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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리느라에一도대체 _ 얼마나一많은 一 축산물시장이 一 있는즈 L 정확히一알지—못하는 一 상황에서 一一 어떻게 

축산물유통을一안다고…할-수一있겠는가?…이번 _ 호에서는—전국에서—운영되고—있는—축산물시장을 

정의화고，一그一운영一현황을살펴본훈그들이一담당하고一있■三전국대비또는_기해당지역_내 축산물 

윤통량을 근거로 그 역할비중을 살펴보는 등축산물시장의 현주소에 대해 일아보자. 다음호에서는 

전구 축산물시장 각각의 유통실태에 대해보다자세히 살펴보고 잔한다、

축산물시장이란?

통상적으로 축산물시장은 1963년 이후 마장동을 시작으로 도축장이 개설됨에 따라 그 

지역 주변에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판매업체가 모여들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점가에 해당된다. 상점가란, 

2,000武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 • 군 •자치구의 

싱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지자체로부터 인정시장（서울 마장동, 인천 가좌동）, 축산물도매시장 

（광주 양산동 부산 구포동 경남 주촌면） 등으로 인정받아 축산물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다만 , 축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또 다른 의미의 지육 • 부분육을 경매하는 도매시장• 공판장과는 

r 달리 유통과정상의 도매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그 차이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시장의 위치 및 종류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금년 2〜4월까지 실시한 축산물시장 전국 유통 

실태 조사결과, 서울 3곳, 부산경남 3곳, 광주전남 2곳, 인천•대전•전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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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鶴'

1곳 등 총 8개 시 도 지역의 11곳에 있다 이중 대전 오정동 축산물시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장활성화를 위한 진흥회가 운영되고 있다

I 축산물시장종류
（단위: %）

구분 시장위치 시작 년도 종사업체수 상인회명
지역 내 

牛 유통비중

전국대비 

牛 유통비중

성동구 마장동 1963 1,927 마장축산물시장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 44.0 9.8

송파구 가락동 1985 356 가락축산물직판장상인협의회 5.7 1.3

금천동독산동 1973 347 협진시장지하1 층상우회 6.0 1.3

소계 2,630 55.6 12.4

인천 서구가좌동 1963 282 인천축산물시장상인회 30.8 0.6

대전 대덕구오정동 1980 119 없음 16.3 0.4

광주 북구양산동 1976 62 한우협의회 （친목형태） 15.1 0.5

전남 장흥군 예양리 2005 22 토요시장판매장협의회 10.5 0.6

전북 정읍시 산외면 2005 46 정읍산외한우마을상가번영회 7.9 0.4

부산 북구구포동 1981 118 구포축산물도매시장상인회 23.4 1.0

김해시 주촌면 1997 144 부경축산물주촌도매시장번영회 18.4 1.5

경남 김해시 어방동 1991 103 어방축산물판매장상우회 17.2 1.4

소계 247 35.6 2.9

계（평균） 11개 3,408 35.5 18.7

* 시장 현황 및 쇠고기 유통비중 : 축산물품질평가원 전산자료 및 전국일제조사（'12.4） 결과

* 쇠고기 유통비중 조사기간 : 2012. 1 ~ 2.

* 종사업체수 : 전국 작업장현황（'11.6）, 검역검사본부

축산물시장의 쇠고기 유통비중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내역을 기초로 전국일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 및 

축산물시장의 쇠고기 유입량을 살펴보면, 그 동안 업계에서 추정해오던 유통비율과 아주 

유사함을알수 있다. 그한예로 서울시로의 쇠고기 유입량 24% 대비 마장동 가락동 독산동 

등 축산물시장을 통한 유통비율은 5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2011년도 시 도 및 축산물시장의 쇠고기 유입량 현황〉을참고하기 바란다. 爭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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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1 년도 시 도 및 축산물시장의 쇠고기 유입량 현황

* 자료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내역 및 전국일제조사('12.4) 결과, 축산물품질평가원

구분
지역 축산물시장

유입두수 (두) 유통비율 (%) 시장명 시장유입두수 (두) 유통비율 (%)

마장동 92,457 45.3

서울 204,229 24.0
독산동 13,402 6.6

가락동 5,995 2.9

(소계 111,854 54.8
인천 14, 이 9 1.6 가좌동 3,848 27.4
대전 17,576 2.1 오정동 2,149 12.2
광주 26,224 3.1 양산동 4,198 16.0
부산 35,328 4.2 구포동 1,703 4.8
전남 46,784 5.5 예양리 4,152 8.9
전북 35,623 4.2 산외면 3,299 9.3

경남 72,240 8.5

어방동

주촌면

12,559

14,063

17.4

19.5

소계 26,622 36.9
강원 40,369 4.7
경기 138,396 16.3
경북 69,415 8.2

대구 34,523 4.1

울산 18,964 2.2

저주 5,759 0.7

충남 47,835 5.6
충북 42,756 5.0
총합계 850,037 100 11 곳 157,824 18.6

10
11

［전국 쇠고기 유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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