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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농업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개발도상국의 농업은 점차 대기업의 통제 하에 놓여가고 있으며, 이

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농촌의 빈곤층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있

다.(…) 개발 도상국의 소규모 농민들이 지속가능하고 유기적인 방법

으로 식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는 전혀 마련되지 않

고 있다.(…) 가축 농업의 대규모 산업화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굶주

림 문제를 종식시키겠다는 약속은 거짓이다. 농업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거대 축산 기업들의

막강한 로비와 마케팅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

다.”

ⓒ WSPA 2007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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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세상은 더욱 나아지고 있는 것일까?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안전하게 발전하고 있

는 것일까? 최소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일까? 

세계적으로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인, 은행가, 그리고 기업가들은 의심할 바 없이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의 지배적인 전략은 로벌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로벌 시장을 향한 전략이 어쩌다 부작

용을 일으킨다 할 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산업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 이

유를 댈 것이다. 국의 수상 토니 블레어가 그랬듯이‘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없다’는 말도 덧붙일 것이다.

그러나 WSPA의 이 훌륭한 보고서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해준다. 보고서에서 연구한 많은 이슈들

은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실용적으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 생산성에만 치중한 축산의 산업화가

전세계의 가난을 가중시키고 있는가? 물론이다. 그것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폐해가 드러나

고 있다. 가장 단적인 예는 산업화된 축산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재취업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업은 아마도 가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사람

들의 삶과 혼, 사회와 환경을 파괴하기까지 한다.   

산업 축산은 우리 사회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보상도 아니다. 그것은 인류

에게 점점 더 많은 자원의 투입을 요구하면서 그만큼 인간다움을 잃게 만들며 발전해 온 산업이다. 대기

업과 대기업의 덕을 보고 있는 정부, 그리고 다수의 필요와 욕구를 위한다는 의구심이 드는 논리가 축산

의 산업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된 가축 농업은 아주 교묘하게 위장된 진실을 추종하는 사람들

에 의하여 전세계적으로 자행되는 잘못된 관행이다.  

세계는 더 나아지고 있지 않다. “현대식”동물 농장과 같은 현재의 잘못된 전략들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

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범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 우

리는 농업의 관행을 바꿔, 전통적 방식의 대안 또는 새로운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문

제의 근원과 현 상태를 야기한 경제체제, 그리고 이러한 경제체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만든 권력의

실체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식품의 생산에 대한 우리의 야망과 기존에 취해왔던 전략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런 움직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만약 우리가 조

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자 한다면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많은 문제들을 제시해 줄 것이다.

Colin Tudge

「Feeding People is Easy」(2007)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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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 농촌 인구의 지속가능성과 전통적인 식품생산체계를 위협하고 있는 산업 축산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것이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러 라틴 아메리카, 아

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세계 축산물의 주요 생산국으로 떠오를 것이고, 산업화된 축산이 미래의 축산

물 생산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된 축산을 통제할 수는 있는 규율이 거의 없는 현재 상황에

서 그 결과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가축농업의 산업화는 몇몇 국제조직, 발전기구 그리고 개별 국가 정부들에 의하여 촉진되어왔

다. 이는 점점 증가하는 농업생산을 통하여 창출된 성장의 혜택이 사회 하층부로 흘러내려가 사회 전체를

빈곤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기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산업화

된 축산이 빈곤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고 확산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산업 축산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에게도 악 향을 미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산업화된 축산은 지역농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농촌구조와 공동체를 파괴시킨다. 비

효율적인 식품 원천과 생산체계의 사용은 수입과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이들 국가의 식

량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축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과 건강 비용의 대부분은 기

술과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외국 기업이 아닌, 해당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된다.

UN의 새천년 개발목표 중에는 2015년까지 극도의 빈곤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으

로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산업 축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소수 대기업

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며, 그 대부분의 생산물은 부유한 도시 인구를 먹이는 데에 사용된다. 가난한 지

역사회에 산업 축산이 끼치는 향은 해로운 것들 밖에 없다. 

이 보고서는 많은 국제개발기구와 NGO들이 빈곤 퇴치를 위한 방법의 일부로서 산업 축산의 문제 해결

에 접근할 것을 촉구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개발도상국가들의 빈곤과 굶주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산업 축

산이 아닌, 인도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도록 조언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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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양결핍은 인류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매년 500만 이상의 아동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생산성 상실을 야기한다”

1996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가

로마에서 열렸다. 빈곤과 기아 문제가 세계적인 위기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전세계 인구 중 약 20억 명이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매일매일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며 사는 절대 빈곤층도 10억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정상들은 2015년까지 식량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숫자를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10년 후에 발표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2006년 세계

의 식품 불안정 상태(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06)」는 그

동안 빈곤층의 감소라는 목표 달성에 사실상 진전이 거의 없었다는 슬픈 사실만

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2)

FAO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세계 인구 중 8억 5천 400백만 명이 (2001-2003 추정 수치)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그 중 8억 2천만 명이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고, 2천 500
만 명은 전환 국가의 국민, 그리고 900만 명이 선진국 국민들이다. 이전에 발표된『2004
년도 세계의 식품 불안정상태(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04)』3)에서
FAO는“빈곤과 양결핍은 인류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매해 500만 이상의 아동을 죽음으
로 몰아넣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에 수억 달러에 달하는 생산성 상실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세계 은행은 세계 인구의 22%에 달하는 약 12억의 사람들이 현재 하루에 1달러 이하의 비
용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4) 전 세계에서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인
구의 50%가 사실 농업인이고, 65%는 저소득 국가의 국민들이다.5) 전 세계적으로 극도로
빈곤하며, 식품공급 불안정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며, 약
85%의 농촌 인구가 넓은 의미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6) 이것은 곧 빈곤 문제에 대한 접
근은 가난한 농촌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7)

국제 개발 공동체들은 개발도상국들의 빈곤 퇴치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 다. “가난은 역사의 뒤안길로(Make poverty history)”캠페인은 빈
곤 문제에 맞서는 로벌 캠페인으로 확산되었다. 개인적 양심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으로
향력을 넓힌 이 캠페인은 여러 방면에서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UN은 2006년 10월‘세계 빈곤 근절의 날(International day for poverty eradication)’
을 지정하기까지 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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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빈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산업
축산이 빈곤층의 삶과 생활 수준에 어떻게 악 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
람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화된 축산은 빈곤을 유발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 중
하나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유형의 빈곤 중 상당수가 농촌인구와 전통적인 식량생산체
제의 지속가능성을 공격하는 산업 축산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 그 동안 이에 대한 의문
점이 제기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이 문제가 세계화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핵심
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FAO는『세계농업 : 2015년/2030년을 향하여
(World Agriculture: Towards 2015/2030)』보고서의 첫 장“빈곤 해소와 경제발전의
농업”을 통하여 산업 축산과 빈곤의 문제는 경제발전의 역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9)

산업 축산은 경계할만한 속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현재 그 흐름은 민간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가축 농업의
산업화는 몇몇 국제조직들, 개발기관들, 그리고 국가 정부에 의해 이행되어 왔다. 이는
점점 증가하는 농업생산에 통하여 창출된 성장의 혜택이 사회 하층부로 흘러내려가 사
회 전체를 빈곤과 실업,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기인한 것
이다.10)

인류의 역사와 일반 상식은 산업 축산이 가족단위 또는 소규모의 농장 그리고 농촌공동
체 전반에 파괴적인 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한다. 실제로‘통화 침투 효과(trickle
down effect)’는 절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산업 축산
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소수 대기업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며,
그 대부분의 생산물은 부유한 도시의 인구를 먹일 뿐이다.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통화
침투 효과란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 밖에 없다. 

이것은 푸드 퍼스트(Food First)의 식량과 개발 정책 연구소가 2005년 발표한 연구 보
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즉, 세계 시장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저가의 식품들이
배고픈 사람들을 더욱 배고프게 만드는 것이다.11)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사실이다.
보고서의 저자인 커스텐 슈윈(Kirsten Schwin)은“저가의 수입식품이 굶주림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저가의 수입식품은 지역농민의 생계를 위
협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시로 이주하여 저임금의 노동착취공장에서 일해야만 하는 선
택에 직면하도록 만든다. 이들의 이주는 도시지역의 임금을 낮추고 도시에서 값싼 식품
을 살 여유조차 없는 빈곤층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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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 2015/2030년을 향하여(World agriculture : towards 2015/2030)」에서
FAO는 축산업의 가장 강력한 구조적 동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수직통합적 생산체
제의 성장이라고 주장한다.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돼지와 가금류 그리고 남아시
아의 양계생산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비록 이보다 덜하긴 하지만 유제품과 쇠고기 생
산에서도 유사한 동향이 나타난다.12) FAO는 이러한 동향이 소규모 농업생산자의 시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줄이는 대신 나타나는 결과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OECD와 FAO가 공동으로 발표한2005-2014년의 농업 전망에 의하면 이 상황은 앞으
로도 지속될 것이다. 보고서는“식품 산업에서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는 자본집약
화와 세계화로 특징지워지며, 제품 기준과 수직 통합 역할을 증대시키는 등 먹이 사슬
의 관리 체계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흐름은 예측 기간(2005-2014년) 전반에 걸쳐 계속
될 것이다.”라고 전망한다.13)

OECD와 FAO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
“FAO는 빈곤을 종식시키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주도한다.”
OECD는 세계화의 시대에 당면한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0개의
민주국가들이 협력하는 공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 축산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축산업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낸다. 
농촌 구조와 공동체를 파괴한다.
식량 원천과 생산 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직접 먹일 수 있는 낮은 비용의 곡물과 콩류를 생산하는 대신에, 단백질 생산량이
더 적은 가축의 사료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부가적인 공간, 에너지, 물, 돈을 더 사용
하게 된다)
식량의 공급을 불안정하게 한다. (산업 축산의 운 은 대체로 수입과 기술에
의존하며,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소수 대기업체의 손에 좌우된다. 또한 단일축종을
집된 장소에서 사육하는 시스템은 가축들의 질병과 사고 위험을 높인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과 보건 관련 비용은 산업 축산을 통하여 이윤을
얻는 기업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 전가된다.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일반 상식이 증명하는 사실은 산업적 축산업이
가족단위의 소규모의 농장과 농촌공동체 전반에 파괴적인 향력을
끼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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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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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축산이란 육류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집약적인 생산라인

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시스템이다. 산업 축산의 특징은 높은 사육 도,

폐된 공간, 무리하게 유도되는 성장, 고도의 기계화 그리고 적은 노동 요구량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산란계의 베터리 케이지 (Battery

cage)와 송아지 사육 상자(Veal crate)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근래에 산업화

의 역은 유전자 조작된 농장 동물을 이용하는 사육 관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

다.14)

전 세계 56억 수의 산란계(Laying hens) 중 약 4분의 3 이상이 배터리 케이지에서 사육되
고 있다.15) 배터리 케이지 하나에는 최대 9마리의 닭이 수용되며, 이 케이지들은 겹겹이 층
을 이루어 쌓아두게 된다. 케이지 내부는 너무 비좁아 사육되는 닭들은 거의 움직일
수가 없다. 한편 육류 소비를 위해 사육되는 육계(Broiler chickens)는 연간 480억 마리에
달한다. 비록 철장 안에 갇혀있지는 않지만, 육계들은 성장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어둡
고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다. 산업 농장에서 사육되는 닭들은 대부분 다리 불구로 고통을 받
으며, 불균형한 몸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심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심장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16)

전 세계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3억 마리 중 절반 이상이 산업화된 가축농장에서 사육된다.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된 암퇘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낸다. 따라서 고개
를 돌리거나, 새끼를 낳기 위한 둥지를 만들거나, 먹이를 찾거나 하는 등 타고난 자연 습성
에 따른 행동을 일절 할 수 없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암퇘지들은 인공수정을 통하
여 끊임없이 새끼만 낳으며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17)

대부분의 소들은 목초지에서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도살 전 체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삶
의 마지막 몇 주 간은 움직임을 제한하는 비좁은 사육장에 갇혀 지내며, 체중조절 때문에
인공사료만이 먹이로 주어진다. 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내다가 오물에 뒤덮인 채로 도
살장까지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8)

산업적축산 - 세계빈곤문제에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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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축산과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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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가축 중 약 3분의 2가량이 개발도상국에서 사육되고 있다.19) 개발도상

국의 농업인 대부분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곡물과 가축을 함께 관리하는 혼

합형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산업화된 가축 생산이 지배적인 와중에 개발도상국가들도 생산 시스템의 확산
과 집약화를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다.20) 그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OECD와
FAO의 2005-2014년 농업전망에 따르면“역사적인 동향과 유사하게, 개발도상국의 육류
생산이 다른 상품의 생산을 앞지를 것이고, 개발도상국들이 생산하는 돼지고기와 가금류의
증가로 인하여 세계 육류 생산량의 증가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거대 축산 기업 소유의 산업 가축농장들이 개발도상국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북미나 유럽의 부유한 기업들은 끝없는 리 추구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그들의 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갈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생산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축산 산업 모델과 관련 상품들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한다. 낮은 임금, 지대, 
투입비용 등의 요소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의 생산 비용은 현저히 낮다. 또한 관련 규제가
적거나 거의 없어 동물 복지와 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한‘순응 비용(compliance cost)’이
매우 낮다.21)

개발도상국의 농업인들은 기계화된 가축 사육을 채택함과 동시에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
질 수밖에 없다. 대규모로 사육되는 동물들을 먹이기 위한 곡물(사료), 트랙터와 같은 장비,
장비를 가동시키기 위한 연료, 비료, 특수 설비, 가공 장치들이 모두 산업적 축산 시스템 운
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각 개발도상국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것이

기 때문이다.22)

많은 개발도상국 내에서 집약적 축산 시스템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 박람회가 정규
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러한 박람회에서 선진국의 대형 축산 기업들은 자신들의 가축 생산
시스템과 관련 제품의 거래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때로는 선진국 정부가 직접 뛰어들
어 자국의 축산 시스템 홍보에 나서기도 한다.23)

선진국에서 산업화된 가축 생산이 지배적인 와중에 개발도상국가들도
생산 시스템의 확산과 집약화를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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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국가 전체의 농업과 무역 정책은 농업 생산량과 식품안전에 이로운 쪽으로
든 이롭지 않은 쪽으로든 중대한 향을 끼칠 수 있다. OECD와 FAO의 2005-
2014년 농업전망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농업과 무역 정책은 국내 및 국제 농업시
장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농업생산자들을 지원하고, 따라서 생산 기준과 산
지, 소비, 가격에 향을 미치며, 시장과 무역의 왜곡을 주도하기 때문이다.”24)

개발도상국 내에서 선진국의 산업 시스템 하에 생산된 축산물의 투매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개발도상국 지역 농민들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양산하며, 이들은 대량
으로 쏟아지는 제품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사육 방식을 포기하게
된다. 식습관의 변화와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농민들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기업을 위해 일하는 고용 생산자가 되거나, 지역주민(자국민)을 위한
식량 생산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수출에 용이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농업 자체를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내의 안정된 식량 공급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지역 내 소비를 위한
식량은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생산물 대신, 수입품과 불안정한 외국시장에 의존하게
된다.25)

이러한 동향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각 국의 정부로 하여금 소규모 농가를 보호할
조처를 취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규율을 정한 이후 한층 더 악화되었다.26)

일부 국가의 사례연구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그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폴란드
사회주의 체제 기간 동안 폴란드의 농업은 다수의 소규모 농장들이 중심이 되어 전
통적인 경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 되었다. 그러나 스미스필드(Smithfield)와 같
은 대형 외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폴란드를 EU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도살된 돼지는 1984년부터 2004년 사이 65%가 증가했다.27)

새롭게 등장한 산업화된 가축 농장들은 폴란드의 대지, 공기, 하수를 오염시키고, 소
규모 개인 농장들을 몰아냄으로써 농촌의 모습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도
인도 육계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현재 인도 내 닭고기 생산량의 60% 이상이
산업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도살 건수는 1974년 9천 500만에서 2005년 2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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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금육 생산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켰
다.  

육계 생산량의 증가는 중산층의 빠른 성장세에 따른 것일 뿐,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
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 업계 자료에 의하면 가금류 소비의 75%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산업적 시스템으로인한 축산물 생산의 증가가 농
촌의 빈곤층에게는 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28)

브라질
브라질은 소규모 농가를 희생시키고, 산업 생산 시스템을 급격하게 증가시킨 대표적
인 예이다. 현재 브라질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가금 생산국
이다. 현재 대부분의 축산업이 대기업에 의해 운 되고 있다.   

1998년 산타카타리나 주에서만 20,000 가구가 농촌을 떠났다. 대기업과 경쟁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농장들은 돼지와 가금류의 생산을 접어야만 했다.29)

태국
태국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산업을 황폐화시키기 전까지 수출지향적인 산업화 정책
을 고수하여 세계에서 4번째로 거대한 가금육 생산국으로 발달했다. 축산업은 고도
로 집중화, 수직통합화되었고, 소규모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려났다.

그러나 인도와 브라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축산업이 태국 내에 널리 퍼져
있는 빈곤 문제 해결에 이롭게 작용하지는 못했다.  

중국
중국의 육류생산수준은 지난 20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 현재 중국은 돼지고기, 쇠고
기, 달걀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가금류의 생산량은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이다. 

중국의 육류 생산 방식은 전통적인 소규모 농업에서 특화된 가축생산 또는 산업화
생산 시스템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농촌의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대도
시에서는 비만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John Downer/naturep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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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내식품생산과주민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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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통합

산업 축산을 옹호하는 이들은 그것이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투

자를 유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산업적 가축 농장은 비용의 최

소화와 최소한의 인력 고용을 추구한다.30)

더구나 육류가공산업으로부터 창출된 일자리는 근로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
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에 의하면, 육류와 가
금류, 어류 가공업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군으로 분류된다.31)

지역공동체는 산업적 가축농장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대
규모 축산업의 가동을 위해 필요한 건축자재, 설비, 필수품 등은 농장이 소재한 지역
외부로부터 들여온다. 결과적으로, 산업화된 가축 농장은 지역공동체의 경제에 기여
하는 바가 거의 없는 것이다. 

FAO, 세계은행, IFPRI, ILRI 등 주도적인 개발 기구들은 산업화된 가축 농업이 소규
모 개인 농가들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음을 인정한다. 가축 농업의 산업화 과
정을 이미 겪은 유럽이나 북미에서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유럽과 북미
의 소규모 농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화의 엄청난 파괴력을 직접 목격해왔다.
단순히 말하자면, 거대 기업은 소규모의 개인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
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의 결과는 농업의“수직적 통합”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사료생산자, 다른 생
산요소공급업자, 종축업자, 사육자, 그리고 육류가공업자, 포장업 종사자들 모두, 즉
육류 생산의“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전 과정이 거대 기업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OCM(Organisation for Competitive Market)의 고문인 마이클 스터모(Michael
Stumo)는“산업이 수직적으로 통합되면, 농장산업이 통제되며, 소규모 자 농민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말했다.32)

ⓒ W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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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인 통합 시스템 하에서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대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가축
을 생산한다. 산업화된 축산 시스템과 경쟁할 능력이 없는 일부 자 농민들은 그
자신이 대기업에 계약된 가축 사육자가 된다. 개인 축산업자들은 지금과 같이 고도
의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산업계에 편입되기 위하여 건물, 설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고, 이러한 자금 충당을 위하여 대부분 기업으로
부터 돈을 빌린다. 이와 같은 구조는 개인 축산업자들을 기업에 종속시킨다. 

소규모 축산업자들이 기업의 자본 투입과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시장에 의존함에
따라 기업은 이들을 손쉽게 착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기업 계약 농민들이 결국에는 최저 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가
게 된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업 계약 농민들은 대개 기업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
한 지침을 전달받는다. 그러나 생산 과정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다. 해당 산업이 쇠
퇴기에 접어들면, 기업과의 계약이 말소되는 것으로 끝이다. 

산업화된 축산 시스템과 경쟁할 능력이 없는 일부 소규모 축산인들은 그 자신이
대기업에 계약된 가축 사육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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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축산의 역 밖에서 가축 사료의 원료인 옥수수나 콩을 재배하는 농민들 또한
거대 기업의 향을 받는다. 거대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여 곡물의 가격을 좌
우할 수 있다. 기업은 공급량을 통제할 수 있고, 이것은 시장에서 소규모 생산자들
의 생존 여부를 좌우한다. 개발도상국 내에서 집약적 방식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투
매가 이루어질 경우 이것은 해당국가 내 농민들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한다. 

지역농민들이 수출을 위한 환금작물 생산을 선택할 경우, 수출 작물이 지역 내 소비
를 위하여 생산되어야 할 농축산물을 대체하게 되므로, 해당 지역 내에서의 안정된
식품 공급에도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출품은 불안정한 해외시장과 국가 간의
경쟁, 그리고 가격변동에 의존한다. 그리고 지역 내로 유입되는 상품은 인상된 가격
으로 들어온다. 때때로 수입품들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수입품
들은 가격과 환율의 변동, 예측할 수 없는 공급변화에도 취약하다.33)

산업 축산과 값싼 수입산 식품들에 의하여 생계를 위협받는 지역농민들은 농촌의
실업과 빈곤 문제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며, 결국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의 이주를 선택한다. 

그 결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유입되는 미숙련 노동자(비록 농업에 있어서는 숙련
된 인력이라 할지라도)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은 결국 도시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값싼 식품 조차도 조달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수가 늘어난다. 또한 도시의 인구 과 , 사회 공공 서비스 질의 저하,
실업률과 노숙자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와 반대로,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며, 농촌 사회의 구조와 모습은 변화된다.
산업 축산이 농촌을 잠식하게 될수록, 사회 과학자들이“경제적 계층화”(economic
stratification)라고 명명한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은 더욱 두드러
진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은 결국 도시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고 값싼 식품 조차도 조
달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수를 증가시킨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은 결국 도시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고 값싼 식품 조차도
조달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수를 증가시킨다

농촌에서도시로의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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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축산의숨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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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축산은 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와 같이 기존의 빈곤과 환경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더욱 큰 피해를 입히는 기술을 유입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과 인류의 건강, 그리고 동물에게 해악을 미치고,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며, 저소득 국가들에게 산업 축산의 폐해로 발생하

는 모든 비용을 전가시킨다. 

이와 같은 간접손실비용은‘외면적’인 성격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이윤
획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활동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FAO를 비롯한 여러 국제 기구들은 이러한‘외면적’성격의 비용을‘내면화’시켜
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외면적 비용의 발생은 기업의 책임이므로, 기
업이 취하는 리로부터 그 비용이 회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이 실행될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 사이 취약한 국
가들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장기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고통 받으며, 거대 기업
들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다. 

지역 사회 내에서의 자체 생산에 의존하던 농산물들이 수입산 식품과 불안정한 외
국시장에 의해 대체될 때 야기되는 식량 주권의 침해는 개발 도상국의 지역 사회 주
민들에게 또 다른 간접손실비용을 전가 시킨다. 식품의 생산이 소수의 주요 상업적
이해 당사자들의 손에 좌우되므로 식품 공급의 안정성과 경쟁력도 이로 인하여
향 받게 된다. 

또한 식품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고용시장 위축은 노동 현장을 제약하며, 시장 임금
과 작업조건에 있어 공정성을 결여 시킬 수 있다. 

2006년 LEAD는“축산업의 오랜 그림자-환경이슈와 선택 (Livestock’s Long
Shadow-Environmental Issues and Options)”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축산업
이 환경 문제에 미치는 향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 결과는 에닝 스타인펠트
(Henning Steinfeld)과 치스 드 한(Cees de Haan)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 국제
적으로 손꼽히는 연구자들을 통해 평가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축산업이 환경문제에 미치는 향은 막대하며, 국내적, 세계적인 규모를
통틀어 환경 문제에 가장 심각한 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축 관리는 경작지의 퇴화와 기후변화, 공기오염, 물
부족, 수질 오염, 그리고 생물 다양성 상실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되어
야 한다.34)

ⓒ W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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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농작물의 절반 이상이 농장 동물의 사료로 소비된

다. 반면전세계적으로 8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굶주림 속에 살

아가고 있다.35) 산업 축산은 특히 전세계 식품 안전에 부정적인 향을

끼친다. 

인간이 먹는 농작물을 재배하기가 쉽지 않은 방목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가축에
게 잔여농작물 혹은 기타 폐기물을 위주로 먹이는 방식 이외의 가축 농업은 실질적
으로 더 많은 자원을 낭비한다. 왜냐하면 가축으로부터 생산되는 식량보다 가축을
키우는 과정 중에 더 많은 에너지와 단백질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식품 자원이 부족
한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식량 조차 조달할 여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는 비효율적이며 상대적으로 비싼 먹거리이다.36)

평균적으로 1파운드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10파운드의 곡물 또는 콩이 소비된
다. 쌀을 재배하는데 토지를 이용한다면,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계란을 생산하는 것
보다 19배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된다. 

가까운 장래에는 물부족 문제가 식량생산에 향을 미치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37) 최소한도의 보건과 소득 수준에 맞아떨어지는 안전한 식
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수가 전세계적으로 10억에 달하며, 많은 환경
보호론자들이 물공급의 위기가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다.38) 축산물의 생산은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며 여기에는 가축사료의 생산에 들어가는 물도 포함된다. 이와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의 생산에 이용되는 물의 양은 훨씬 적다. 

많은 소비자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성 식품생산에 우리가 보유한
식량자원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공정한 처사이다.39)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2020년까지 선진국들의 육류소비를 50% 줄일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양결핍으로 고생하는 360만 명의 어린이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
으로 추정한다.40) 개발도상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가축 생산을 증대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보다 효율적이고 인도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체 단
백질 공급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더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 대다
수 개발도상국의 전통적인 식단은 육류 중심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환
경을 파괴하고, 건강에 해로운 쪽으로 식습관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
이다. 빈곤과 기아는 전세계적인 문제로 간주되어야 하며, 미래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이 꾸준히 탐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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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에 알맞고 수확이 좋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며, 이러한
농작물을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세계 기아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

축산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양하다. 무역을 지지하는 공급자들은 축산물
의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식량 전환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식품과 관련된 질병
에서 비롯되는 보건 비용, 근로자의 의료비, 사료 수송비와 같은 특정한 요소를 생
략할 수도 있다. 다음의 분석은 독자적인 출처로부터 제공된 자료이나, 여전히 육류
생산이 비효율적인 식량 전환 과정임을 보여준다.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육되는
동물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먹는다. 따라서 축산물보다는 식용
에 알맞고 수확이 좋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며, 이러한 농작물
을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직접 공급함로써 세계 기아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  

[표1] 식량전환 (Food conversion)

수산물 1.2-1.6 1.5-2.0

가금류 1.8-2.4 2.1-3.0

돼지고기 3.2-4.0 4.0-5.5

쇠고기 7 10

종류 사료 투입량/생체중 증가량(㎏) 제품 중량/사료 투입량(㎏)

출처 : CAST41)

주의: 투입된 사료는 건사료 기준이나, 생체중과 완제품은 습성 상태이다. 따라서 실제 전환
비율은 더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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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물 사용량- 1Kg 생산에 필요한 물의 양

감자 500 쌀 1,910

900 대두 2,000

콩류(Alfalfa) 900 닭고기 3,500

사탕수수 1,100 쇠고기 100,000

옥수수 1,400

출처 : BioScience43)

[표2] 토지 효율성 - 1에이커(=4046.8㎡)당 가용 단백질 생산량

출처 : 미국 농무부 (USDA)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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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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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은 급속히 세계화 되어가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점점 국제화,

수직 통합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생산의 중심들은 세계 도처로 옮겨가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여 살아있는 가축의 수입과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슈퍼마켓과 같은 대형 유통 체인망의 권력도 급부상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부상

FAO가 정의한 축산업의 세계화가 갖는 특성은 농업, 식품가공, 그리고 마케팅에 대
한 외국인 개인 투자 비중 확대와 무역장벽의 감소로 인한 국가 간 식품 교류 증가,
이상 두 가지로 요약된다.44)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축산물의 생산을 수출기회로 판단하여 축산업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 그러나 앞서 검토했듯이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지역 사회
내의 지속 가능한 형태의 식량 생산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며, 소규모 자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이들을 대기업에 종속된 계약 농민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흐름은 건강에 악 향을 미치는 서구식 패스트푸드를 보급시키는 등 전통적
인 식량 생산 및 소비 패턴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또한 국가간 경쟁력의 변화 앞에
한 국가의 식품 산업을 취약화시킨다. 다국적 기업이 계속해서 보다 많은 이윤을 남
길 수 있는 다른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기면서 기업은 한 국가의‘계약 농민’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이로 인하여 해당 국가의 식량 생산 체계를 황폐화시키기까지 하
는 것이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의사결정 권한은 점점 소수의 사람들과 기업들 그리고 조직에
집중되고,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귀결된다: 

전통적 식량생산의 꾸준한 감소와 그 결과 야기되는 문제점(위 내용을 참조할 것).

생산과 마케팅 지배력의 집중화
기업의 향력 확대, 그리고 기업운 에 대한 보다 큰 통제권과 투명성의 요구
일부 생산 방식의 지속 가능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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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세계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탐욕까지 충
족시킬 수는 없다 (The world has enough to meet everyone's need, but not
everyone's greed).”부유한 지역과 사회계급은 남아도는 잔여 축산물의 처리로
고심하는 데에 반해 세계인구의 5분의 1은 여전히 양결핍상태에 있다. 

산업 축산의 지지자들은 빈곤층을 먹이기 위하여 더 많은 가축을 생산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고, 시장 접근성이 제
한된 개발 도상국 농촌의 빈곤층들이 산업 축산의 생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
지 않다. 

축산물 대부분은 수출되거나 도시의 부유층에게 돌아갈 뿐이다.45)

필요에의한것인가아니면
욕심에지나지않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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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풍요로움과 육류 소비량의 증가 사이에는 역사적인 연관성이 있다. 선진
국에서는 건강에 유익한 수준을 넘어 더 많은 육류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비만을 포함하여 기타 총체적인 건강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만약 개발도상국의 경제
가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패턴이 그대로 답습된다면, 이전의 환경을 파괴하는 시스
템은 거대한 압력 하에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육류소비를 줄
이고, 식량 정책과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이에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세계의 식량
공급은 지속가능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육류 소비를 지속
하게 될지라도, 그 양을 줄인다면, 인도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시스템 하에서 생산된,
보다 좋은 품질의 육류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지역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식량의 생산은 자본과 토지, 그리고 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보다 생산 조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가축을
먹이기 위한 사료 원료를 재배하거나 이윤이 많이 남는 수출 작물을 생산한다. 사회
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식품안전을 제약하는 요인들은 두루 발견된다.46)

Colin Tudge는 저서『So Shall We Reap』47)을 통하여 산업화를 장려하는 농업정
책들이 인간의 욕구 충족, 식품 안전의 보장, 건강하고 양가 높은 식품의 공급, 농
촌경제의 지원,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과는 거의 무관함을 주장하 다. 모든 것은
기업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을 뿐이다. 즉, 산업 축산은 인간 사회의 먹이사슬 각 단
계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윤의 최대화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이득
을 보는 집단은 소수 부유층(대개는 부유한 국가의)에 한정된다. 

전세계 빈곤층의 약 75%는 농촌에 거주한다. 따라서 세계 빈곤의 문제는 가난한 농
촌 인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이들 중 대다수는 농축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 관련 활동에 그들의 수입을 의존한다. 그러나 삶의 기
본적 욕구 충족에 충분한 수입은 얻지 못하고 있다.

생산

전세계 빈곤층의 약 75%는 농촌에 거주한다. 따라서 세계 빈곤의 문제는
가난한 농촌 인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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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GE)이 세계 기아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과장된 주장들

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으며, 일

부 정부 인사와 의회 내 아프리카 원조 지지자, 미국무역대표들뿐만 아니

라 부시 미국 대통령도 유전공학의 열성적인 추종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48)

그러나 유전공학이 기아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최첨
단 유전공학 지지자들은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을 꿈꾸고 있을 뿐이다. 식량공급 문
제와 기아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즉, 굶주리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힘이 없어서 혹은 그 양쪽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굶주린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비추어볼 때 굶주
림으로 고통받는 지역 내에 첨단 기술 보급 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 소비자협회 대변인의 말을 빌리자면“세계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명공

학의 약속은 단지 기술적 방법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희망만을 부추길 뿐”이다.49)

유전자변형식품(GM)에 대한 대중적인 거부감은 비단 선진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
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에 대한 저항은 만만치 않다. FAO 주재 국제회의에서 아프
리카 18개국의 대표들은 가난하고, 기아에 시달리는 자국의 실상을 이용하여 안전하
지도 않고, 환경 친화적이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는 기술 도
입을 강요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움직임에 대하여 강력한 반감을 표명했다.50)

생명공학에 의한 것보다 훨씬 설득력있고 위험이 덜한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세계 곡물 수확량을 보장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먹이 사슬상에서
보다 싼 값에 식비를 해결해야만 하는 인구의 굶주림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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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의구심은 안전, 오염,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인간건강의
위험 등 폭넓은 역에 걸쳐 제기된다.51) 1990년대에 터미네이터 유전자(Terminator
Gene : 다음세대의 종자를 번식불능으로 만들도록 개종된 유전자)의 발명은 유전공학
기술이 악용되어 대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주고, 개발도상국에 해가 될 수도 있음을 보
여준다. 이 유전자를 보유한 종자는 이식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하는 농업인들로 하여
금 매년 새로운 씨앗을 구입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유전자를 개발하는 거대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주고, 가난한 소규모 농가들을 계속해서 대기업에 의존적인 상
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한다.   

식품 공급에 대한 통제권이 소수의 권력층에 집중됨에 따라, 유전공학도 사회적 권력
집단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미주리 대학의 농촌 사회학자인 빌 헤퍼만(Bill Hefferma)에
의하면 유전자의 생산에서부터 슈퍼마켓 진열대에 오르기까지, 식품 생산 시스템은 완
전히 통합된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52) 미국의 두 거대기업 몬산토(Monsanto)와 카길
(Cargill)의 경우 축산물 브랜드뿐만 아니라 종자, 비료, 살초제, 농장 자금 조달, 곡물
수거 및 가공, 그리고 사료 가공, 가축 사육, 도축 등 모든 생산 과정을 자신들이 통제하
는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에서 발달한 이러한 시스템은 세계화라는 명목 하에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53)

생명공학에 의한 것보다 훨씬 설득력있고 위험이 덜한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세계 곡물 수확량을 보장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먹이 사슬상에서 보다 싼 값에
식비를 해결해야만 하는 인구의 굶주림을 덜 수 있다.54)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세계농업에 향력을 행사하는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55)

UN 세계식량 이사회(World Food Council)는 현재 가축을 먹이는 데에 들어가는 곡물
량 의 10~15%만으로도 세계 인구를 위한 식량 공급에 충분한 양이 될 것으로 추산한
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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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세계식량이사회(World Food Council)는 현재 가축을 먹이는 데에 들어가
는 곡물량의 10~15%를 인간을 위한 식량으로 전환할 경우 세계 인구를 먹이기
에 충분한 양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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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축산은 상업적 이윤 추구를 위하여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에게 향을 미치는 산업 축산

의 반작용이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국제개발공동체들은 세계 빈곤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산업 축산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국제기구들은 현재의 정책 환경을 바꾸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며, 주도적으
로 임해야 하며, 거대 축산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서 비롯되는 해
악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정책 시스템을 통하여 산업 축산이 미치는 해로운 향에 대한 교육
과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 축산을 도입하거나 확대시키려 하는 국가들
의 정부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산업 축산은 억제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나 경제
적으로나 이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는 안된다. 

각 국 정부의 개발 기구나 전세계의 비정부기구들 또한 산업화된 축산에 기인하는
빈곤문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축산 정책환경의 개선,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과
대중을 교육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그들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산업 축산은 동물복지에도 좋지 않으며,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에게도 좋은 향을 끼
치지 못한다. 산업 축산으로부터 비롯되는 빈곤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세계 빈곤
문제를 겨냥한 UN의 새천년 개발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동물보호협회(WSPA)는 미래의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은 반드시 인도적이고 환
경친화적인 농업, 그리고 지역 소비를 위한 지역 내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을
대상으로 해야 함을, 그로써 건강한 식습관을 달성하고 유지해야 함을 주장한다.

정책입안자들은 그들 자신의 책임감을 외면하고 기업의 비전에만 힘을 실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비전은 공익에 있지 않다. 기업의 활동은 권력과 재
정적 성공, 즉, 다수를 위한 보상인 아닌 개인적 보상을 위한 것이다. 

국제적 정책 입안자들은 산업 축산의 폐해를 완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빈곤과 기
아를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내고, 보다 윤리적이며 평등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일
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 W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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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가별사례분석

사회주의 기간 동안 공산주의자들의 주도하에 집산주의와 산업화의 압력을 받기는 했지
만 폴란드는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을 고수하며, 많은 소작농과 농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도 파괴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기업화된 농업과 자유무역이 파괴하고
있다.

미국의 거대한 돈육기업인 스미스필드(Smithfield)57)와 같은 외국계 기업이 폴란드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거대기업들은 EU시장과 대형슈퍼마켓으로 진출하려는 발판
을 폴란드에서 마련하려고 한다. 

새로운 형태의 산업 가축 농장들은 폴란드의 토양, 공기, 물을 오염시키고, 소규모 자
농민들을 몰아내며, 농촌의 모습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농장은
그들이 생산 총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경쟁력을 잃게 된다. 많은 소규모 농가들이 외
국의 대형 기업에 종속된 계약농장화 되며, 그들의 운명을 대기업에 의존하게 된다.   

폴란드

인도의 육계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산업화된 생산방식은 인도 정부가 주도하여
“현대화된 양계 농업의 효율적 생산 방식”을 기존 양계 농가들에 보급하기 시작한
1960년대 초에 도입되었다. 현대화된 가금 생산 방식은 주요 농과대학들과 미국평화봉
사단에 의해 급속히 전파되었다. 현재 인도에서 생산되는 계육의 약 60%가 산업적 시
스템하에 생산되고 있으며, 가금류 도살은 1974년 9천 5백만 수에서 2004년 10억
7,500만 수로 급증했다.

인도

년도 1984 1994 2004연도 1984 1994 2004

14,050,000* 19,946,000* 23,231,000돼지 도살 수
(단위 :  두)

연도 1974 1984 1994 2004

95,550 166,700 550,000 1,750,000
닭 도살 수
(단위 :1천수)

출처: FAO58)

*수치는 만 단위에서 반올림됨

출처: FAO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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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금 산업의 성장이 중산층의 성장과 동반되기는 하 으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인구의 감소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가금
생산업계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인도 내에서 미국식 음식문화의 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채식문화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인도 인구의 75%가
현재 채식을 하지 않으며 약 92%의 인도인이 닭고기를 먹는다. 

반면 대기업의 가금 산업 진출에 따라 이들과의 경쟁에 린 소규모 가금 농장들이 하
나 둘 폐업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 방식의 가금 생산 농가들은 붕괴되기에 이르 다. 

인도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가금류를 생산하는 업자들은 대량 생산 방식을 감당할 수 없
으며, 투자에 필요한 대규모 현금 조달이 불가능하므로, 시장 거래 활동에 있어 큰 어려
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개인이나 중간상인이 반드시 관여하게 되어 분배
비용과 생산 과정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냉동창고와 냉장차의 부족, 수송비용의 부
담은 수요를 초과하는 양의 상품을 잠재수요가 있는 장소로 이동시킴으로써 시장을 확
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 업계에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가금소비의 75%가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것은 산업화 방식으로 생산된 축산물이 인도의 가난한
농촌까지 보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60)

브라질은 국내총생산(GDP)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 가금 수출 산업을 육성하 다. 현
재 브라질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가금생산국이며, 그 생산량은 EU 전체의 생
산량에 필적한다.61)

브라질은 농촌의 소규모 축산업자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산업화된 생산 방식의 붐을 일
으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브라질의 산업은 완전히 수직 통합화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닭 사육 비용을 보상 받았
다. 예를 들어 가족 소유의 대형 축산기업 사디아(Sadia)는 14,000 소작농들을 고용하
여 닭을 사육했고, 소작농들이 사육한 닭을 매입하여 가공 후 시장에 판매하 다.62) 그
러나 사디아(Sadia)와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가족운 농장들도 거대 외국 기업으
로 넘어감에 따라 이같은 상호협조적 시스템은 무너지고 말았다. 이들은 거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고, 대형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식품 공급망 전반을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브라질의 산타 카타리나주에서만 20,000가구가 농촌을 떠났고, 이들은 대기업
과의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돼지와 가금생산을 포기했다.63)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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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4 1994 2004

1,133,000 2,530,000 5,260,000

11,100,000 39,710,000 38,400,000

닭 도살 수
(단위 : 1천 수)

돼지 도살 수
(단위 :  두)

산업화된 양돈 또한 성장했다. 미국 기업 캐롤 푸드(Carroll Foods)는 마토 그로소 도
술(Mato Grosso do Sul)에 50,000두의 모돈을 보유한 대형 농장을 세웠고, 200여
개의 네덜란드 양돈기업들이 공해발생을 이유로 자국 내 양돈 생산 두수를 감소시키려
는 정부 계획에 따라 생산기지를 브라질로 이전해왔다.64)

브라질은 콩의 생산과 수출도 주도하게 되었다. 막대한 양의 브라질산 콩이 일본과 유
럽에 수입되어 가축의 사료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 규모의 놀라운 확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발전은 빈곤 문제 해
결에 아무런 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은 빈곤과 기아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
다. 거대 기업과 이윤 중심의 민간기업만을 성장시키는 산업 축산은 축산업의 수직적인
통합을 조장함으로써 소규모 지역 축산업자들을 시장에서 계속 소외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태국 또한 국내총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방대한 가금수
출산업을 발달시킨 사례에 포함된다. 태국은 두 가지 유형의 가금생산자, 즉 독립적인
개인 농장운 , 그리고 계약 농장운 시스템을 발달시켰다. 그러나 독립적인 농장운
자는 차츰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개인 농장 운 자는 장기적이건 임시적이건
대형 기업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산업이 집약화되고 점차 수직적으로 통합되면서 소규모 자 농민들이 시장에서 려나
는 흐름은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되어 왔다.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산업에 향을 끼치기 전까지 태국은 세계 4위의 가금 생산국이
었다.66) 또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생산 비용이 현저
히 낮음)과 브라질(태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음)의 가금 산업이 태국을 크게 압박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발달이 태국 내의 만연한 빈곤과 기아에 긍정적 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이것은 수출지향적인 산업 패턴과 산업화의 폐해가 소규모 생산자들에 미치는
향때문일 것이다.67)

태국

출처: FAO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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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4 1994 2004

3,254,588 18,917,867 47,363,985

1,265,344 3,754,074 7,181,159

233,649,150 427,161,877 630,309,615

소 및 송아지
도살 수 (단위 :  두)

닭 도살 수
(단위 : 1천 두)

돼지 도살 수
(단위 :  두)

중국의 육류생산은 지난 20년 동안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중국은 돼지고기와 소고
기의 최대 생산국이며,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의 가금육 생산국이다.69) 또한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달걀 생산국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곡물소비는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소비
자들은 육류제품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중국 도시의 비만인구도
증가추세에 있다. 국내 시장 공급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축산물의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
해 애쓰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생산의 중심은 소규모 가족 농장에서 개별농가의 특화된
가축 생산업자와 산업화된 거대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소규모 돼지고기 생산자(전통
적인 방식으로 뜰에서 몇 마리씩 돼지를 길러 내다 팔던 생산자)의 비율은 1980년대에
95% 다. 그러나 불과 1년 뒤인 1996년에 그 비율은 81%로 급감했다. 돼지고기의 도
시소비 비율은 농촌소비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 사실은 돼지고기의 생산이 주로
부유한 도시 소비자들의 수요와 수출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가금산업 또한 산업화 되어가고 있으며, 외국투자는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서 급속히 증가해 왔다. 거대기업
들의 중국 현지 작업장들은 주로 대도시나 동부해안의 항구에 위치해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발생한 조류독감은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70)

중국정부는 변함없이 산업화된 농업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적 생산 방식의
도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

년도 1984 1994 2004연도 1984 1994 2004

272,000 679,798 698,544
닭 도살 수
(단위 : 1천수)

출처: FAO68)

출처: FAO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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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통계
축산물 품목별 생산 현황과 전망

백만 톤

1967
1969

1987
1989

1997
1999

2015 2030

전세계

총 육류

92 166 218 300 376

증가율(단위 : %)

1969
~

1999

1989
~

1999

2015
~

2030

1995/97
~

1999

2.9 2.7 1.9 1.5

중국 제외 시 84 142 162 218 277 2.1 1.3 1.8 1.6

개발도상국 28 66 116 181 247 5.2 5.9 2.7 2.1

중국 제외 시 21 41 60 98 147 3.8 3.9 3.0 2.7

중국과 브라질 제외 시 18 34 47 79 123 3.5 3.3 3.1 2.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 4 5 9 16 2.3 2.2 3.3 3.5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연안국 10 19 28 43 58 3.5 4.5 2.6 2.1

브라질 제외 시 7 11 15 24 33 2.5 3.1 2.7 2.3

동/북아프리카 2 5 7 13 19 4.4 3.8 3.5 2.9

남아시아 3 5 7 13 23 3.7 2.8 3.6 3.9

동아시아 10 33 69 103 131 7.1 7.6 2.4 1.6

중국 제외 시 3 8 13 21 32 5.1 4.1 3.0 2.8

산업국 46 71 85 99 107 1.9 1.8 0.9 0.5

전환국 17 29 17 20 22 0.0 -6.4 0.8 0.8

쇠고기

전세계 38.0 53.7 58.7 74.0 88.4 1.4 0.8 1.4 1.2

개발도상국 11.8 19.3 28.0 41.2 55.0 3.0 3.8 2.3 2.0

중국 제외 시 11.7 18.4 23.2 33.5 44.1 2.5 2.2 2.2 1.8

중국과 브라질 제외 시 10.0 14.4 17.3 25.2 34.1 2.0 1.5 2.3 2.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6 2.2 2.6 4.3 6.7 1.5 1.7 3.0 3.0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연안국 6.8 10.4 13.1 18.2 22.5 2.5 2.1 1.9 1.4

브라질 제외 시 5.1 6.5 7.2 9.9 12.5 1.4 0.4 1.9 1.6

동/북아프리카 0.7 1.3 1.8 2.8 4.1 3.2 3.4 2.4 2.6

남아시아 1.7 3.1 4.0 5.7 7.4 3.1 2.3 2.1 1.7

동아시아 1.0 2.3 6.4 10.1 14.4 6.4 11.5 2.7 2.4

중국 제외시 0.8 1.4 1.6 2.5 3.5 2.1 2.3 2.6 2.2

산업국 19.1 23.8 25.0 26.6 26.5 0.6 0.6 0.4 0.0

전환국 7.0 10.6 5.7 6.3 6.9 -0.3 -7.5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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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품목별 생산 현황과 전망

백만 톤

1967
1969

1987
1989

1997
1999

2015 2030

양고기

총 육류

증가율(단위 : %)

1969
~

1999

1989
~

1999

2015
~

2030

1995/97
~

1999

개발도상국 3.0 5.0 7.4 11.2 5.4 3.4 3.7 2.5 2.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0.6 0.9 1.3 2.2 3.4 2.8 3.5 3.1 3.0

동/북아프리카 0.9 1.5 1.8 2.6 3.5 2.3 1.9 2.2 2.0

남아시아 0.6 1.1 1.3 2.1 3.1 3.5 1.4 2.6 2.6

동아시아 0.4 1.1 2.5 3.8 4.8 7.0 8.1 2.6 1.5

산업국 2.4 2.8 2.7 3.1 3.5 0.6 -0.8 0.9 0.8

전환국 1.3 1.3 0.8 0.9 1.1 -1.0 -6.4 1.3 1.1

전세계 6.6 9.1 10.8 5.3 20.1 1.9 1.4 2.1 1.8

돼지고기

중국 제외 시 28.1 46.2 48.1 57.9 66.2 1.7 0.4 1.1 0.9

개발도상국 9.7 28.0 49.3 69.5 82.8 6.1 5.7 2.0 1.2

중국 제외 시 3.8 7.9 10.9 17.2 24.5 3.7 3.4 2.7 2.4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연안국 1.8 3.0 3.9 6.0 7.8 2.1 3.9 2.5 1.8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연안국 1.0 4.7 10.5 18.2 27.3 7.8 9.0 3.3 2.7

브라질 제외 시 0.7 2.7 5.4 10.2 16.0 6.7 8.4 3.8 3.0

브라질 제외 시 1.1 1.9 2.3 3.4 4.4 1.7 2.8 2.3 1.8

동아시아 7.6 24.2 44.3 61.6 71.9 6.8 6.0 2.0 1.0

중국 제외 시 1.6 4.0 5.9 9.3 13.6 5.1 3.3 2.8 2.5

산업국 16.6 26.0 29.3 32.3 33.1 1.8 1.4 0.6 0.2

전환국 7.7 12.3 7.9 8.4 8.6 -0.1 -5.3 0.4 0.1

전세계 34.1 66.3 86.5 110.2 124.5 3.2 2.7 1.4 0.8

가금류

중국 제외 시 12.1 34.6 51.2 81.4 117.5 4.8 4.1 2.8 2.5

개발도상국 3.3 13.2 31.3 59.1 93.5 7.9 9.4 3.8 3.1

중국 제외 시 2.5 10.6 20.7 39.9 67.7 7.4 7.2 4.0 3.6

중국과 브라질 제외 시 2.2 8.6 15.6 31.9 56.4 6.9 6.4 4.3 3.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0.3 0.7 0.9 1.9 4.1 3.8 2.6 4.3 5.1

전세계 12.9 37.2 61.8 100.6 143.3 5.2 5.4 2.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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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품목별 생산 현황과 전망

백만 톤

1967
1969

1987
1989

1997
1999

2015 2030
총 육류

증가율(단위 : %)

1969
~

1999

1989
~

1999

2015
~

2030

1995/97
~

1999

남아시아 0.2 0.5 1.1 3.9 10.6 7.7 7.2 7.9 6.9

동아시아 1.5 5.3 15.5 27.9 39.9 8.5 11.7 3.5 2.4

중국 제외 시 0.7 2.6 4.9 8.7 14.1 7.3 6.1 3.4 3.2

산업국 8.1 18.8 27.7 37.5 44.1 4.0 3.9 1.8 1.1

전환국 1.5 5.2 2.9 4.1 5.7 1.6 -6.7 2.0 2.3

동/북 아프리카 0.4 2.1 3.2 7.1 11.6 7.7 5.2 4.7 3.3

우유 및 유제품

개발도상국 78 149 219 346 484 3.6 4.1 2.7 2.3

중국과 브라질 제외 시 69 128 189 301 425 3.5 4.1 2.8 2.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 13 16 26 39 2.7 1.9 3.0 2.8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연안국 24 40 57 81 105 2.6 3.9 2.1 1.8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연안국 1.2 3.6 4.6 7.3 10.4 4.5 2.5 2.8 2.3

동/북 아프리카 0.4 1.5 2.2 3.6 5.3 6.0 4.1 3.0 2.6

브라질 제외 시 17 26 36 52 69 2.2 4.0 2.1 1.9

동/북 아프리카 14 21 28 41 56 2.3 3.1 2.2 2.1

남아시아 30 65 104 174 250 4.5 4.9 3.1 2.4

동아시아 3 10 15 25 34 6.9 4.5 2.9 2.2

중국 제외 시 1 4 5 8 12 7.3 3.2 3.0 2.4

전세계 387 528 562 715 874 1.3 0.6 1.4 1.3

산업국 199 236 246 269 286 0.7 0.5 0.5 0.4

달걀
전세계 18.7 35.6 51.7 70.4 89.9 3.4 4.2 1.8 1.6

개발도상국 4.9 16.2 33.7 50.7 69.0 7.0 8.0 2.4 2.1

중국 제외 시 3.2 9.5 13.5 24.6 37.8 5.0 3.4 3.6 2.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0.3 0.7 0.9 1.8 3.4 3.7 2.6 4.0 4.1

동아시아 2.6 9.1 23.8 32.1 40.0 8.3 10.7 1.8 1.5

남아시아 0.3 1.4 2.2 5.7 9.9 6.3 4.7 5.8 3.7

전환국 110 144 97 100 104 -0.3 -4.6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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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품목별 생산 현황과 전망

백만 톤

1967
1969

1987
1989

1997
1999

2015 2030
총 육류

증가율(단위 : %)

1969
~

1999

1989
~

1999

2015
~

2030

1995/97
~

1999

산업국 10.7 12.8 13.7 14.8 15.5 0.6 0.9 0.5 0.3

전환국 3.1 6.5 4.3 5.0 5.5 0.7 -4.7 0.8 0.7

중국 제외 시 0.9 2.4 3.6 6.0 8.8 5.0 3.5 3.0 2.6

출처 : FAO72)

2004년 도살된 가축 수(단위 : 두)

유럽연합(25개국) 242,241,280 5,895,361 30,065,503

호주 5,591,200 423,742 8,778,700

브라질 38,400,000 5,260,000 36,500,000

캐나다 23,000,000 - -

중국 630,309,615 7,181,159 47,363,985

덴마크 22,902,300 - -

인도 14,200,000 1,750,000 14,400,000

멕시코 13,867,200 1,277,030 7,479,840

네덜란드 14,341,000 - -

태국 10,415,997 698,544 1,022,140

미국 103,573,400 8,895,748 33,759,700

국가 돼지 닭 소 및 물소 고기

출처 : FAO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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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990-2000년 사이 증가율(%)

아시아

북미와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세계

223.2

129.2

127.1

121.1

108.6

85.4

144.7

출처 : FAO76)

출처 : FAO75)

FAO는 가축과 축산물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농업생산품들의 전세계적인 생산량을
조사하 다.74) FAO의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달걀 생산은 1990년에 3,760만 톤에서
2000년에 5,430만으로 45% 이상 늘어났다. 생산량 증가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 내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1990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달걀 생산량은
거의 같았다. 그러나 2000년 선진국 내의 달걀 생산은 전세계생산량 중 오직 34%만을
차지한다. 

다음의 표는 1990-2000년 사이 달걀 생산량의 증가율을 보여준다. 아시아 지역의 생
산량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 아시아 지역의 달걀 생산은 10년 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연간 달걀 생산량의 동향, 1961-2000(단위 :  톤)

선진국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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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생산 (2000년) 증가량(1990-2000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멕시코
브라질
프랑스
독일
터키
총계

22,161 +13,989
5,011 +977
2,508 +89
1,877 -764
1,782 +621
1,634 +625
1,424 +168
1,050 +164
880 -105
790 +405
38,172 +16,169

출처 : FAO77)

출처 : World Trade Atlas78)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최고의 생산국이다. 중국의 달걀생산은 가장 큰 경쟁국인 미
국의 4배가 넘는다. 

다음의 표는 달걀 생산국 상위 10개국의 생산량(단위 : 톤)을 나타낸 것이다. 1990년부
터 10년 간의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의 축산물 수입량

소 509,188 548,302 858,490

돼지 27,927 71,748 52,779

닭, 오리, 칠면조 3,645,021 6,817,535 7,009,294

연도 2002 2003 2004

유럽연합의 축산물 수출량

소 259,459 230,305 261,613

돼지 155,729 107,096 513,021

닭, 오리, 칠면조 107,744,447 90,971,358 109,847,015

연도 2002 2003 2004

(단위 : 1백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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