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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식 동물 목축업 발전
규획(2016~2020)20)
초식목축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21) 및 ‘초식목축
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농업부의 지도의견’22)에 근거하여 본 규획을 제정하였음.
1. 초식목축업 발전 현황
(1) 주요 성과
 초식목축업의 상품은 중요한 ‘차이란즈(菜篮子)’ 상품이며, 쇠고기나 양고기의 경우 일부 소수민족
의 생활 필수품임.
 최근 초식목축업의 종합생산력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생산방식 역시 빠르게 전환되는 등
산업발전 추세가 양호함.
 상품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전국의 유류(奶类), 쇠고기, 양고기, 토끼고기, 거위고기, 양모, 캐시미어 생산량은 각각
3,870만 톤, 700만 톤, 441만 톤, 84만 톤 140만 톤, 48만 톤, 1.92만 톤으로 2010년에 비해
각각 3.3%, 7.2%, 10.5%, 22.2%, 10.0%, 12.6%, 3.9% 증가하는 등 초식목축업 상품의 시장공
급 능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음.
- 초식목축업 상품이 제공하는 우수 동물성 단백질 총량은 2010년에 비해 6.6% 포인트 증가하였
으며, 중국 소비자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음.
 표준화/규모화 사육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기준 젖소 사육두수 100마리 이상, 육우 출하두수 50마리 이상, 육양 출하두수 100마리

20) 농업부가 2016년 7월 6일 발표한 ‘전국 초식 동물 목축업 발전 규획(2016~2020)(农业部关于印发《全国草食畜
牧业(목축업)发展规划 (2016—2020年)》的通知)'을 요약 번역한 것임.
21)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22) 农业部关于促进草食畜牧业加快发展的指导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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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대규모 사육장의 비중은 각각 45.2%, 27.5%, 36.6%로 이는 2010년에 비해 17.2% 포인트,
4.3% 포인트, ,13.6% 포인트 증가한 것임.
- 국가급 초식목축업 표준화 시범사육장의 수량은 총 1,063개이며, 이는 가축 표준화 시범사육장
총 수의 27.1%에 해당함. 초식목축업의 표준화/규모화 사육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음.
 생산기술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었음.
- 2015년 기준 전국 착유우(lactating cows)의 평균 단위생산량은 6톤이며, 육우 및 육양의 평균
도체중(carcass weight)은 각각 140㎏, 15㎏으로, 이는 2010년 대비 각각 15.4%, 0.6%, 1.7%
증가한 것임.
- ‘12.5 규획’ 기간 중, 하남우(夏南牛), 운령우(云岭牛), 고산(高山) 메리노 양, 차하르(察哈尔) 양,
강대(康大) 육용토끼 등 일련의 신품종들이 지속적으로 육성에 성공하였음.
- TMR 사육, 기계화/자동화 사육, 거여목의 절수형/비료절감형 생산 및 목초의 청사료 발효 등의
기술이 보급되었음.
- 또한 구제역 등 주요 전염병 및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음.
 산업화 수준이 크게 제고되었음.
- 중국 초식목축업은 육종, 번식, 사육, 도축, 가공, 판매가 하나로 연결된 산업화 발전방식을 구축
해나가고 있으며, 산업사슬이 점차 확대, 개선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초식목축업을 주 영업활동으로 삼는 농업 산업화 국가 중점 선도기업은 총 105개로
전체 목축업 선도기업 중 18%를 차지하고 있음.
- “선도기업+생산기지”, “선도기업+합작사”, “선도기업+소형 가족농장(목장)”등 산업화 경영방식
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초식가축 연합경영합작사 등 새로운 유형의 생산경영주체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음.
 사료용 목초 관련 산업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음.
- 전국 목초 재배면적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작물 대신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양개
사(粮改饲) 시범사업이 가속 추진되고 있고, 우수한 품질의 거여목 생산 시범기지 건설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료용 목초의 수확･저장･가공 관련 전문 서비스조직이 빠르게 발전
함에 따라 식량작물･경제작물･사료용작물의 조화로운 재배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전국 목초 재배 보류면적(种草保留面积)은 2,200만 ha(3.3억 무亩)로 2010년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건초 연 생산량은 1.7억 톤에 달함.
- 우수한 품질의 거여목 재배면적은 20만 ha(300만 무亩)로 2010년 대비 5배 증가하였으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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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12만 ha(180만 무亩)에 달함.
- 사료용 목초 제품 가공기업은 532개로 이는 2010년 대비 324개 증가한 것이며, 제품화된 목초
생산량은 770만 톤임.
- 식물 줄기의 사료화 이용량은 2.2억 톤이며, 식물 줄기의 자원화 이용 중 24.7%를 차지함.
(2) 발전 환경
 신창타이(新常态)에서 소비수요는 개성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혁신은 발전의 새로운 엔진이 되고,
녹색생산이 주된 발전 방향이 되었음. 이러한 새로운 변화 및 새로운 추세는 초식목축업의 형태전
환 및 업그레이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음.
 현재 초식목축업은 규모/속도를 중시하는 조방형 성장에서 품질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집약적
발전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단계에 처해 있으며, 산업 발전환경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제품 소비시장의 수요가 왕성한 반면, 공급 측 구조개선이 필요함.
- 중국 도농주민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도시화가 빨르게 진행됨에 따라 초식목축업
관련 축산품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
 과거 소수민족의 소비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전 국민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
지역적 소비에서 전국적 소비로, 계절성 소비에서 1년 내내 상시적 소비로, 전통적 단일 소비
방식에서 다원화된 소비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12.5 규획’ 기간 중, 쇠고기/양고기 및 우유 소비량은 연평균 각각 1.3% 포인트, 2.9% 포인
트 증가하였으며, 향후 소비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초식목축업 관련 축산물의 유효공급이 부족하여 수급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국산 유제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부족하여 국내 젖소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제품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고, 고품질의 쇠고기/양고기의 비중이 낮고, 상품 동질화가
심각하여 다양화되는 소비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임.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적 제약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
- 중국의 천연초원, 인공초원 및 농작물 식물줄기 등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목초자원이 풍부하여
초식목축업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추산에 따르면 현재 이용가능한 자원으로 적어도 5,000만 톤의 우유, 800만 톤의 쇠고기, 500만
톤의 양고기 생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또한 초원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고, 재배 구조개선 및 조정, 양개사 시범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으로 인해 사료용 목초의 연 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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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초식가축의 사육 방식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지역적 배치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목초
재배와 사육 간의 연결이 긴밀하지 못하고, 분뇨의 종합적 이용률이 50%가 채 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분명 존재함.
 일부 지역의 경우 환경오염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환경보호의 압력도 큰 편임.
 산업의 전반적 수준이 제고되고 있으나, 경쟁력이 여전히 부족함.
- 최근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축산물 수출국과의 FTA 체결 및 시행에 따라 해외의 저렴하고 우수
한 품질의 유제품과 쇠고기/양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소/양 등 초식목축업의
발전을 위한 자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소규모 사육농가의 시장퇴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규모 사육기업의 M&A 추세가 강화되는 등
표준화/규모화 사육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젖소 사육이 가장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신선유의 품질안전 수준, 생산의 기계화/지능화
정도가 세계 일류 수준에 도달하였음.
- 그러나 사육 원가 및 생산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중국 초식목축업은 선진국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중국 착유우의 연간 단위생산량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2~3톤 가량으로 낮은 수준이며,
육우 및 육양의 도체중 역시 각각 100㎏, 10㎏ 가량 부족하고 우유, 쇠고기, 양고기 생산원가
는 국제평균 수준에 비해 배 이상 높아 중국 초식목축업 관련 축산품의 경쟁력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산업 지원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의 종합성 및 적합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임.
- 정부는 소/양 우량종 보조금, 기초 어미소 수량 확대에 대한 보조금, 남부 현대적 초식목축업 발
전, 소/양 중점 사육현에 대한 장려, 젖소 정책성보험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소/양 표준화/규모화 사육장 건설, 우량종 프로젝트, 식물줄기의 사료화 이용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초식목축업 발전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5년 중앙1호문건에서는 “초식목축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청사료용 옥수수 및 거여목 등
사료용 목초의 재배를 지원하고, 식량작물 대신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양개사 시범사업과 재배
업과 목축업의 결합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식량작물･경제작물･사료용작물의 3원 재배구조가 조
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2016년 중앙1호문건에서는 “가축 사육구
조를 개선하고, 초식목축업을 발전시키도록 한다.”고 강조하며 ‘13.5 규획 초식목축업 발전을 위
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음.
-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지원정책은 체계성, 적합성, 조화성 등의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고, 특히 금융보험, 수출입통제 등의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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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사상, 기본원칙 및 발전목표
(1) 지도사상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의 발전이념을 굳게 세우고, 당 중앙 및 국무원의 농업 “발전방식 전환,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며, 농업 공급측면의 구조적 개혁 추진을 위해 마련된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행하도록 함.
 젖소, 육우, 육양을 중점으로 삼되 기타 특색 있는 초식가축을 함께 고려하며, 재배업과 목축업의
결합을 중시하고, 산업구조 및 지역적 배치를 한 단계 더 개선하고, 초식가축 종자산업과 목초 종자
산업의 혁신 발전을 가속화하고, 표준화/규모화 사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책적 지원 및 과학
기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이를 통해 식량작물･경제작물･사료용작물을 모두 고려하는, 재배-사육-가공의 일체화가 이루어진
6차산업 발전을 추진하도록 하며, 초식목축업의 종합 생산력 및 시장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
고, 현대적 초식목축업을 구축하도록 함.
(2) 기본원칙
 과학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별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 자원, 환경, 시장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 지역별 산업의 공간적 배치, 주도적 품종
및 발전중점 사항 등을 과학적으로 계획하도록 함.
- 각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모색하며, 지역별/유형별로 정책을 실시
함으로써 초식목축업 발전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농업과 목축업의 결합을 견지하고, 순환발전을 꾀하도록 함.
- 재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청사료용 옥수수, 거여목 등 우수한 품질의 사료용 목초를
발전시킴으로써 식량작물･경제작물･사료용작물을 모두 고려한 산업 구조를 구축하도록 함.
- 목축업으로 재배업을 대체하도록 하고, 재배업과 목축업의 결합을 추진하며, 목초지와 가축 간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식물 생산 – 동물 전환 – 미생물 환원’의 생태순환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함.
 메커니즘을 혁신하여 융합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초식목축업 산업사슬 및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이익연결 메커니즘을 개선함으로써 서로 협력하
고, 위험을 함께 부담하며, 이익을 함게 공유하는 장기적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함.
-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영방식, 새로운 모델의 도입을 장려하고, 현대적 이념을 통해 산업발전을
꾀하고, 현대적 기술을 통해 전통적 산업을 개조함으로써 초식목축업의 6차산업 융합발전을 촉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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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수입을 조절하도록 함.
- 초식목축업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가속 추진하여 생산원가를 낮추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내 초식목축업 생산력 및 품질안전 감독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
로써 초식목축업 관련 제품의 유효공급을 확보하도록 함.
- 글로벌시대 “두 개의 자원과 두 개의 시장”을 충분히 이용하여 국내의 과부족을 조절하고, 다원화
된 시장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함.

표 1

‘13.5 규획’ 기간 중 초식목축업 발전의 주요 지표

지표
유류 생산량 (만 톤)

공급능력

2015년 2020년
3,870

4,100

1.2%

쇠고기 생산량 (만 톤)

700

800

2.8%

양고기 생산량 (만 톤)

441

500

2.7%

양모･캐시미어 생산량 (만 톤)

49.9

55

2.0%

토끼고기 생산량 (만 톤)

84

100

3.8%

거위고기 생산량 (만 톤)

140

200

8.6%

6

7

(1)

육우 평균 도체중 (㎏)

140

145

(5)

육양 평균 도체중 (㎏)

15

17

(2)

초식목축업 과학기술 진보공헌률 (%)

57

60

(3)

45.2

60

(14.8)

27.5

45

(17.5)

36.5

45

(8.5)

50

75

(25)

착유우 평균 단위생산량 (톤)
생산
기술수준

젖소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사육장의 비중 (%)
표준화/규모화 육우 연간 출하량이 50마리 이상인 대규모 사육장의 비중 (%)
사육수준
육양 연간 출하량이 100마리 이상인 대규모 사육장의 비중 (%)
소/양 대규모 사육장의 폐기물 종합이용률
청사료용 옥수수 재배면적 666.7ha(만 무亩)
사료용 목초
공급능력

연평균
증가속도
(누계)

/

>3,500

/

우수한 품질의 거여목 재배면적 666.7ha(만 무亩)

300

800

(500)

식물 줄기의 사료화 이용량 (억 톤)

2.2

2.4

(0.2)

목초재배 보류면적 666.7만 ha(억 무亩))

3.3

3.5

(0.2)

(3) 발전목표
 2020년까지 주요 초식목축업 관련 제품의 생산능력 및 품질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시장
공급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것.
 생산기술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하고, 표준화/규모화 사육을 추진하고, 생산 효율성, 비(非)식량 사
료자원 이용률 및 과학기술 지원능력을 한 단계 더 제고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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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현대적 초식목축업의 생산 시스템, 경영 시스템, 산업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

3. 지역적 분포
(1) 전체적 구도
 “산업 기초에 기반하고, 발전 추세에 근거하며, 자원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규획과 연계
한다”는 배치 원칙을 토대로 한 ‘13.5 규획’ 기간 중 초식목축업의 종합적 배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음.
- 전통적 농업지역과 농업-목축업 교차지역을 최적화하여 발전시키고;
- 북부 목축지역을 적절히 발전시키고;
- 티베트 고원 목축지역을 보호하며 발전시키고;
- 남부 산간지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함.
 전통적 농업지역
- 이 지역은 농작물 자원이 풍부하고, 재배업-목축업의 결합발전의 기초가 훌륭함.
- “이축정초(以畜定草)23)”의 원칙에 따라 농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식량작물･경제작물･사료용작물
의 삼원 재배구조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며, “재배업과 목축업이 결합된, 농업과 목축업의 순환발전
출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선도기업, 합작사, 대규모 사육농가, 소규모 가족농장 등 새로운 유형의 경영주체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목축업의 표준화, 규모화, 조직화, 정보화 수준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도록 함.
- 표준화 사육 종합 시설, 우수한 품질의 사료용 목초 재배 및 가공, 청사료 생산, 조사류(糟渣类)
사료의 저장 및 이용, TMR 사육, 세분화한 그룹별 사육, 규모화 집중 비육, 폐기물의 종합적 처리
및 자원화 이용 등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하도록 함.
 농업-목축업 교차지역
- 이 지역은 사료용 목초 자원이 풍부하고, 어느 정도의 방목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식량작물과 사료용작물을 모두 고려하는 농업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사료용 목초의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함.
- “목번농육(牧繁农育)”, “호번기육(户繁企育)”의 사육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각 경영주체
들이 인력, 자본, 사료용 목초 등의 측면에서의 각자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목축업 지역과 농업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재배농가, 사육농가,

23) 가축의 수량에 따라 목초지의 규모를 결정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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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모두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 천연초원의 개량, 인공초지 개발, 우수한 품질의 목초의 청사료화, TMR 사육, 세분화한 그룹별
사육, 표준화 사육 등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하도록 함.
 북부 목축지역
- 이 지역은 목초지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 기초가 비교적 뛰어남.
- “품질 제고, 효율성 제고, 친환경, 지속가능성”의 기본 방침을 가지고, 농민들이 목초지, 가축 등의
생산요소를 통합 조정하도록 유도하도록 함.
- 소형 가족목장을 발전시키고, “순차적 방목 + 사료 보충”의 사육 모델을 적용하도록 하고, 규모
화 사육, 표준화 생산, 브랜드화 경영의 산업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천연초원에 대한 보완, 조사료의 가공 및 이용, 사료용 목초의 청사료화, 지역별 구획 및 순차적
방목, 표준화 사육, 유축(幼畜) 조기사육 등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하도록 함.
 티베트 고원 목축지역
- 이 지역은 지리적 위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태보호의 임무가 큰 지역임.
- 초원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초지자원의 과학적이고 합리적 이용을 기초로 삼아
생태목축업의 발전을 꾀하도록 함.
- 합작사, 소형 가족목장 등 다양한 경영주체를 육성하고, 축사 등 기초시설을 구축하고, 초원, 사료용
목초 재배지, 가축 등 기본 생산요소 배치를 최적화함으로써 고원생태환경에 적합한 목축업을
발전시키도록 함.
- 소/양 품종의 선별사육, 농축사료의 이용, 송아지 수유, 티베트 양(藏羊) 및 야크 비육, 청사료
및 우수한 품질의 목초 재배 등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하도록 함.
 남부 산간지역
- 이 지역은 천혜의 초원지대로 농업 휴경지의 개발 잠재력이 크고, 이용가능한 사료용 목초자원이
풍부함.
- 식량작물･경제작물･사료용작물의 삼원 재배구조 및 표준화/규모화 사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합작사”, “기업+소형 가족목장”의 산업화 경영모델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우수한 품질의 산양, 육우, 물소, 토끼 등의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함.
- 천연초지 개량, 혼파방목지(mixed pasture) 개발, 인공종초(人工种草) 사업 추진, 휴경지에서의
목초 재배, 들판작물과 목초의 윤작, 남부 목초의 청사료화, 남부 지역의 실내사육 및 비육 등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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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구도
 젖소
- 동북부 및 네이멍구, 화베이 지역의 발전을 공고히 하고, 서부 지역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며,
남부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의 생산구역을 안정화하도록 함.
- 품종개량 및 생산성 측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홀스타인 소의 단위생산량 수준을 제고하고,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우유와 고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겸용우(乳肉兼用牛)를 발전키시도록 함.
- 대규모 사육기지에서의 전염병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청사료용 옥수수 및 우수한 품질의 거여목 생산을 확대하고, 재배업과 목축업의 결합, 농업과
목축업의 순환발전을 추진하도록 함.
- 낙농업 관련 기업과 농가 간에 긴밀한 이익연결 메커니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제품
생산기업이 우유 생산기지 건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도록 함.
 육우
- 중원 지역의 발전을 공고히 하고, 동북부 지역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며, 서부 지역의 최적화
발전을 꾀하고, 남부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함.
- 육우 품종 개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표준화/규모화 사육을 발전시키도록 하며, 제품 품질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제품 품질 및 사육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초원지역, 산간･구릉 지역 및 남부 목초지 자원을 충분히 개발, 이용하도록 함.
- 기초 어미소의 사육두수를 안정적으로 제고하여 육우 기초 생산능력을 확보하도록 함.
- 육우 도축 가공 관련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육류제품의 콜드체인 물류배송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생산-가공-판매의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인 쇠고기 공급능력 및 품질안전 수준
을 제고하도록 함.
 육양
- 중원 지역 및 중동부의 농업-목축업 교차지역의 발전을 공고히 하고, 서부 지역의 발전을 최적화
하고, 남부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북부 목축지역을 보호, 발전시키도록 함.
- 표준화/규모화 사육을 적극 추진하고, 육양 사육의 우량종화 수준을 제고하고, 육양의 개체 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축사를 이용한 실내사육-반(半)실내사육의 사육방식을 발전시키는 한편 축사
등 사육시설 건설을 강화하도록 함.
- 육양 도축 가공 관련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육류제품의 콜드체인 물류배송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생산-가공-판매의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인 양고기 공급능력 및 품질안전 수준
을 제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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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가축
- 공급 측면에서 시장이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토끼, 거위,
털용 양, 말, 당나귀 등 특수 초식축산업 제품을 발전시킴으로써 육용, 털용, 약용, 승용(骑乘)
등 다양한 용도별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함.
- 지역별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빈곤지역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
록 지원함.
 사료용 목초 산업
- “이양정종(以养定种)”의 원칙을 토대로 청사료용 옥수수, 우수한 품질의 거여목, 양초(羊草) 등
을 중점으로 삼아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우수한 품질의 사료용 목초 생산을 확대하고, 목초
상품을 발전시키도록 함.
- 우수한 품질의 거여목 산업벨트, 동북부 양초 생산지역, 남부 사료용 목초 생산지역, “롄다오완
(镰刀弯)” 및 황화이하이(黄淮海) 생산지역, 천연초원 목초지 등 지역에 따라 그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고, 산업 배치를 최적화하도록 함.

표 2
지역
동북부 및
네이멍구
지역

화베이지역

젖소 산업배치의 중점사항

중점품종

주요 임무

홀스타인 소 위주;
겸용우도 함께 고려

 낙농업 생산에서 규모화, 표준화,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청사료용 옥수수 및 고품질 거여목 생산을 확대하고, 재배업과 목축업의
결합, 순환생태 발전을 추진하도록 함.

홀스타인 소 위주

 소규모 사육을 대규모 목장으로 개조하고 전문화 사육장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집약화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사료자원의 종합적 이용 모델을 개발.
 재배-사육-가공 일체화 산업 시스템을 구축.

서부지역

 젖소 대규모 사육장, 소규모 가족목장 및 낙농합작사를 발전시키도록 함.
홀스타인 소 위주;
 유제품 상품화율을 제고하고 가치사슬을 연장하도록 함.
겸용우 발전;
야크, 유산양(milk goat)도  청사료용 옥수수, 우수 거여목의 재배를 확대하고, 우수한 품질의 사료용
목초 공급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함께 고려

남부지역

안후이, 후베이, 푸젠, 광둥,
쓰촨 등 신흥지역에서는
홀스타인 소와 저지 소를,
광시, 윈난 등지에서는
우유용 버팔로를
발전시키도록 함

 “선도기업+합작사+소형 가족목장”의 조직 형태를 통해 적절한 규모화
사육장을 적극 발전시키도록 함.
 사육시설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실시.
 청사료 공급수준을 제고.
 TMR기술을 보급하고, 유제품 생산효율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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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도시 주변

중점품종

주요 임무

홀스타인 소 위주

 분뇨의 무해화 처리 및 자원화 이용을 추진.
 낙농업 현대화를 실현함으로써 우유 생산능력을 안정화하고, 도시 유제
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
 종자업계 선도기업을 중점지원하고, 생산성이 뛰어난 젖소 핵심군 사육을
강화하고, 연합육종 메커니즘을 마련하며 우수한 종자소를 사육하도록 함.

표 2
지역

중점품종

육우 산업배치의 중점사항
주요 임무

중원지역

 어미소를 적절히 번식, 사육하고, 육우 비육기지 건설을 강화하며, 단계
남양우(南阳牛),
별 비육 및 도축가공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콜드체인 물류배송시스
노서우(鲁西牛) 등 지역
템 건설을 강화하도록 함.
우량품종;
 “선도기업+합작사+대규모 사육농가/소규모 가족목장”의 경영방식 및 재
시멘탈(Simmental),
배-사육 결합, 농목 순환형 사육 방식 등을 실시함으로써 육우 산업의
하남우(夏南牛) 등 육성종
조직화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동북부
지역

 지역별 품종 개량 및 육성종 보급을 실시.
 목축지역에서는 축사를 이용한 실내사육 및 반실내사육, 울타리 내에서
연변우(延边牛),
의 비육 등을 적극 발전시키고, 관련 시설을 완비하고, 어미소의 사육규
초원홍우(草原红牛) 등
모 및 번식 활착률을 제고하도록 함.
지역 우량품종;
 농업지역에서는 “선도기업+합작사+대규모사육농가/소규모 가족목장”의
요육백우(辽育白牛),
경영방식을 추진하고, 육우 표준화 도축 및 콜드체인 배송을 추진하
연황우(延黄牛) 등 육성종
도록 함.

서부지역

남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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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우(秦川牛), 야크 등
지역 품종

 목축지역에서는 천연초지 개량, 인공방목장 건설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
시키고,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재해 방지 능력을 제고하고, 가축-초
지 균형을 실현하도록 함.
 반농반목 지역에서는 자유방목에서 순환형방목 및 권양(圈养)이 결합된
방식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목번농육(牧繁农育)”모델을 보급하며, 적
절한 규모화 사육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농업지역에서는 합작사와 대규모 사육농가 등 경영주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고, 사료자원의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산업 일체화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선도기업+합작사+소규모 가족목장” 위주의 발전 모델을 추진하고, 육우
의 실내사육/반실내사육을 통한 저비용 비육 및 표준화 도축을 발전시키도
운령우(云岭牛) 등 육성종;
록 함.
육우, 물소 등
 인공수정, 단계별 비육, 사탕수수 끝부분 등 농업 부산물의 이용, 휴한
지역 특수품종
농경지에서의 목초 재배, 목초의 청사료화, 천연초지의 회복, 초지 개량
등의 기술모델을 널리 보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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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

육양 산업배치의 중점사항

중점품종

주요 임무

지역 육양품종의
교잡 및
개량이용 확대

 적정 규모의 축사 실내사육을 추진하고, “선도기업+합작사” 경영방식을 취하
고, 도축가공 및 콜드체인 배송 능력 구축을 강화하도록 함.
 인공수정, 청사료 생산, 농작물 부산물의 종합적 이용, 규모화 비육 및 우수한
품질의 새끼양 생산 등의 기술을 보급.

서부지역

지역 육양 우량종의
품종 보호 및
개량이용 강화

 육양 번식률 및 활착률을 제고하고, 배합사료의 상품화 공급을 추진하고, 종
합생산능력 및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함.
 지역 내 “자체 번식, 자체 사육”의 사육모델, 실내사육, 인공초지 개발 등의
기술을 보급.

남부지역

현지 육양 우량종의
품종보호 및 개발

 육양 품종개량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부 산간 목초지대를 개량, 이용하도록 함.
 목초와 경제작물 부산물의 청사료 가공 이용, 산양의 적정 규모 실내사육 등
의 기술을 보급.

북부지역

지역 육양 우량종의
품종보호 및
이용 강화

 생태환경을 우선시하고, 현지의 상황에 맞추어 초원에서의 방목 금지, 지역별
순환형 방목, 목초지와 가축 간의 균형 등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 추진하도록 함.
 표준화된 비닐하우스 건설, 티베트양의 표준화 사육, 표준화 도축, 인공초지
개발, 천연초지 개량 등의 기술을 보급.

중원지역 및
중동부의
농업-목축업
교차지역

표 4
산업

토끼

특수가축 산업배치의 중점사항

지역

주요 임무

전통적 주요 생산지
(쓰촨, 산둥, 허난,
충칭, 장쑤, 허베이,
저장, 푸젠)

 산업 업그레이드를 중점 추진하고, 표준화/규모화 사육을 확대하도록 함.
 우량종 번식 및 사육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사육 관리 및 전염병 방
지 능력을 제고하도록 함.
 토끼고기 가공 및 브랜드 제품 연구개발을 강화하도록 함.

신흥 생산지
(지린, 산시, 안후이,
후난, 후베이, 샨시,
장시, 헤이룽장,
네이멍구, 랴오닝)

 합작조직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조직화 수준을 제고하며, 산업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함.
 소규모 사육농가에서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토끼 관
련 제품 가공업을 적극 발전시키도록 함.

남부 지역

 인공종초(人工种草)지에서의 거위 사육, 농업 휴경지를 이용한 계절성 목초 재
배 및 거위 사육 등을 보급하도록 함.
 거위 제품의 가공 개발을 강화하고, 대규모 원종장 및 번식장을 건설함으로써
농경지 이용률 및 사육 부가가치를 제고하도록 함.

북부 지역

 거위 지역별 유전물질 자원의 보호 및 개발, 이용을 강화하고, 표준화/규모화
사육을 적극 발전시키고, 거위 제품 관련 기술개발을 강화하도록 함.
 계절에 관계없이 거위를 번식,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사육장을 건설하고, “북
번남양(北繁南养)”을 발전시켜 보다 효율적인 거위 사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함.

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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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털용 양
(绒毛用羊)

지역

주요 임무

 지역별 우량 품종자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세모양(细毛羊), 반세모양(半
细毛羊), 융 산양(绒山羊), 카페트양모용 양(地毯毛羊), 모피용 양(裘皮用羊)
서북부, 동북부,
등 털용 양 산업벨트 건설을 추진하도록 함.
서남부 초원 목축지역  털용 양 표준화 생산 및 조광(light control)을 이용한 융 생산 증대, 부위별로
나누어 융 채취, 기계를 이용한 털깎기, 융모의 등급별 분류 등의 기술 시범사
업을 강화하고, 우량종 보급 및 기술응용 관련 공공시설 구축을 강화하도록 함.

말

전통적 주요 생산지
(네이멍구, 신장,
칭하이, 간쑤, 쓰촨,
윈난, 구이저우)

 문화가 있는 테마여행, 소수민족의 말 경주, 레저용 승마, 도시 인근의 헬스용
승마, 운동경기 등의 방향으로 관광경제벨트 및 도시 교외지역의 말 상품 시
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말 관련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
 기존의 품종자원을 이용하고,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품종을 개량, 사육하도록 하
며, 독특한 유제품 및 생물학적 제제를 개발함으로써 산업 사슬을 확대하도록 함.

당나귀

핵심 지역
(산둥, 간쑤, 랴오닝,
신장, 네이멍구)

 당나귀 산업기지를 시범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당나귀 가죽, 당나귀 젖, 당나
귀 고기 등 전통적 상품의 발전을 공고히 하고, 생물학적 제제를 연구, 개발하
도록 함으로써 산업 사슬을 확대하도록 함.

표 5
지역

사료용 목초 산업배치의 중점사항

중점품종

주요 임무

거여목,
청사료용 옥수수,
양초(羊草)

 우수 거여목 생산가공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거여목 건초 생산을 위주로
하되 일부는 청사료로 활용하도록 함.
 양초 품종개량을 실시하여 생산량을 확대하고, 우수한 품질의 양초 생산
기지를 구축하도록 함.
 식물줄기의 청사료화, 미생물가공, 가스폭발, 단광(briquetting) 등의 처
리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산업화된 줄기의 사료화 이용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화베이 지역

거여목,
청사료용 옥수수

 우수 거여목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거여목 건초 생산을 위주로 하되
반건조청사료화, 청사료 등을 보조로 삼아, 재배-사육을 결합함으로써
현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함.
 식물줄기의 청사료화, 미생물가공, 가스폭발, 단광 등의 처리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산업화된 줄기 사료화 이용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서북부 지역

거여목

 거여목 우량종 번식 및 우수 거여목 건초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절수형
관개를 실시하며, 거여목의 산업화/상품화 생산을 발전시키도록 함.

동북부 및
네이멍구 지역

남부 지역

초원 목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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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목,
 우수한 품질의 거여목 청사료, 반건조 청사료 생산을 위주로 하여 구릉
호밀풀(黑麦草),
및 산간 지역에 적합한 소형 거여목 재배가공 설비를 보급하도록 함.
네이피어그라스(象草),
 목초의 기계화 경작/수확, 청사료화 등의 기술 연구 및 시범사업 보급
수크령(狼尾草),
을 확대하고, 인공종초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농작물 줄기 및 기타 식
클로버 등
물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이용하도록 함.
우량목초

천연목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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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목초를 베어 사료를 만들고, 이를 농목민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료기지 건설을 추진하도록 함.
 반추동물용 농축사료 및 보충재의 농가 활용률을 제고하고, 상품사료
사용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정책자료

지역

중점품종

주요 임무

“롄다오완
(镰刀弯)”지역 및
황화이하이(黄淮海)
옥수수 생산지

청사료용 옥수수,
거여목, 귀리(燕麦),
호밀풀,
단수수(甜高粱)

 양개사 시범사업을 토대로 하여 옥수수 등 우수한 사료용 목초의 청사
료화 및 종합적 이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선도기업 및 농민합작사를 주체로 하는 신흥 경영주체를 적극 양성, 지원
하고, 우수한 사료용 목초 산업화 생산을 확대하도록 함.

4. 주요 임무
(1) 우량종 번식 및 사육 시스템 구축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함.
 유전개량 계획을 실시하고, 젖소, 육우, 육양 및 기타 초식가축의 국가핵심육종장 건설을 적극 지원
하고, 생산성 측정 관련 시설설비를 적절히 배치하고, 생산성 측정사업을 규범적으로 추진하며,
육종기업의 자체 측정 수준을 제고하도록 촉구하고, 국산 우수 종축의 수량 및 품질을 제고하도록 함.
- 가축 유전평가센터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유전평가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도록 함.
 주요 초식가축 육종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함.
- 젖소 : 전장 유전체(게놈) 선택 및 우수한 배아 도입 및 보급을 확대하고, 전국 젖소 육종 빅데이터
플랫폼 및 유전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육종 감독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함.
- 육우 : 군체 규모가 크고 육종 기초가 뛰어난 기존의 교잡군체를 선정하여 교잡육종을 전개하고,
전문화된 육우 신품종을 육성하며 육성 품종 및 도입 품종의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함.
- 육양 : 지역 특수품종의 선별육성을 실시하고, 육용 생산성 및 개체군의 종자 공급능력을 제고
하도록 하며, 번식력이 뛰어나고, 생장발육이 빠른 전문육양 신품종을 육성하도록 함.
 연합육종을 추진하도록 함.
- 기업,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함께 연합한 다양한 초식 가축 연합육종 조직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지역별 연합육종센터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유전물질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도록 함.
(2) 표준화/규모화 사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함.
 육우/육양의 표준화/규모화 사육 프로젝트 실시 범위를 확대하고, 적절한 규모를 갖춘 사육장의 개
조를 지원하며, 소/양이 적절한 규모화 사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적절한 규모를 갖춘 젖소 표준화 사육장에 대한 개조를 확대하고, 지능화/정보화 관리를 적극 보급
하며, 목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
 분뇨의 수집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연구 및 시설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대규모 사육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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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 및 이용 관련 기초시설 보급률을 제고하도록 하며, 기업이 분뇨 및 오수 종합처리 및 이용
기술을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차별화된 생태 프로젝트 처리 모델을 발전시키도록 함.
 도축의 집중화, 브랜드 경영, 콜드체인유통, 신선한 상태로의 시장 출하 등을 주력점으로 삼아, 소/
양의 표준화 도축을 추진하고 관련 육류상품의 제품구조를 개선하며 육류제품의 분류 및 등급화를
실시하고 냉장육과 분할육의 시장 비중을 확대하도록 함.
 기업의 인수합병 및 자체적 사육장 건설을 장려,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사슬을 연장하고, 합작사,
대규모 농가, 소형 가족목장 등의 경영주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하며, “선도기업+합작사” 및
“선도기업+소형 가족목장”의 경영모델을 추진하도록 함.
 농/목민에게 대출담보를 제공하고, 사육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며,
기업과 농가의 이익연계 메커니즘을 개선하도록 함.
(3) 사료용 목초 생산을 위한 기초를 충실히 하도록 함
 목초의 보호, 재배, 확산, 보급 전반에 걸친 일체화 발전을 추진하도록 함.
 야생 목초 유전물질 자원의 수집 및 보존을 강화하고, 적응력이 강한 우량 목초 신품종을 재배하고,
목초 신품종의 지역별 실험을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목초 신품종의 평가 테스트 시스템을 개선
하도록 함.
 목초 종자의 번식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목초 우량종 보급률 및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도록 함.
 사료용 목초의 재배를 확대하고, 청사료용 옥수수, 거여목, 귀리, 호밀품, 단수수 등 우수한 품질의
사료용 목초 재배를 지원하고, 농업용 휴양지에서의 사료용 목초 재배 및 윤작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역별 특성 및 생산규모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료용 목초 생산 가공 기계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
하도록 함.
 천연목초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초원이 황폐화된 곳에서는 식생회복을 촉진하도록 하며,
병충해 및 쥐로 인한 피해에 관한 예측/예보 및 예방/통제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흑토탄(黑土滩)”
및 독성이 있는 초원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함.
 사료용 목초 자원의 다양화 개발을 추진하고, 찌꺼기나 깻묵 등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사료화 처리
및 이용을 확대하고, 깻묵 및 단세포단백질 등 일반적이지 않은 사료자원을 적극 개발, 이용하도록
하며, 농작물 줄기의 효율적 이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청사료화, 암모니아화 및 미생물처리 등의
처리 기술을 보급하도록 함.
 지역별로 초식목축업 관련 사회화 서비스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유형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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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서비스 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료용 목초 관련 생산/가공/배송 등 전문화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4) 품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및 전염병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품질안전과 관련하여 생산 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기술 검측 수단을 강화하고, 감독
관리 및 집법 역량을 확대하도록 함.
 집법 감독 및 표준화 생산과의 연동을 강화하고, 초식가축 관련 제품의 품질안전 확보를 근본적으
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클렌부테롤” 등 금지물질을 중점으로 삼아 감독 순찰, 투입품에 대한 감독관리, 제품 검역검측
등의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하고, “두 개의 무작위, 하나의 공개(两随机一公开)”24)의 감독관리 제
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품질안전 책임규명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소/양 사육장의 주요 수직전염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동물 전염병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며,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대규모 사육장이 생물안전조치를 개
선하도록 지원하고, 특정 병원체 부재시설(SPF･Specific Pathogen Free)을 구축하도록 함.
 강제적 폐사처분 및 무해화 처리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 상황에 맞추어 보조금 표준
을 평가, 조정하도록 함.
(5) 새로운 유형의 경영방식이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함
 새로운 휴영의 경영주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초식목축업 생산경영 서비스업 부문에서 새로운
경영방식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병들어 죽은 초식가축의 처리, 폐기물 회수 및 재이용, 지능화
물류 등에서 새로운 경영방식의 발전을 장려하도록 함.
 ‘아름다운 농촌’ 건설 및 빈곤구제 등의 프로젝트와 결합하여 초식가축 관련 제품 가공업의 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특색 있는 농촌체험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이것이 초식목축업 부문에서 새로운 경
영방식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함.
 인터넷기업들이 초식가축 사육 관련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인터넷 플러스”
프로젝트와 초식목축업 생산경영주체의 융합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제품 유통네트워크를 다양하
게 구축하여 생산-가공-판매의 연결을 강화하도록 함.
 인터넷 기술 및 사물인터넷 장비기술을 이용하여 생산경영과정 중 보다 세분화된 정보화 관리가

24) 조사대상 및 집법검사인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조사 결과를 즉각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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