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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양돈산업의 다크호스, 스페인을 다녀오다

내수와 수출시장의 호재를 맞고 있는
스페인 양돈산업의 현주소와 비결

이 형 일 영양컨설턴트
프로비미(Provimi)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바닥을 쳤던 돈가가 조금씩 상승하며 안정세를 찾
아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과 몽골을 넘어 베

트남, 캄보디아에 퍼지고 있어 불안한 요즘이지만, 철저한 방역만이 살길이라는 기
조 아래 한국 양돈산업이 안정적으로 올 한 해를 지나가길 바란다.
지난 3월 초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베리코 돼지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윤식
당’이나 ‘스페인 하숙’ 등 TV 프로그램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스페인에 다녀왔다.
본 기고글은 3월 초 스페인 출장을 통해 배웠던 스페인 양돈산업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많은 관계자들이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에 이베리코보다는 현재 성장하고 있는 스페인 양돈산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그
비결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019. 5월호

249-255 해외양돈-이형일.indd 249

249

2019-04-22 오후 6:58:06

1. 성장하는 축산업
스페인은 최근 10년 이래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양돈산업이 발전하고 있
는 나라 중 하나이다. 전체 사료 생산 톤수 기준으로 보면, (표 1)과 같이 전 세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으로 국한해서 보면 유럽 사료 생산 1위였던 독일을 제치
고 1위를 차지한 이후 계속해서 전체 사료 생산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유럽 전체에서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의 강호가 사료 생산 톤수가 유지되거나 약
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스페인의 경우 내수와 수출의 호재로 계속해서 사
료 생산 톤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스페인 축산업 및
사료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표 1) 2016년 기준 전 세계 국가별 사료 생산 톤수 및 사료공장 수
<출처 : 2017 ALLTECH GLOBAL FEED SURVEY>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은 양

2016년 기준

사료공장 수

사료 생산 톤수

돈산업이다. 정부 보고에 따

중국

6,000

187.20

미국

5,970

169.69

브라질

1,554

68.93

멕시코

498

33.88

스페인

820

31.85

르면, 전체 축산업에서 양
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7.4%가 넘고, 전체 농축산업
(Agricultural Production)
에서는 13.3%가 넘는다. (그
림 1)과 같이 최근 20년 사이
에 돼지 사육두수가 8백만두

인도

909

31.36

러시아

500

29.09

독일

330

24.49

일본

115

23.99

프랑스

300

23.45
(단위 : 두)

(그림 1) 스페인 돼지 사육두수 <출처 :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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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두)

(그림 2)
연도별 스페인
돼지 도축두수
<출처 :
FAOSTAT>

이상 증가하면서 2016년에는 스페인 돼지 사육두수(2,920만두)가 독일(2,740만
두)을 추월해 유럽 내 1위를 차지하였다.
유럽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PSY(weaned piglet per sow per year) 30두가
넘는 상황에서 고기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수출에 집중하면서 모돈 사육두
수를 제한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반면, 스페인의 경우 내수와 수출 호재로 인해 계
속해서 사육두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돼지 도축두수가 최근 5
천만두가 넘었다. 스페인 인구가 4,650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구보다 많은 돼지
를 매년 도축하고 있는 셈이다.

2. 양돈산업은 내수와 수출시장의 호재
(1) 돼지고기 소비량과 수출 물량
스페인 양돈산업의 성장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돼지고기 소비량과 수출 물
량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과 같이 스페인에서 돼지고기 소비량은 인당 50kg/년이 넘는다. OECD

(그림 3) 2014~2017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출처 : agri benchmark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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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기준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 28개국 2017년 돼지고기 평균
소비량이 32kg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1.5배 많은 수준이다. 또한 같은 해 기준 한
국 돼지고기 소비량이 29.8kg/년 대비해도 약 1.7배 많은 수준이다.
전 세계로 눈을 돌려도 이스라엘(60kg/년), 미국(50kg/년) 이외에 뚜렷한 경쟁
자가 없다.
(2) 식문화와 돼지고기 소비량
이같이 스페인 돼지고기 소비량이 높은 이유는 식문화와 연관이 깊다. 일반적으
로 스페인 사람들은 하루 4번에서 5번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간중
간에 간식을 먹는다.
식사를 할 때 즐겨 먹는 음식으로 하몽이
나 초리소 같은 음식이 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하몽(스페인어 Jamon)은 스페인 전
통음식으로 소금에 절여 건조한 돼지의 다
리로 만든 햄이다. (사진 1)과 같이 마트에
서 다리채로 팔거나(사진 1의 오른쪽 위, 사
진 2와 사진 3) 조각 또는 슬라이스 내서 진
공포장해서 팔기도 한다(사진 1의 왼쪽 위
또는 오른쪽 아래, 사진 4와 사진 5).
또한 (사진 1)의 왼쪽 아래에 보이는 소
시지 초리소는 마늘이나 각종 향신료를 넣

▲ (사진 2) 돼지고기 뒷다리를 이런 형태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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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스페인 매장에서 하몽을 파는 모습

▲ (사진 3) 하몽 뒷다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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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5) 매장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돼지고기를 슬라이스 형태나 소시지 형태로 많이 판매한다.

은 돼지고기를 창자에 넣은 스페인식 소시지이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돼지고기를 즐겨 먹고, 이러한 식문화 바탕 위에 이베리코
돼지고기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스페인 재래종 돼지인 이베리코 돼지를 얼마나 사용했는가
와 어떻게 돼지를 사육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등급으로 나뉜다. 스페인 재래종 흑돼
지 이베리코 돼지를 100% 사용했는지 또는 교잡종으로 75% 또는 50% 사용했는지
에 따라 세부 등급이 나뉘며, 사육 방법으로 전통적인 데헤사(넓은 방목형 농장)에
서 방목을 하면서 도토리를 먹여 키우거나, 이보다 좁은 사육 공간에서 사료를 먹
여 키우거나 하는 방법으로 등급이 ‘베요타’, ‘세보 데 캄포’, ‘세보’ 등으로 나뉜다.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등급을 철저하게 나누기 위해 정기적으로 농장 감찰이 진

▲ (사진 6) 오른쪽 아래를 보면 DE BELLOTA 100%
IBERICO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베리코 중 가장 최고
급 등급인 ‘블랙라벨 이베리코 고기’이다. 해당 제품
은 80g에 약 15,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다.

▲ (사진 7) 스페인 애저구이.
새끼 돼지를 통째로 굽거나
토막 내어 양념에 재웠다가
구워 만든 요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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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며, 돼지가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길러지는지 추적한다. 이러한 추적 기록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등급의 고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양한 등급에 따라 일반 돼지고기 가격보다 최대 15배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이베리코 고기를 구입하게 된다.
일반 햄이 11,000원/kg 수준일 때 백색 돼지로 만든 햄의 경우 그것의 1.5배에서 2배
가치를 인정받는 반면, 이베리코 햄의 경우 10~15배 이상의 가격을 인정받기도 한다.
(3) 수출시장의 호재
수출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30년 사이 그 변화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림 4)와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1986년도 전체 수출 물량은 1만톤이 안 되었지만,
2017년 현재 2백만톤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연간 4백만톤 이상의 돈육을
생산하고 있기에 절반 가까운 물량을 수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을 제외한 나머
지 국가에 수출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베리코 브랜드에 대한 수출 효과로도 볼 수 있다. 스페인 자국 내에
서 철저하게 다져진 이베리
코 돼지고기의 브랜드가 이

(표 2) 1986년도, 2017년도 스페인 돼지고기 수출물량 비교표

제는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연도/톤수

유럽 수출물량

나머지

스페인 돈육 수출을 이끌고

1986년

2,736

3,051

있는 것이다.

2017년

1,425,283

740,752

(단위 : 톤)

(그림 4) 스페인 돼지고기 수출 추이 <출처 : INTERPO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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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프랑
스,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있다.
스페인의 경우, 관광객이 2017년
기준 8,180만명이다. 1위 국가인
프랑스(8,690만명) 다음으로 관광
객이 많은 국가이며, 최근 계속해
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은 관광명소
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식문화를 느끼고, 이를 자국으로 보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돼지고기 소비량 일부
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베리코 고기의 수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 호재로 인해 현재 스페인 돼지고기 자급률은 180%에 육박하고 있다.

◇…◇…◇…◇
이베리코의 허와 실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방문했던 스페인이지만, 이베리코를 넘
어 양돈산업 전반에 걸쳐 어떠한 배울 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첫째로 자국의 돈육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식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다
양한 부위의 돼지고기가 소비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
다. 꽤 오래전부터 삼겹살 중심의 돼지고기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
고 있지만, 아직 그 결실을 맺기에는 이른 것 같다.
요리 프로그램과 유명 요리사, SNS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을 통한 새로운 레시
피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한 다양한 돼지고기 소비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절실하다.
둘째로 이베리코와 같은 프리미엄 돼지고기 브랜드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10
여년 전에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넣은 브랜드 돈육이 많이 출시되었지만, 제대로 시장
에 살아남은 브랜드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베리코와 같이 맛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
에게 다가가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 이를 위해 특정 돼지 육종을 선발하는 노력을 지
속해야 할 것 같다.
문의사항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에게 문의바랍니다.
☎ 연락처 : 010-6551-1578

셋째로 수출이다. 한국도 한류 열풍으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다. 해당 관광객들에게 한돈
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한돈이 전 세계로 수출해 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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