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앞에서 건강전문가들은 피해야 할 음식 성분으로 ‘지방’을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지방이 많이 포
함돼 있는 육류를 한국인들이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국인 1인이 1년 간 섭취한 육류(소고기 돼
지고기 닭고기 포함)는 54kg로 같은 해 1인당 쌀 소비량(58kg)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은 2012년 이후 8년간 32%나 증가한 데 반해, 쌀소비량은 17% 감소하여, 이런 추
세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쌀과 육류 소비량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인의 육류 소비 실태

*자료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http://www.kmta.or.kr/kr/data/stats_spend.php)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2.01.27.

한국인의 연간 육류 소비량, 쌀 소비량과 맞먹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소고기 수입량은 45만 톤으로 2020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은 우리나라 전체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을 넘어섰
고(2021년 56%),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미국육류수출협회의 ‘미국 소고기 수출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일본, 한국, 중국/홍콩 
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3위가 모두 아시아 국가이다. 한국은 2021년기
준 미국에서 소고기 수출을 두 번째로 많이 한 국가로 랭크됐다.

◎ 한국, 
    전체 소고기 수입의 절반 이상이 ‘미국산’(미국 소고기 수입 세계 2위)!

[그림] 한국의 전체 소고기 수입량 (검역기준)    

*자료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2020년 2021년 소고기 수입현황(연도별 수입현항 통계 참조) 
                   (http://www.kmta.or.kr/kr/data/stats_import_beef_month.php) 
**자료 출처 : 미국육류수출협회, 미국 소고기 수출 통계 2012~2021 
                     (https://www.usmef.org/downloads/Beef-2012-to-2021.pdf) 
***부산물 포함, 통관 기준임

[그림] 육류 쌀 1인당 연간 소비량 (단위: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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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국 소고기 수출 현황***(2021년 기준, 상위 4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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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소비하는 전체 소고기 소비량 중 국내산과 수입산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농림축산부’에서 매
년 발행하는 ‘농립축산식품부 주요통계 2021’를 보면 국내산 소고기 자급도, 즉 ‘국내에서 생산되어 공급
되는 소고기의 비율’은 전체 소고기 공급량의 37%로 조사됐다.

◎ 한국 내 공급되는 소고기 비중, 수입산 63% vs 국내산 37%! 

[그림] 한국 내 전체 소고기 공급량 중 국내산과 수입산 비율 (2020년 기준)  

*자료 출처 : 미국육류수출협회 , 미국 소고기 수출 통계 2012~2021 (https://www.usmef.org/downloads/Beef-2012-to-2021.pdf)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2021, 2021.11 (https://lib.mafra.go.kr/skyblueimage/30090.pdf) 
**Note : 국내산 소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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