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돼지 생산 발전규획(2016~2020)30)

1. 돼지 생산 현황
(1) 돼지고기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증가
 ‘12.5 규획' 기간 중, 중국 돼지 생산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음
 돼지 사육두수, 출하량, 돼지고기 생산량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들의 돼지
고기 수요를 충족하는데 부족함이 없음
 돼지고기는 중국 육류 총 생산량에서 64%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육류제품임
(2) 생산효율이 뚜렷하게 제고
 대규모 사육장 건설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인프라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으며, 자동 급이
(automatic feeding), 환경통제 등 현대적 시설설비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등 돼지 표준화/규모
화 사육의 발전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음
- 2014년 기준 연간 500마리 이상의 돼지를 출하하는 대규모 사육장의 비중은 41.8%로, 이는
‘11.5 규획' 기간 말에 비해 7.3% 포인트 증가한 것임

표 1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5” 말 대비

2010~2015년 전국 돼지 생산 상황

돼지 사육두수
(만 마리)
46,460.0
46,766.9
47,592.2
47,411.3
46,582.7
45,113
-2.9%

돼지 출하두수
(만 마리)
66,686.4
66,170.3
69,789.5
71,557.3
73,510.4
70,825
6.2%

생산량 (만 톤)
5,071.2
5,053.1
5,342.7
5,493.0
5,671.4
5,487
8.2%

돼지고기
총 육류에서 차지하는 비중 (%)
63.98
63.53
63.70
64.44
65.14
63.62
-0.36

30) 농업부가 2016년 4월 18일 발표한 ‘전국 돼지 생산 발전규획(2016~2020)(农业部关于印发《全国生猪生产发展
规划(2016—2020年)》)’을 요약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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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 발전 기초가 더욱 공고해짐
- 돼지 유전개량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래품종의 현지화가 더욱 빨라지고, 분자
육종(molecular breeding)기술 응용이 크게 확대되는 등 육종 능력이 크게 제고되었음
- 현재 96개 국가돼지핵심육종장의 사육두수는 15만 마리에 달하며, 국가종돈유전평가센터, 종돈
품질감독검사실험센터, 국가급 돼지 유전자원 종자보호소 등이 다수 구축되었으며, 총 10개의
신품종 육성에 성공하였음
- 인공수정 적용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 주요 생산지역의 인공수정율은 85% 이상에 달함
 현대화 시설장비 및 실용기술의 보급을 통해 돼지 사육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자원절약이 가능한 현대적 양돈 산업시스템 구축에 굳건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음

표 2

2010~2014년 돼지 생산 효율성 변화 상황
주요 지표

2010년

2014년

출하율 (%)

142

155

번식이 가능한 모돈 한 마리가 1년 동안 제공하는 판매용 돼지의 수량 (마리)

13.7

14.8

비육돈 사료효율

2.9:1

2.8:1

돼지 출하일령 (일)

175

170

대규모 사육장에서 1인당 사육하는 비육돈의 수 (마리)

500

650

(3) 산업구조의 조정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생산의 지역화, 산업화가 빨라지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주요 식량생산지와 주요 돼지 생산지가 일치하는 특징이 나타남
- 돼지 생산은 주로 장강 유역, 중부 지역, 동북부 및 광둥･광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현재 출하량 기준 상위 10개 성의 출하량이 전국 총 출하량의 64%를 차지하며, 돼지 전출량 기준
상위 500개 현의 출하량이 전국 총 출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대량의 사회자본이 양돈산업으로 투입됨에 따라 산업화된 대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음
 돼지 사육을 핵심으로 하는 상장기업이 이미 12개에 달함
 상위 10위에 속한 속한 양돈기업의 돼지 출하량은 전국 총 출하량의 3%를 차지
 지정도축이 규범화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도축기업은 총 2,937개로 이는 ‘11.5 규획' 기간 말 대비 17.9% 증가한 것
- 돼지의 지정 도축 자격 심사 및 정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도축 기업의 표준화 생산,
브랜드화 경영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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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유명 도축가공기업이 생산자원을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프랜차이즈 경영, 콜드체인 배송,
직접판매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량 돼지고기 제품의 지역간 유통구도가 마련되고 있음
-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도축기업의 도축량은 전국 총 도축량의 68%를 차지하며, 상위 50위에
속한 도축기업의 도축량은 전국 총 도축량의 18%를 차지함
(4) 정보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대규모 돼지 사육농가의 사육 관련서류 관리가 규범화되고 있으며, 특히 종이서류에서 전자서류
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돼지고기 제품 품질안전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고 있음
 전국종돈유전평가 정보플랫폼이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 우량종돈의 등록, 생산성 등의 데이터에
대한 전자화 관리 및 온라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양돈용 사료 원료의 영양성분에 관한 데이터가 꾸준히 충실해짐에 따라 사료 배합의 정확성이
점점 더 제고되고 있음
 사물인터넷(IoT),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이 점차 널리 이용되면서 사육, 판매, 서비스 등에서 온･오
프라인의 연결을 통해 생산효율 및 관리효율이 제고되고 있음
 충칭, 후베이, 후난, 저장 등 일부 성시에서는 돼지 및 관련 제품의 전자거래 플랫폼도 마련됨
(5) 품질안전 수준이 크게 제고되고, 전염병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사료에 대한 관리 및 항생제 잔류 및 클렌부테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 검역
및 육류제품의 품질검사 제도를 추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장 및 도축기업의 생산관리를
한 단계 더 규범화함에 따라 돼지고기 품질안전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었음
 2015년 축산물의 품질 모니터링 합격률은 99.4%에 달하며, 축산물 중 “클렌부테롤” 모니터링
합격률은 99.9%에 달함
 돼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가 꾸준히 강화됨에 따라 구제역, 고병원성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
군(PRRS), 돼지콜레라 등 돼지 전염병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전염병 유행 강도가 매년
약화되고, 발병 빈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발병 범위 역시 현저하게 축소되었음
2. 현재 양돈산업의 주요 문제점 및 기회요인 분석
(1) 환경적 제약이 확대되고 있음
 돼지 사육 시 분변, 특히 오수가 많이 생산되는데 이는 처리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처리 난이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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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문제가 되고 있음
 생산의 규모화, 집약화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돼지 사육과 환경보호 상의 갈등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음
- 특히 강과 호수가 그물처럼 얽힌 남부 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환경보호 압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양돈산업의 녹색발전이 시급한 실정
 추산에 의하면현재 돼지 분뇨 발생량은 6억 톤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축산업계에서 발생
하는 분뇨 총량의 1/3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종합이용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최근 농업의 비점오염원 방제가 나날이 강화되고, 《가축/가금 규모화사육 오염방제 조례(畜禽规
模养殖污染防治条例)》, 《물 오염방제 행동계획(水污染防治行动计划)》 등을 잇달아 실시됨에
따라 돼지 사육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음
(2) 자원적 제약이 확대되고 있음
 토지자원의 부족은 돼지의 규모화 사육 발전에서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13.5 규획' 기간 중 돼지의 규모화 사육 비중 및 사육용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지만
토지공급 총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토지의 수급 불일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단백질 사료 원료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대두는 총 소비량의 70% 이상을 수입해야 함
-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 대두 수입량 증가량은 8,169만 톤에 달힘
(3)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중국 돼지 종합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정
- 사육 비용은 미국에 비해 40% 정도 높고, 돼지를 1㎏ 살찌우기 위해 사용하는 사료량은 EU에
비해 0.5㎏ 정도 더 많으며, 모돈 한 마리가 연간 제공하는 판매용 돼지의 수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8~10마리 정도 적은 상황임
-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소규모 분산 사육의 비중이 높고, 사육농가의 생산자 직판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어 이익 연결 메커니즘이 불완전하고, 중간단계가 많아 유통비용이 높은
등의 문제가 나타남
 경제의 글로벌화, 무역자유화가 추진됨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중국
양돈산업의 발전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
- 2015년 중국은 77.8만 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2010년 수입량의 3.9배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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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염병의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
 중국 돼지 전염병은 병의 종류도 많고, 원인도 다양하며, 유행 범위가 넓어 예방 및 통제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임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주요 전염병이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돼지 유행성 설사
(Porcine epidemic diarrhea : PED) 등의 흔한 질병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등 외래 동물 전염병의 유입 리스크 또한 존재함
(5) 시장 변동의 폭이 크게 나타남
 돼지 가격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특징이 있으나 최근 대내외적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돼지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음
- 2004년 이후 중국 돼지 가격은 총 3번의 뚜렷한 등락을 기록하였는데, 가장 최근 주기의 경우
가격 하락 구간에서 총 44%의 가격하락이 이루어졌으며, 가격 상승 구간에서는 2016년 3월까지
이미 70% 이상 가격상승이 나타남
(6) 발전의 기회요인도 충분히 존재함
 시장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도시화가 빨라지고, 인구 성장 및 소득수준 제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 돼지고기 소비수요는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도시화를 통한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 두자녀 정책으로 인한 인구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2020년 기준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12.5 규획' 기간 말 대비 250만 톤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현재 중국 양돈산업은 생산수준, 생산효율, 기술지원 및 조직화 수준 등의 측면에서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업 발전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번식이 가능한 모돈 사육 두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모돈이 연간 제공하는 판매용
돼지 두수가 1마리 증가할 때마다 돼지고기 생산량이 382만 톤 증가하며, 비육돈의 사료효율이
0.1 낮아질 때마다 약 600만 톤의 사료를 절약할 수 있음
- 시장화 수준이 꾸준히 제고되고, 정책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자본, 기술, 인재
등의 생산요소가 양돈산업에 투입되고 있어 양돈산업 발전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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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반적인 개념, 기본 원칙 및 발전 목표
(1) 전반적인 개념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의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소질을 제고하고, 효과와 이익을 증대시키고,
공급을 안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생태문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구조를 조정하고
발전방식을 전환하도록 할 것
 지역적 분포를 개선하고, 재배업과 축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총괄적으로 고려하며, 표준화/규모
화 사육을 추진하고, 현대적 돼지 종자산업을 개발하고, 사육 폐기물의 종합적 이용을 촉진하고,
도축 관리 및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며, 보다 완벽한 돼지고기 제품 품질안전 생산이력
제를 마련할 것
 산업사슬 전반에 걸친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업그레이드 및 녹색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종합
생산능력, 국제경쟁력,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도록 할 것
(2) 기본 원칙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함
- 적절한 규모화 사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돼지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표준화, 집약
화,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제고하는 등 과거 수량 중심의 성장에서 수량과 품질, 수익성을 모두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실시하도록 할 것
- 표준화 도축 및 품질안전 리스크에 대한 등급별 관리를 실시하고, 사육에서 도축에 이르는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생산이력제를 실시하도록 할 것
 지역적 분포를 개선하고, 녹색발전을 도모할 것
- 주어진 자원 및 환경용량에 근거하여 돼지 생산구조 및 지역적 분포를 조정, 개선하도록 할 것
- 보다 청결한 방식의 사육을 확대 보급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도록 할 것
- 돼지 사육 및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합적 이용 및 무해화 처리를 추진하도록 할 것
- 산출량이 많고, 생산된 제품이 안전하며, 자원절약이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양돈
산업의 현대화를 도모하도록 할 것
 양돈산업의 체계화 및 산업 융합을 추진할 것
- 양돈 관련 산업시스템, 생산시스템, 경영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도축기업의 합병 및 구조조정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사슬 및 가치사슬 개발을 추진하도록 할 것
- 돼지 관련 제품의 유통원가를 낮추며, 6차산업의 융합발전을 도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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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주도형 발전을 꾀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
- 공급 측면에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다원화된 소비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하며, 소비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
-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되,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의 결정적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양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가격형성 메커니즘을 개선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것
(3) 발전 목표
 생산 측면에서의 목표
-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서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여, 돼지고기의 기본적 자급을 유지할 것
- 대규모 사육의 비중을 점차 제고하고, 대규모 사육농가의 역할을 강화할 것
- 대기업의 도축 비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도록 할 것
 효율성 측면에서의 목표 : 돼지 출하율, 모돈의 생산효율, 노동생산성(1인당 사육 비육돈 수)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
 생태적 측면에서의 목표 :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합이용률을 큰 폭으로 제고하고,
생산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표 3

양돈산업 발전 목표
2010년

2014년

2020년

5,071

5,671

5,760

500마리 이상을 출하하는 대규모 사육의 비중 (%)

38

42

52

대기업의 도축 비중 (%)

66

68

75

출하율 (%)

144

155

160

대규모 사육장에서 한 마리의 모돈이
연간 생산하는 판매용 돼지의 수 (마리)

13

15

19

노동생산성 (마리/명)

500

650

1,000

2.9 : 1

2.8 : 1

2.7 : 1

—

50

>75

생산 측면에서의 목표
돼지고기 생산량 (만 톤)

효율성 측면에서의 목표

비육돈 사료효율
생태적 측면에서의 목표
분뇨의 종합이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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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적 배치
 환경용량 및 주어진 자원 현황, 소비 선호도 및 도축가공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
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중점발전구(重点发展区), 발전제한구(约束发展区), 잠재성장구(潜力
增长区) 및 적정발전구(适度发展区) 등 구역별 발전을 추진하도록 할 것
(1) 중점발전구
 허베이, 산둥, 허난, 충칭, 광시, 쓰촨, 하이난 등 7개 성(시)을 포함하는 이 지역의 돼지고기 생산
량은 2014년 기준 2,166.6만 톤으로 전국 총 생산량의 38.2%를 차지
 중구에서 가장 중요한 돼지 생산지역이며 돼지 사육량 및 전출량이 많아 지역 자체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상하이, 장쑤, 저장 및 광둥 등 연해 지역으로의 공급을 담당해왔음
 연평균 1% 정도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 될 것임
 기존의 발전을 토대로 하여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도록 할 것
- 규모화, 표준화, 산업화,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고, 분뇨의 종합적 이용을 강화할 것
- 우량종 번식 시스템을 개선하고, 도축 가공능력을 확대할 것
- 콜드체인 물류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도축, 콜드체인 배송” 경영 모델을 추진할 것
- 지역 내 품종자원을 개발, 이용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갖춘 돼지 사육모델을 구축하도록 할 것
(2) 발전제한구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대도시와 장쑤, 저장, 푸젠, 안후이, 장시, 후베이, 후난, 광둥 등 수로가
발달한 남부 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4년 기준 2,188.1만 톤으로 전국
총 생산량의 38.6%를 차지함
 자원 및 환경조건의 제약으로 인해 돼지 생산 발전의 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의 돼지 사육 총량은 기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도록 함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3개의 대도시
- 2014년 돼지공기 생산량은 72.7만 톤으로 전국 총 생산량의 1.3%를 차지
- 경제발전 수준 및 도시화율이 높고, 사육하는 돼지 수는 적은 편이나 규모화 수준이나 생산수준
등은 모두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음
- 기존의 생산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돼지 사육 구조를 개선하고, 돼지 육종능력을 강화하
고, 바이오가스 프로젝트 및 재배-사육 일체화 등 돼지 분뇨의 종합적 이용 모델을 개발,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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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집약화 양돈 수준 및 돼지고기 제품 품질안전 수준을 제고하고,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고, 품
질안전 관련 생산이력제를 구축하는 등 현대적 양돈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할 것
 수로가 발달한 남부지역
- 장쑤, 저장, 푸젠, 안후이, 장시, 후베이, 후난 및 광동 등 8개 성을 포함한 이 지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4년 기준 2,115.4만 톤으로 전국 총 생산량의 37.3%를 차지
- 이 지역은 인구가 밀집해있고, 돼지 생산량 및 판매량이 모두 많으며, 강줄기가 그물처럼 얽혀
있어 수자원의 환경 정비가 특히 중요함
- 《남부지역 돼지사육 구조조정 및 개선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농업부의 지도의견(农业部关于促
进南方水网地区生猪养殖布局调整优化的指导意见)》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적 분포를 조정, 개
선하고, 환경용량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녹색발전을 추진하도록 할 것
- 규모화･표준화 사육을 실시하고 시설장비 수준을 제고하도록 할 것
- 도축기업의 수량을 감축하고, 낙후된 도축기업을 도태시켜 규모화/표준화 도축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육 및 도축과 관련된 시설설비 수준을 제고하도록 할 것
- 경제성이 뛰어난 돼지 분뇨처리 및 이용 모델을 개발, 실시함으로써 분뇨의 종합적 이용을 촉진
하도록 할 것
(3) 잠재성장구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네이멍구 등 동북 4성과 윈난, 구이저우 2개 성을 포함한 이 지역의 돼지
고기 생산량은 2014년 기준 1,054.4만 톤으로 전국 총 생산량의 18.6%를 차지
 환경적 조건이 뛰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편으로, 지금도 지역의 자체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
에 베이징, 톈진 등 대도시로의 공급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연평균 1~2%의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임
 환경용량, 사료자원, 지역의 품종자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여 생산방식을
전환하고, 생산 규모를 확대하며, 생산량 및 수익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원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게 함으로써 재배-사육이 결합된 고표준 사육기지를 구축하고, 도축
가공 관련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육류 제품의 콜드체인 물류배송 능력을 강화하여 생산-가공-판
매의 긴밀한 연결을 실현하도록 할 것
 우량종 번식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 종자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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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정발전구
 산시, 샨시, 간쑤, 신장, 티베트, 칭하이, 닝샤 등 7개 성을 포함한 이 지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4년 기준 262.2만 톤으로 전국 총 생산량의 4.6%를 차지
 영토가 광활하고, 토지자원 및 농부산물 자원이 풍부하고, 농업과 목축업을 접목하기 위한 조건
이 잘 갖추어져있으나 양돈의 기초가 취약하고, 특히 수자원이 매우 부족함
 대기업들이 사육기지를 구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규모화 사육 및 표준화 도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사육기술을 널리 보급하며 생산 수준을 제고하도록 할 것
 농업과 목축업의 결합을 추진하고 생태적 사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
 지역적 특색을 강화하여 유명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린 대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고급 양돈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할 것

표 4

각 지역의 돼지 생산 상황
사육

지역

중점발전구

발전제한구

잠재성장구

적정발전구

연도

수량
(만 마리)

출하
비중 (%)

수량
(만 마리)

돼지고기 생산량
비중 (%)

수량
(만 톤)

비중 (%)

2010

18,613.6

40.1

25,839.0

38.7

1,929.2

38.0

2014

18,503.7

39.7

28,605.8

38.9

2,166.6

38.2

2010

16,549.0

35.6

26,580.7

39.9

1,996.2

39.4

2014

16,657.5

35.8

28,625.0

38.9

2,188.1

38.6

2010

8,982.5

19.3

11,303.5

17.0

925.3

18.2

2014

8,868.4

19.0

12,753.3

17.3

1,054.4

18.6

2010

2,314.9

5.0

2,963.2

4.4

220.5

4.3

2014

2,553.2

5.5

3,526.3

4.8

262.2

4.6

5. 주요 임무
(1) 현대적 돼지 종자산업을 개발
 전국돼지유전개량계획을 실시하고, 국가돼지핵심육종장, 지역별 종돈장, 전국종돈유전평가센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연합육종을 추진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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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우량 종돈을 선별사육하도록 지원하고, 생산성 측정을 강화하며, 돼지 종자산업의 자주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화씨(华系)” YLD 3원 교잡종 종돈 브랜드를 육성하도록 할 것
 우량종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투입을 확대하고, 종돈 품질제고를 중점으로 삼아 핵심육종장, 종돈장,
생산성측정센터 등 기초시설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종자 공급능력을 강화
 종돈 유전 평가시스템 및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한 품질의 종돈이 높은 가격에 거래
될 수 있도록 할 것
 돼지 우량종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공수정 보급률을 제고하도록 할 것
 유전물질 자원의 보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국가급 보호품종을 핵심으로 삼아 자원
에 대한 동태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돼지 유전자원의 보호, 개발 및 이용을 촉진
하도록 할 것
 종돈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돼지 종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할 것
(2) 사료 및 수의약 산업의 발전을 도모
 효소제, 미생물제제, 식물추출물 등 새로운 유형의 사료첨가제를 발전시키고, 약물사료첨가제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며, 저질소, 저인(燐), 저미네랄 등 환경보호형 사료 제품을 개발할 것
 돼지의 영양 필요량, 사료원료의 영양물질 소화이용률 등 기초 데이터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배합기술을 보급하도록 할 것
 품종 및 단계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사료 가공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사료 이용효율을
제고하도록 할 것
 연구능력 및 생산기술이 뛰어나고 마케팅 네트워크가 완비된 수의약 기업을 양성함으로써 수의약
산업의 집약적 발전을 도모할 것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수의약 제품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수의약 검사검측과 관련된 신기술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할 것
 수의약 검사기관의 검측 능력을 강화하고, 전국수의약검사기술 정보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것
 수의약 관련 유명 브랜드를 육성하고, 수의약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고, 수의약의 온라인 판매를
규범화할 것
(3) 표준화/규모화 사육을 발전시키도록 함
 우량종 사육 시 선진화된 시설과 기술을 응용함으로써 생산량 및 효율성이 모두 제고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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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며 환경친화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표준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한 규모화 사육을 발전시키고, 생태적 사육, 청결한 사육을
실시하며, 대규모 사육장의 자동화 장비 수준, 표준화 생산 수준 및 현대적 관리수준을 제고하도
록할것
 표준화 사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돼지 전출량이 많은 주요 현에 대한 장려정책
을 마련, 실시하며, 보다 세분화된 관리를 추진할 것
 효율적인 기술의 집성 및 보급을 강화함으로써 모돈 번식력 및 새끼돼지의 활착률을 제고하고,
종합 생산력을 강화할 것
 벌크사료를 보급하고, 사육장에서 벌크사료의 저장 및 운송과 관련된 장비를 개선하도록 장려함
으로써 돼지 사육에서 사료 비용을 낮추도록 할 것
 가축/가금 사육 표준화 관련 시범혁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농업부-성-시-현 등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시범농가의 전시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
(4) 폐기물의 종합적 이용을 추진
 축산업 녹색발전 시범현 구축 캠페인을 전개하고, 수로가 복잡한 지역 및 주요 생산지를 중점으
로 삼아 분뇨의 종합적 이용 및 병들어 죽은 가축의 무해화 처리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양돈산
업과 환경보호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것
 양돈 폐기물의 종합적 이용과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고, 돼지고기 생산량, 폐기물 종합이용률
및 무해화 처리 비율 등을 서로 연결한 재정보조금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함
 돼지 사육의 지역적 분포를 조정, 개선하고, 분변의 종합적이고 경제적인 이용 모델을 보급하고,
PPP(민관협력프로젝트) 운영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 분변의 무해화 처리 및 거름 재활용법을 개발하여 유기비료가 현지에서 개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유기비료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개선, 실시할 것
- 가축/가금 사육 폐기물의 자원화 이용에 관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규모 사육
장이 분변 무해화 처리시설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과 목축업이 결합된 폐기물 종합
이용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병들어 죽은 가축/가금의 무해화 처리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国务院办公
厅关于建立病死畜禽无害化处理机制的意见)》을 실행하고, 병들어 죽은 돼지의 무해화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소비량이 적고, 고부가가치 창
출이 가능한 무해화 처리기술을 개발, 보급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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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들어 죽은 돼지의 무해화 처리 시설 개발을 강화하고, 병들어 죽은 돼지의 무해화 처리에 대한
재정 보조금 지원정책을 실시할 것
(5) 돼지 도축에 대한 관리를 강화
 집중 도축, 브랜드 경영, 콜드체인 유통, 신선한 제품의 시장 출하 등을 주요 공략점으로 삼아
돼지 도축의 현대화 수준을 제고할 것
 동물위생 감독기관 및 수의위생검사 검측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도축 업계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집법역량 및 감독관리 수준을 제고할 것
 공장 유입에 대한 등록, 육류제품 검사 등의 제도를 실행하고, 돼지 도축 전 과정에 대한 문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사육과 도축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돼지 도축 능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전국적 유통을
실시하는 현대적 도축가공기업이 중심이 되고, 지역내 유통을 담당하는 소규모 도축가공기업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구조를 마련할 것
 업계의 통합조정을 강화 추진하고, 도축가공 부문의 선도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들이 도축, 가공,
배송, 판매 등을 모두 포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축 품질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축기업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도축의 기계화, 자동화, 표준화,
지능화 수준을 제고하도록 할 것
 돼지고기 제품구조를 개선하여 냉장육과 부분육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정밀가공 제품의
비중을 제고하도록 할 것
 도축기업의 브랜드화 전략을 실시하고 육류제품을 유형 및 등급별로 분류함으로써 우수한 제품
이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할 것
(6) 품질안전을 위해 생산이력제를 마련하도록 함
 생산, 사육, 도축 등 전 과정에 걸친 품질안전 감독관리 제도 및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집법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돼지고기 품질안전 관리시스템 및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
 가축/가금 수의학 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조정하여 빅데이터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국동물
전자검역증에 대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 수의약 제품의 생산이력제, 돼지 도축 통계 모니터링 시
스템,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생산이력제 시스템 등 사육에서 도축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
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동물성 식품안전 감독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힐 갓
 사료, 수의약 등 투입품의 사용을 규범화하고, 한약추출물처럼 독성이 낮고 잔류량이 적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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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약, 미생물제제 등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사료 첨가제의 응용 및 보급을 확대함
으로써 보다 건강한 돼지사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QR코드”를 통한 수의약 생산이력제 감독관리시스템 구축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수의약의
생산, 판매 및 사용 등 전 과정에 대한 생산이력 감독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것
(7) 산업화 경영 및 사회화 서비스를 추진
 산업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경영주체를 양성하며, 이익 연계 메커니즘을 합리
적으로 조절하고, 다양한 형식의 산업화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시장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6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할 것
 새로운 유형의 경영주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선도적 기업, 농민전업합작사, 사회화
서비스조직 등을 활용하여 적정 규모의 사육장을 운영하는 선진화된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것
- 선도적 기업이 사육기지를 구축하고, 주문생산방식을 확대하고, 일체화 경영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것
- 농민들이 합작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대형 운송 및 판매업체, 도축가공기업
및 유통기업이 합작조직을 설립, 운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조직화 수준을 제고할 것
 “인터넷 플러스 양돈” 발전 전략을 실시할 것
- 전자상거래와 실물거래의 결합, 인터넷과 산업의 융합, 도축기업과 개별 소비자와의 직접적 연결
등 새로운 경영방식을 개발, 추진할 것
- 돼지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선물거래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돼지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전자교역 규모를 확대할 것
 선도기업, 대형농가, 전업합작조직, 브로커 등이 사회화 서비스조직을 세우도록 장려함으로써
다양한 형식, 다양한 단계의 사회화 서비스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
(8) 돼지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통제를 강화
 돼지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고, 사육장의 종합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면역, 모니
터링, 검역 감독관리, 무해화 처리 등 다양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것
 구제역 등 주요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고, 돼지유행성설사(PED) 등 흔히 발생하는 병에
대한 예방 및 통제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등 외래동물전염병의 유입을
중점적으로 통제할 것
 종돈장의 전염병 정화(purification) 및 종자 모니터링을 강화 실시하여 종돈장에서 수직감염 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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