are not adequate in both wet and dry seasons.
The above premises suggested that market oriented beef value chain
development is an economically believable, and socially acceptable
investment in the Eastern Province of Rwanda. The economic viability
can be improved by resolving logistic constraints in extension service
delivery and access to beef cattle production inputs; promoting intensive
land use through a stratified production systems that combines
suckler-cow and feedlots systems; and developing market responsive
quality standards and grading systems that consumers can pay for in the
domestic and regional markets.
The latest estimate of annual meat production is 76,830 MT mostly
from beef. These products arise from a national herd of 1.3 million
heads of cattle. While all the provinces of Rwanda produce both milk
and beef, the eastern zone is the primary producer of both products,
contributing almost half of the national production. Recent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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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mproving milk and beef production include establishment of feedlots
for both dairy and beef animals. This is being done in collaboration
with CIP. The intensification of meat production will ensure better
management and care of stock while also boosting marketing and
market access.
Lack of good quality meat products has been ranked high amongst main
factors leading to non-competitiveness of Rwandan meat products. To
address the issue of quality and standards throughout the meat value
addition chain, Rwanda National Bureaux of standards (RNBS) should
develop a certification system along the meat chain. The certification
standards will be a tool to get to quality meat harvesting. And it begins
from smallholder farm through to the processing plant. The objective of
this innovation would be to improve the quality and safety of meat
from the producer to the consumer. Throughout its implementation, the
certification standards would enhance the income of the producer,
fatteners, butchers and traders.
Currently, much of meat products are sold through informal markets.
There is need to formalize the marketing channels for meat, which
currently associated with farmers selling directly to consumers in most
cases without the quality control mechanisms put in place. In addition
beef producers have a high bargaining power in setting up beef prices;
the lack of enabling structures like weighing equipment limits their
profits. Because size and weight are major determinants of cattle prices,
interventions like animal supplementation and feedlot management can
increase the price of animals and profit margin of producers if low cost
feedstuffs are used. With the majority of beef producers in Rwanda
being smallholder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is much room for
improvement for the current meat value chains, with lack of enabling
infrastructure.

P a rtⅡ
Results of the Joint Research
by Korean Research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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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연구 개요

본 공동연구는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사업
(Korean Agriculture Policy Expereinces for Food Security: KAPEX)의 일환
으로 추진되었으며 르완다를 대상으로 한다.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에
개최된 KAPEX 정책협의에서 본 공동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
과 르완다 측 공동연구진이 선정되었다. 공동연구의 주제로는 “르완다 가축
사육 및 관리”가 선정되었으며, 본 주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
료의 수집 및 분석, ODA 제안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공동연구는 약 5개월에 거쳐 진행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 르완다 축
산 관련 기관 및 업체를 방문하였다.

1.1 공동연구 일정
르완다 현지 조사 및 자문일정은 1차 조사(허덕 박사/서강석 교수: 6월
27~7월 4일)와 2차 조사(8월 22~31일)로 구분된다. 각 조사시점에서의 자문
과 활동 관련 업무 일정은 하단의 <표 1-1>,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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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1차 조사 활동 일정
일자
6.29

수행업무

장소

∙KOICA 사무소 방문(현지 상황 청취)
∙르완다 축산 현황 청취

르완다 코이카 사무소
농업축산자원부(MINAGRI)

∙NAEB 방문
Kigali, Rwanda

6.30

∙르완다 농업위원회(RDB) 방문
∙니야부고고 도축장 방문 조사
7.1

∙르완다 육류 무역협회장 면담

Kigali 인근

∙키갈리 인근 양돈장 및 육가공업체 방문
7.2

∙Bugesera 지역 Gako 육우 농장 방문 및 컨설팅

7.3

∙Girinka 사업 수혜 젖소 농가 방문

Bugesera 지역 등

Kigali 인근

표 1-2. 2차 조사 활동 일정
일자

수행업무

장소

8.26

∙Rulindo 육가공센터 및 인근 양계사업장
방문

Rulindo 지역 등

8.28

∙Masaka 가축개량연구소 방문
∙공동조사단 미팅 및 최종보고서 검수

Kigali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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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연구 연구진
공동연구 연구진은 크게 한국 측 연구진과 르완다 측 연구진으로 구성되
었다. 한국 측 연구진의 경우, “르완다 가축 사육 및 관리”라는 과제를 수행
하기 위하여 축산 경영 및 종축개량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였으며, 두 전
문가가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르완다 측 연구수행기관으로는 르완다 농
업축산자원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nimal Resources)와 그 산하기
관인 농업위원회(Rwanda Agriculture Board)가 선정되었다. 연구진의 구성
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공동연구 연구진 구성
구분

성 명

소속기관명

직위

1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서강석

순천대학교

교수

3

Hirwa Claire D'Andre

Rwanda Agriculture Board Senior Researcher

4

Niyiragira Vincent

Rwanda Agriculture Board

5

Ir Nyrishema Felix

Ministry of Agriculture
Cattle Specialist
and Animal Resources

6

Rutagwenda Theogene

Ministry of Agriculture Director of Animal
and Animal Resources Resources

Acting Director of Animal
Resources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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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내용

1. 공동연구 주제 및 범위

공동연구의 주제는 “르완다 가축 사육 및 관리”이며, 르완다 축산업의 생
산 및 경영에 대한 기존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결과의 검토 등을 통해 르완
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방법을 제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결과
와 한국의 관련 경험을 연계하여 르완다 축산업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양국의 공동연구진이 연구범위를 정하였다.
1) 르완다 연구진과 한국 측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의 범위 제시
2) 르완다의 현 정책 및 전략 검토 및 분석
3)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의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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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공동연구는 한국과 르완다 양국 연구진의 협동연구로 이루어졌으며, 역
할분담을 통해 수행되었다. 한국 측 연구진은 주제와 관련된 한국의 경험
분석 및 제언과 ODA 추진을 위한 제안을 위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
며, 지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조사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수행하였다. 르완다 측 연구진은 설문 대상 지역 선정, 설문조사의
수행, 설문분석, 2차 차료의 분석 등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3. 연구 내용

3.1. 1차 현지 조사 결과
1차 조사는 6월 27~ 7월 4일 동안에 르완다 농업축산자원부(MINAGRI),
르완다 농업위원회(RAB), 기타 축산업 관계자를 방문하여 관계자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현지의 Bugesera, Rulindo 지역 등을 방문하
였다. 또한 한국 측 연구진은 르완다 농업축산자원부 공무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축산업의 발전과정과 종축개량, 사양기술 활용
등 주요 축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고, 강의 후에는 토론
을 진행하여 공동연구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었다. 다음은 현지 조사 및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르완다
축산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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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르완다 축산 현황
르완다 전체 가구 중 가축 사육 비율은 64.5%이다(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of Rwanda, 2015). 르완다에서 90%에 달하는 인구가 경작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대부분의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인구의 과반 수 이상이 축산업과 관계가 있다는 의
미로도 해석된다.
추세적으로 보면, 총 가축 사육 농가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총 가구 수
기준 가축 사육 농가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 과
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규모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우리
나라의 현재 축산업과 달리, 소규모 사육 형태로 초기 축산업 발달 초기단
계에 있는 르완다 축산업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2-1. 르완다 총 가구 중 가축 사육 농가 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가구수(천가구)
르완다 전체 가구수(천가구)
르완다 전체 가구 대비 가축 사육 농가 비율

2005년
1,349
1,892
71.3

2011년
2013/2014년
1,536
1,607
2,253
2,493
68.2
64.5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of Rwanda(2012 & 2015b)

표 2-2. 농가 당 소 사육 두수
소 사육 농가 수
개체 수(천 마리)
농가 당 개체 수
(개체 수/사육 농가)

2005년
464,056
1,077

2011년
726,528
1,143

2013/2014년
809,928
1,132

2.32

1.57

1.40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of Rwanda(2012, 2014 & 2015b)

51

표 2-3. 가축 별 개체 수
단위: 천 마리

소
염소
가금류
양
돼지
토끼

2005
1,077
1,664
2,109
690
456
427

2006
1,122
1,988
1,776
695
528
418

2007
1,147
2,238
1,868
704
571
423

2008
1,195
2,520
2,218
718
587
451

2009
1,219
2,735
3,272
743
602
790

2010
1,335
2,688
3,537
799
706
792

2011
1,143
2,971
4,421
829
707
865

2012
1,135
2,673
4,688
807
807
994

2013
1,132
2,702
4,803
798
1,011
1,106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of Rwanda(2009, 2013)

표 2-3을 보면 가금류 사육마릿수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진다. 2005년
도에 211만 마리였던 것이, 2013년도에는 480만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8년
간 2.3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염소 사육마릿수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가금
류와 염소 사육이 규모화 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소 개체 수는 8년
간 5만 5,000마리 정도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적다.
표 2-4. 연도별 축산물 생산량
단위: 톤

우유
육류
달걀
꿀

2008
257,480
56,900
2,327
1,654

2009
334,727
65,863
3,268
2,684

2010
372,619
70,928
5,203
2,921

2011
442,337
73,633
5,736
3,221

2012
503,130
74,519
6,324
3,785

2013
628,266
81,087
6,757
4,286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of Rwanda(2014)

표 2-5. 연도별 육류 생산량
단위: 톤

분류
쇠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가금류 고기
토끼고기

2008
24,889
13,420
4,573
8,443
1,610

2009
25,462
14,195
4,823
11,970
1,890

2010
27,538
15,005
5,064
13,718
2,375

2011
28,311
15,836
5,317
13,846
2,863

2012
29,021
16,748
5,583
14,384
3,156

2013
29,807
16,953
5,802
15,727
3,893

52

분류
돼지고기
전체 육류 생산량

2008
3,965
56,900

2009
4,523
62,863

2010
7,228
70,928

2011
7,460
73,633

2012
7,938
76,830

2013
8,905
81,087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of Rwanda(2014)

표 2-6. 연간 1인 당 축산물 섭취량
분류
우유 1리터/년
육류(kg)/년
달걀(kg)/년
꿀(kg)/년

2008
25.7
5.72
0.25
0.17

2009
33.5
5.68
0.36
0.22

2010
37.3
6.44
0.47
0.26

2011
44.2
6.69
0.52
0.29

2012
50.1
6.77
0.57
0.34

2013
58.1
7.5
0.62
0.39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of Rwanda(2014)

3.1.2 르완다의 축산정책

1) 기린카 프로그램(Grinka Program)
르완다의 축산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Girinka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르완다의 전통적 관습에 착안하여 르완다의 높은 빈곤율과 열악한 영양 상
태를 타파하고자 2006년도부터 도입한 정책이다. 즉, “ 빈곤 가구 하나 당
한 마리의 젖소”를 모토로, 젖소를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첫 번째 암
소를 다른 농가에게 분양해야 하며, 이 절차가 끝났을 때 비로소 첫 번째(그
리고 그 이후의) 젖소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2) 낙농 진흥 전략
르완다 정부에서는 낙농 부문의 도전 과제와 기회 요소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우유 생산 및 가공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 정도 및 냉장 유통 시스템의 발달 상황, 운송비 등의 요인 등으로 인해
이웃한 케냐나 우간다에서 생산된 우유와 비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생산
및 가공비용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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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의 품질 문제는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유 대부분에 해당되는 문
제이며, 이는 우유 수출에 있어 제약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균
(및 가공) 처리된 유제품의 소매가격이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유의 가격
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2차 시장의 값싼 우유를 찾는 상황이다.
위의 제약요인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르완다정부는 2,440만불(US$)의
낙농진흥 관련투자를 계획하고있다(전액 신규투자는 아니며, 기존의 농업
축산자원부 및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예산, 민간 투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원조를 포함한 금액이다.).
주목할 만한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품질인증마크(SoQ, Seal of Quality) 지원: 우유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가
치사슬 각 과정에 있어 인증 기준을 준수한 이에게는 품질인증마크(SoQ)를
부착할 자격을 부여한다. 동시에 안전한 낙농 제품의 이점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2) 협회 및 조합 구성 지원: 현존하는 생산자 그룹을 지원함과 동시에, 시장
중심의 생산자 협회 및 협동조합 형성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투입
재 확보, 우유 수집, 유제품 판매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본금(신용
대출 등)을 지원한다.
3) 투입재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신규 시장 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낙농가와 낙농제품가공업체에 양질의 투입재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투자자, 특히 다음 부문 투자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 인공 수정과 수의학 분야
- 생산자 단체와 투입재(사료용 종자, 사료, 축종 개량 및 가축 건강 부문)
공급자 간 서비스 제공 계약 부문
- 농촌에서의 민간 투입재 가게 운영 지원(투입재 공급자와 농가,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간 연계)
- 낙농 단체 및 중소규모의 관련 업체 지원을 위한 소액 대출 부문
- 매칭 보조금, 대출 보증 등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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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많은 잠재력을 지닌 영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를 실시함과 더불어
그 결과, 특히 다음 부문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우수 축산 농가 중심으로 확
산시킨다.
- 다양한 종류의 사료의 시범적 적용
- 지역 농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 배급
- 목초지 경영 및 제로 방목 시스템
- 가축 배설물을 목초지와 작물 경작에 활용
- 축산을 위한 사료 작물과 유지작물의 생산
- 상이한 생태 지역에 맞는 최적의 교잡종 가축 사육 시스템 확립
이밖에도 5) 민간의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6)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 실시,
7) 유제품 수출 지원(품질 및 안전 요소 집중 관리), 8) 중소규모 관련 업체
(개인, 조합, 농가 등)에 대한 지식 기반 기술 제공, 9) 공식/비공식 유통 채
널 지원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공식 유통 채널로의 통합화 유도, 10) 검증
된 모범 축산 농가 모델의 확산 지원, 11) 투입재 공급자, 농촌의 투입재 가
게, 조합, 가공업자를 연계하는 현장 기술 지원 모델의 구축 및 우유 수집상
교육(정부의 낙농 전문가, 구역의 수의사, 민간 공익 단체, 지역의 농산물
판매업자들과의 협업 필요) 등의 중점 지원 분야를 설정해 놓고 있다.

3) 육류 산업 강화 전략
르완다 축산의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 개의 전
략적 축을 중심으로 다음의 7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축인 육류 공급 증대를 위해, 1) 생산성 향상 지원, 2) 가축 건강관
리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축인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를 위해, 3) 공급망의 현대화, 4) 절단/
가공 산업 구축을, 세 번째 축인 국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5) 위생/품질 관리 및 통제, 6) 유통 채널의 현대화, 7) 육류 소비 촉진이 그
전략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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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축 개량 전략
낙농과 육류 산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필요 전략 부문
중 하나는 가축 육종이다. 이에 르완다 정부에서는 가축 육종 관련 전략을
따로 수립하여 축산업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르완다의 높은 인구밀도는 농업 경지 면적과 가축 사양 공간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르완다 정부는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시
키기 위한 가축사육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업 전반에서 생
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축 육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하지만 육종 개량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바탕
이 되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만 한 능력이 아직 부족한 실
정이다. 한 예로써, 가축 수정사들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공수정 성공률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또한 육종 개량을 위한 경제적인 지표와 기준도 명
확하게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축 식별 장치들이 시스템화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정한 조건에서
사육하여 각 개체별 특질을 검사하는 능력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르완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축종별로대책을 세우고 있다.
가금류의 경우에는 1994년 이후 가족농가단위로 수탉·암탉 교환 및 유통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 따라 각기 다른 육종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마을단위를 샘플로써 비교하고, 우수한 단위를 선정하여 집
중적으로 개량 및 연구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돼지의 경우엔 오랜 잡종교배로 인한 다양한 종들이 교배되어왔지만, 생산
성에 관련된 이유두수, 사료 효율은 현저히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르
완다 정부에서 최근에는 우간다로부터 Belgian landrace, Large White,
Peitrain 종들을 도입하고 있고, 이러한 종들의 도입이 유전 형질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젖소의 경우, 르완다는 특이하게도 유제품 소비 수요가 예상 공급량을 하
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점에서 르완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유제품 살균공
정, 유통과정에서의 보관 등의 공급체인 간 제품 위생에 보다 더 많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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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육종 개량 전략 차원에서, 개량된 젖소 보급에
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예로, 우수품종(홀스타인, 저지, 사히왈, 보란)
등의 정액을 수입하고, 잡종교배를 통해서 우수한 형질을 가진 젖소를 농가
에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개량된 젖소가 전체 우유 생산
량의 82%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육우의 경우엔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구제역(FMD), 괴피병(Lumpy
Skin Disease)과같은 질병 발병에 따른 생산량의 감소가 가장 시급한 요인
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육우의 경우, 육종이 정책의 최상위 우선순위
는 아니다. 육용종 고기의 생산을 목적으로 개량 고정된 품종(Simmental,
Boran)의 정액을 주변국인 보츠와나에서 기증받아 개별 농가단위에서 이용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Grink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에 보급된
육우와 낙농우 종을 특정 목적과 전략 없이 혼재하여 사육하며 잡종 교배하
는 경우가 많아서 각각의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3.2. 2차 조사 결과
2차 조사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관련 기관 및 축산 현
장을 방문하여 담당 전문가 및 축산 농가와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1, 2차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르완다 축산업의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3.2.1. 르완다 축산업의 과제
가. 육류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제약요소
르완다의 일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약 7.5kg 수준으로 매우 낮다. 여기에
는 소비자들의 낮은 구매력, 식습관, 양질의 육류에 대한 접근성 등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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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육류 산업 가치 사슬에서 단계별 제약 요소는 다음과 같다.
농가/생산 단계에서는, 가축에 대한 빈약한 영양 공급, 토종 종자의 낮은
생산성(두당 고기 생산량), 취약한 동물의료 서비스 전달, 가축 질병, (정부
의 지원 없이 이뤄지는) 소규모 축산 등이 제약 요소로 꼽힌다.
도축 단계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밀도축, 도시에만 존재하는 현대
식 도축장, 도축 기준 미확립, 도축 전 검사 시스템 부재 등을 제약요소로
꼽고 있다. 절단/가공 단계에서는, 가공업자의 부재가 제약요소로 꼽히며,
소매 단계에서는, 소수만 존재하는 대단위 소매상, 소매상이 실시하는 낮은
수준의 위생 점검, 수입 육류와의 경쟁 등이 제약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아
울러 전 단계에 걸쳐 육류 생산의 수익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질병 관련 위험 요소
르완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축 질병으로는 구제역, 우폐역, 괴피
병, 탄저병, 기종저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발생은 주로 가축들의 국경 간 이
동, 특히 콩고민주공화국(DRC), 탄자니아, 우간다 등 국가들과의 국경 간
이동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02년부터 2012년 기간 중
2008년과 2012년에 질병 발생 횟수가 집중되었으며, 이 두 해 동안의 질병
출현 횟수, 발병 위험군 가축 수, 발병 개체 수는 위 기간 전체 발생 횟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질병 발생 시, 르완다 농업위원회(Rwanda
Agricultural Board)에서 해당 발생 지역을 격리시키는데, 격리 조치가 풀리
기 전까지는 해당 지역 가축이나 관련 축산물의 판매 및 이동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상품 거래를 저하시키며, 축산물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된다.
질병의 성격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 가축을 도축하거나 살처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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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 관련 위험 요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기후 관련 위험 요소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르완다에 심각한 강수량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불규칙
적인 강우와 단기적 수분 부족 사태의 가능성은 높다. 예를 들어, 가뭄은 다
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가축들의 물 섭취량을 줄일 뿐만 아
니라, 가축 생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들(축사 청소, 우유 생산 시 위생 확보)
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수분 섭취 감소와 같은 직접적 요인뿐만 아니라, 위
생 상태관리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가축 질병 발생 빈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가뭄은 작물 작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사료 조달 용
이성을 저하시킨다. 이는 특히 판매 사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르완다에서
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2002/03년 기간 및 2007/08년 기간 동안 르완
다에서 나타난 가뭄과 건기는 우유 생산량을 10%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추
정된다. 또한 가뭄은 낙농업자들이 물을 찾아 가축들을 주변 국가나 국립공
원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는데, 이러한 장거리 이동은 우유 생산량을 감소시
킬 뿐만 아니라 질병에도 취약하게 만든다.

라. 위험 요소들의 함의
가축 생산 및 소비의 증가는 위생 및 식품 안전 관련 위험 요소를 증가시키
고 있다. 즉, 더 많은 가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질병 발생 시 그 경제적
여파가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우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르완다의 한정
된 토지 자원에 따른 가축집단 사육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방목 저감 정책(no grazing policies)은 사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
킬 것이며, 사료비용의 증가 문제와는 별개로 아플라톡신에 의한 피해가능
성 역시 증가할 것이다. 소득 증가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공급
망의 확대와 소비층 확대를 가져오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
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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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내용 및 성과
한국측 공동연구진의 주요 자문활동은 크게 1) 공동조사보고서를 위한
자문활동과 2) 한국의 축산 개발 사례 제시로 나누어진다.

1. 공동조사보고서를 위한 자문활동

1.1. 중간보고서 검토 및 의견
전략의 진단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충분한 수집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현재의 축종별 사양방법(자축부터 출하까지의 사육기간, 사료 등 급여
방법, 단계별 체중 등) 및 사양 관련 보유 및 이용 시설의 종류, 도축방법,
도축 시 생체중과 도축 후 체중, 소의 경우 역우로써의 이용 여부 등, 축산
물의 유통방법, 판매방식, 판매 가격(1마리 분 전체 판매 시 총 수입 포함)
등과 같은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아울러 조사연구 목적이 가축 또는 축산물
의 생산성 향상인지 아니면 마을 중심의 농촌 소득 향상인지 아니면 개별
농가 중심의 소득 향상인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략과 수단이 달라져야하기 때문이다.
축종별 사육두수, 사육규모, 농가호수 및 수준, 주요 사육방법, backyard와
산업화 축산 현황, 도축장의 수준, 도축장 수, 육류의 주요 소비 형태 등의
자료도 필요하다. 아울러 주요 축종에 대한 생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르완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 정책사업의 현황 제시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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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Girinka 사업, CIP 사업 등), 지역별 축산 또는 축산관련 현황의
제시가 필요하다. 추후에 이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지역 및 규모의 선정 등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총괄적으로 제시된 협력 분야가 구체적
이지 못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되며,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순차적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Road-Map이 부족하였다.
개량분야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양적인 개량이후 질적인 개량
이 이루어졌고 이후 최근에는 안전성이라는 부분을 가미하고 있다. 양과 질
은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동시의 적용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순차적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개량의 단계로 등록제도의 도입
→ 등록협회 또는 품종 협회의 설립 및 기능 설정 → 능력검정 기준의 설정
및 방법의 수립 → 우수 종축의 선발 → 유전자 보급을 위한 번식 기술의
적용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협력 개발
분야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의 설정 및 개발 Road-Map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시된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육우
개량을 위하여 AI(인공수정), MOET(다배란과 수정란이식), IVF(체외수정)
등의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MOET의 경우 경제가치가 낮은
가축에는 적용 가치가 없으며, IVF의 경우 우수 종축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
에서 적용은 의미가 없다. 현 상황에서 르완다에 필요한 번식학적인 기술은
발정 발견과 적기의 인공수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력제 도입의 경우, 우리나라나 여타 축산 선진국의 이력제 제도 도입의
경험으로 볼 때, 국가적 이력제의 도입은 탄탄한 기반의 조성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며, 이력제가 시장에서의 부가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보
다는 우수 축산물 인증제 등의 집단적 고품질 인증제도의 도입이 더욱 효율
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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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종보고서 검토 및 의견
무엇보다도 르완다에서 한국에 요구하는 것을 SWOT분석의 약점과 도전
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치 않은 측면
이 있다. 예를 들어, 결론에서 meat value chain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인증제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르완다의 시장 상황에서 어떠한 점에서 이들
제도가 필요한지 또한 이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점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 등 정책의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 결과의 도출이 부족한 것으로 보
인다. SWOT 분석에 의하면, 르완다 쇠고기 생산의 장점은 기후적인 요인
과 조사료 생산 기반의 풍요로움에 있으며, 반대로 제약요인은 제도, 정책,
연구 및 지도 등의 기반이 부족하고, 질병 문제와 유통의 비합리성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과제는 유전적 개량을 생산성 향상 및 사료 자원
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효율적 방역 대책 수립 등의 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SWOT 분석의 논리성 도출, SWOT 분석에 의한 협
력 과제의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등이 올바른 줄거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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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축산 개발 사례

2.1. 한국 축산업의 발전 과정
한우산업은 그동안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축산장려
의 필요성이 심각하여 축산장려 9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마사회가 창립되었
으며, 1949년과 1951년에는 축우도살 금지령을 내려 가축의 증식을 우선과
제로 삼았다. 1953년 축산부흥 5개년 계획 하에서 도축이 제한되었고, 다음
해에는 가축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1958년도에는 2차 축산부흥 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1959년도에는 한우사육두수가 100만두를 넘어서게 되었
다. 1945년부터 이때까지를 가축개량의 관점에서 보면 한우 유전자 유출기
로 보고 있다.
1960년대에는 한우개량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1960년도에 한우 사육두
수가 120만두에 이르렀고, 여전히 가축은 농가의 주요 재산목록이었다. 이
전이 무조건적인 가축의 증식이 목적이었다면, 이 시기는 농가소득원으로
서의 축산의 중요성, 그 중에서도 한우 사육은 복합영농의 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의 축산부흥계획이 1961년에는 유축농가 조성 5개년 계획이
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지만, 이듬해인 1962년에 유축농가 조성 5개년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의 축산장려 5개년 계획 내로 수정․흡수되어 다시
발표된다. 1967년에는 낙농진흥법이 제정되고, 1968년에는 농어민 소득증
대 특별사업도 발표되었다.
1970년대는 종축개량협회의 출범(1968년)과 함께 1970년부터 종돈사업을
착수하고, 1974년 축산진흥기금의 설립과 1978년 축산진흥회 설립 등 농업
조직에서 축산조직이 분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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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는 축산진흥회가 축협중앙회로 개편되고, 복합영농 및 농축수산
유통개선대책이 수립되며, 축산 가공처리 업무가 보사부로 이관되는 등 변
화의 시대이면서 축산의 입장에서는 축산이 축산으로서 정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축산법, 사료관리법, 축산물가공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이 제
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우고기의 부위별 차등가격제가 1980년에 도입되기
도 하였다.
1990년대는 다가올 축산물 개방에 대비하여 고품질 한우고기의 생산으로
방향을 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축산발전장기대책이 수립․공표 되었
다(1990년). 이에 따라 1994년에는 축산물등급판정업무가 기존 종축개량협
회에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설립과 함께 축산물등급판정소로 이관되었다.
한편, 1984년 보사부로 이관되었던 축산물 가공업무가 다시 농림부로 일원
화되었다. 2000년과 2002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여 질병방역에 대한 관심
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낙농산업의 경우도 한우산업 변천과정과 그 방향이 일치한다. 특이한 점
만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67년도에 낙농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996년에 개정되었다. 1979년도에
는 젖소 사육두수가 16만 3천두를 기록하면서, 두당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이 크게 대두되었다.
1995년은 낙농산업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이 때 파스퇴르 우유
회사가 설립되면서 우유위생논쟁에 휩싸였고, 이 과정에서 우유의 위생 품
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가 제고되었다. 이때부터 원유의 위생 품질이 급
속하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1999년에는 낙농진흥회가 발족한 것도 특기
할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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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 가축개량 사업
가. 개요
대한민국의 가축개량사업은 축산법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국가적 사업
으로 축산법은 가축개량 추진체제와 가축개량 근간 기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축개량 추진 체제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는 농가사육 가
축을 대상으로 개량목표 설정, 개량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가축개량
기관 및 그 총괄기관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가축개량 추진계획 수립․
시행 의무 등이고(축산법 제5조), 가축개량 근간 기술에 관한 주요 사항으
로는 가축의 등록, 가축의 검정, 종축 등의 수출입, 가축의 인공수정, 정액
등 처리업의 허가 등이다(축산법 제6조～제21조).
가축개량의 특징은 농가 사육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단위의 광역성,
종축생산 기획부터 농가보유가축의 개량 성과평가까지 전문분야와 기능을
달리하는 다단계성 및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활용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국
가차원의 사업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농가보유 가축에 대한 기록수집,
관리, 평가, 선발 및 활용까지 많은 인력과 전문성을 가진 조직의 운영이
필요하다.

65

그림 3-1. 가축개량사업 추진체제
고능력 가축의 종축개량 자원화

↓
혈통등록
심사․검정

종축생산기획





후보종축
생산

보증종축
선발관리

종축개량




당대․후대
능력검정


→

합리적
교배


농가가축개량



개량도
평가


생산축
최적사양

나. 가축개량 목표설정
가축개량은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양축농가와 개량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따라서 축산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축종별 가축개량목표를 설정․고시하고 가축개량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본 가축개량 목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며(매 5년) 점검시에 소비시장의
변화와 축산업의 환경변화,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응성 등 다양
한 상황을 고려하여, 차기 5～10년 후의 축산물 및 종축수요를 예측하여 설
정한다. 또한 개량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적절한
개량체계를 수립하게 되고 개량체계에 맞추어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
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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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축개량 사업의 내용
(1) 종축개량․생산계획
개량대상이 되는 농가사육 가축이 세대가 이어지면서, 그것이 개량목표에
효율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의 가축개량
정책담당자와 가축개량총괄기관(국립축산과학원) 및 가축개량기관 등의 유
전육종 전문가들이 모여 가축개량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종축의 능력검정
및 유전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축의 유형설정 및 생산설
계에 필요한 기법을 개발하는 등 종축 생산기획 기능을 수행할 기틀을 다져
가고 있다.

(2) 후보종축 생산․확보
이 과정은 종축선발의 대상이 될 가축을 계획 생산하는 단계이다. 한우에
있어서는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도 단위 가축개량기관
등에서 농가의 고능력 한우와 개량기관의 한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젖소
에 있어서는 국립축산과학원, 젖소개량사업소 등 개량기관의 젖소와 농가
의 고능력 젖소를 대상으로 계획교배를 통해 생산하는 한편, 우수한 젖소
씨수소와 수정란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청정우군 조성농가에 공급
하고 있다. 돼지에 있어서는 세대간격이 짧고, 종돈의 생산․선발․판매 등
의 사업운영이 종돈업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속성 상 민간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전
문 종돈업 육성사업 등을 통하여 규모화 및 내실화를 꾀해 국제적으로 경쟁
력 있는 종돈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3) 능력검정(당대․후대)
이 과정은 당대검정에 선발된 후보종축이 외형과 생산능력 면에서 교배계
획의 기대치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후대에 잘 전달시킬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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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에 있어서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충남 서산)에서 당대검정과 후대검
정을 모두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젖소에 있어서는 도입 수정란으로부터 생
산된 수송아지를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경기 원당)에서 당대 검정하여 후보
종축을 선발하고, 선발된 후보종축과 외국에서 도입한 후보종축에 대해 능
력이 검증된 농가의 젖소를 활용하여 송아지를 생산하고 후대검정을 수행
한다.

(4) 종축 선발․관리
이 과정은 후보종축의 후대가축에 대하여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생산능력을
검정, 그 결과가 우수한 개체들의 아비소를 보증종축으로 선발, 관리하면서
정액을 생산․공급하는 단계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매년 2회(상․하
반기) 한우, 젖소, 돼지에 대한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발간하
여 각 기관, 대학 및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당․후대 검정이
종료된 한우와 젖소는 그 성적을 분석하여, 가축개량협의회를 거쳐 한우는
20여 두의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젖소는 2두 내외의 보증씨수소를 선발
한다.
가축개량협의회는 한우, 젖소, 돼지, 닭 분과로 이루어지며, 위원은 개량
관련기관, 학계, 양축농가,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로 이
루어진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이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선발된 한우 보증씨수소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충남서산)에서
젖소는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경기 원당)에서 관리한다. 생산된 젖소의 정액
은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농협의 각 지역본부를 통해 전국으로 공급된다.

(5) 혈통등록․심사․검정
가축은 수많은 유전자의 집합체이며, 이들 유전자 조합에 따라 능력이 발현
되므로, 농가가축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농가가축의 유전적 실상파악이 전
제되어야만 가축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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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혈통등록․심사 및 검정사업은 우량한 혈통을 보존하고 보급하여
가축형질의 개량과 능력을 향상하여 가축개량의 궁극적 대상인 농가가축의
유전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단계이다. 가축의 혈통등록․심
사․검정은 우수가축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족보확보의 개념으로 가축개량
사업의 기본적 필수단계가 되는 것인데,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그 시행요령
과 기준을 관리함과 아울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 계획교배․실용축 생산
이 과정은 가축의 개량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체별 맞춤 교
배 대상 축을 선정하고 활용하는 단계이다. 가축에서 최대의 개량효율을 도
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세대에 전달할 가축의 유용한 정보가 양축농가에게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축개량기관에서는 근친교배를 피하도록 근친내역과 개량형
질별 유전능력을 유인물과 인터넷으로 공표하여 교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
도록하고 있으며,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보수교육 사업도 정기적으로 수
행하고 있다.

(7) 생산축의 최적사양 시스템 적용
이 과정은 가축의 유전능력이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양축가가 최적의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사양 관리하는 단계이다. 오늘날 축산이 산업으로서
규모화, 전문화 되는 추세에 따라 사양관리와 기술수준도 많이 향상 되었
다. 이렇듯 다두사육에 적합한 과학적인 연구결과의 현장적용을 위한 최적
의 개체관리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

(8) 개량도 평가
농가가축 개량수단으로서의 종축 계획생산 및 농가가축에 대한 종축의 기
여도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농가사육가축이 얼마만큼 개량목표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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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개량도 평가의 주요수단으로서 능력검정 성적과 도체등급판정 결과 등을
들 수 있는데, 정확한 개량도 평가를 위해서는 능력검정사업의 확대, 도체
등급판정 결과의 개량 정보화 시스템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있다.

70

제

4

장

르완다 축산정책을 위한 제언

1. 르완다 축산 정책의 방향

우리나라 축산정책의 변화를 큰 줄기에서 살펴보면, 양적인 성장에서 질
적인 성장으로, 그리고 안전성의 확보로 이어져 왔다. 이와 같은 변화는 문
화․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경제 발전의 속도와 같이 한다. 이는 생산에 대
한 요구가 소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1970~8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값싼 축산물을 요구하였기에 생산
의 초점은 값싼 축산물의 보급이 우선되었고, 1990~200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값싼 축산물보다는 맛있는 축산물에 소비자
의 요구가 집중되었다. 근래에 들어서 선진국 수준의 품질을 원하는 소비자
들은 안전한 축산물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축산정책이 마
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축산 기술의 발전과도 명맥을 같이 한다. 축산물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 개발과
기술의 발달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축산정책은 경제적 수준, 사회적
요구 및 과학기술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수립되고
시행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일방적 정책의 밀어붙이기식 시행으로 시행착오를 겪었던 정책의 예로
소 전산화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쇠고기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1995
년부터 모든 소의 기록을 전산화하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 국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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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생산자 및 사용자의 무관심과 무지,
사회적 기반 조성의 미비, 정책 목적에 대한 비시급성 등의 이유로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10여년 후 2007년부터 시행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 경우, 거의 유사한 내용의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의 증대
와 농가들의 절실함, 그리고 소비자의 이해가 어우러져 매우 어려운 사업임
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연착륙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같은 정책도 시기와
이해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리게 되므로, 현상과 요구를 잘 파악하고 실현 가
능성과 수행 능력 등을 자각하여 추진하게 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르완다의 경우 경제적 측면과 축산 기술적 측면, 그리고 소비 시장의 조
성 등의 면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정책은 안정적 생산 및
생산량의 증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축의 능력은 유전적 능력과 환경 효과의 결합에 의해 나타
난다. 이들은 단지 물리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잠재력을
환경 요인이 충족시켜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생산능력을 극대화
가기 위해서는 유전적 능력을 높이고,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사료, 사
양관리 등의 환경요인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르완다의 축산업 발달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유전적 개량을 위한
가축 개량 기반 조성과, 보다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사료 자원의 확보 및 사양
관리 기술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육류 산업으로의 확대를 위하여 도
축장의 현대화 및 위생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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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업 생산성 증대와 육류 산업

○ 혈통정립(등록) 및 능력검정
가축의 개량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정확한 혈통의 정립이다.
이를 위하여 품종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D/B를 구축하여 혈
통을 구축하여야 한다. 모든 가축에 대한 등록보다는 종축으로 사용될 가축
에 대하여 등록하고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로
는 우수한 가축을 선발하여 종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수가축에 대한 선
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능력검정이 필요하다. 대가축의 경우 국
가 차원에서 정액을 생산하여 보급하는 정책의 수립도 필요하다.

○ 사양표준 설정
가축에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정한 사료를 급여하여야만 효율적
인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가축 성장의 각 단계에 적합한 사료의 생산 및
보급이 필요하며, 사료 자원의 영양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급여하여 생산
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룰 필요가 있다.
○ 도축장 현대화 및 위생 강화
축산업과 식품 산업의 접점에 위치하는 것이 도축․가공 산업이며, 이 분
야는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담보한
다. 따라서 도축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생․안전 요건을 충족시키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73

3. 축산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사육 시설 현대화
가축의 사육환경은 가축의 생산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르완다 환경에 적
합한 표준 축사모형을 제정하고 이의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 (조)사료생산 기반 조성
양질의 사료 자원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도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중요
하다. 이를 위하여 르완다 환경에 적합한 사료자원을 선정하고, 이의 재배
및 효율적 생산이 필요하다. 특히 반추가축을 위한 양질 조사료의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축산 조합의 형성과 유지
농업에서 조합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생산자를 대변하여 이들의 이익
을 대변해 주며, 농업 기술의 효율적인 전파 및 농업 정책 수행의 가교 역할
을 수행하는 등 그 운영에 따라서 축산업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
지역 및 품목 별 조합의 형성을 유도하고 올바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
함으로써 축산 산업 발달의 기반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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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관련 정책

○ 브랜드 생산단체의 육성
품질의 향상은 생산품의 차별화와 시장에서의 부가가치 향상이 수반되어
야 한다. 더 나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도 시장에서 차별화가 되지 않
는다면 품질 고급화를 시도할 의미가 없다. 축산물의 품질 차별화를 위하여
브랜드 생산자의 육성이 필요하며, 유통 과정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
여 브랜드 이력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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