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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견과류산업 동향과 전망 *

윤  선  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머리말 1) 

  견과류는 최근 많은 연구에서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계

적인 소비 증가와 함께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이다. 또한 미국 농산물1) 수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수 측면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산업이다. 미

국의 농산물 품목별 수출액 비중으로 살펴보면 상위 4개 중 3개 품목을 견과류가 차

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100억 달러에 달한다. 본고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미국 견과류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견과류(堅果類, nuts 또는 tree nuts)는 먹을 수 있는 속 알맹이를 단단하고 마른 껍질

이 감싸고 있는 과일류로써 잎이나 뿌리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흡수된 영양분이 종자 

내의 저장기관에 모여서 발달한 부분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견과류의 외피는 단

단하고 식용부위는 곡류나 두류처럼 떡잎으로 되어 있다. 종류로는 호두(walnut), 아몬드

(almond), 밤(chestnut), 마카다미아(macadamia nut), 은행(ginkgo nut), 피스타치오(pistachio nut), 잣

(pine nut), 피칸(pecan nut), 캐슈넛(cashew nut), 헤이즐넛(hazelnut, 개암) 등이며 혼동되기 

쉬운 땅콩(peanut 또는 groundnut)은 실제로 콩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이다.2)  

 * (sunny@krei.re.kr). 본고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의 “Fruit and Tree Nuts Outlook 2015”보고
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1) 가공 농산물 포함, 축산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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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견과류 종류

호두 아몬드 밤 마카다미아 은행

피스타치오 잣 피칸 캐슈넛 헤이즐넛

자료: 네이버지식백과 브리태니커 비주얼사전.

2. 미국 견과류 생산 동향

2.1. 미국 토종 견과류

  미국의 토종 견과류는 도토리(acorn)와 흑호두(black walnut), 피칸(pecan), 잣(pine nut) 

등이 있다. 떡갈나무, 참나무 등에서 자라는 도토리는 건조 후 몇 년 동안 보관이 가능

해 과거 북미 원주민의 중요한 식재료로 사용되었다. 흑호두 또한 북미 원주민이 애용

한 견과류인데 현재는 아이스크림과 사탕 등의 가공식품에 활용된다. 호두나무 잎에

는 살충제 성분이 있는데 과거 미국 축산농가에서는 해충을 쫒기 위해 농장 주위에 

호두나무를 재배하기도 하였다. 

  피칸은 미국 남동부에서 재배되어 온 토종 견과류이며 이 지역 요리에 중요한 식재

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주로 강을 따라 재배되고 다른 견과류보다 껍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역사적으로 원주민과 초기 미국 이주자들에게 중요한 작목이

었다. 잣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견과류가 아닌 소나무에서 자라는 식용 씨앗인데 

 2) 네이버지식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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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식용 씨앗들과 다르게 지방과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아 미국 남서부 사막지역에 

살던 원주민에게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되었다. 최근에는 잣에 포함된 식욕억제 성분

을 다이어트 상품에 활용하고 있다. 

2.2. 미국 견과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동향

  미국에서 생산되는 견과류는 아몬드를 중심으로 호두,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마카

다미아, 피칸 등이 있으며 재배면적과 단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산 

주요 견과류 재배면적은 10년 전보다 55% 증가(연평균 4%)한 57만 7,487ha로 나타났

다. 이 중 아몬드 재배면적의 비중은 61%(35만 2,077ha)를 차지하며 견과류 산업에서 

독보적인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뒤를 이어서 호두가 20%(11만 7,359ha), 피스타치

오가 16%(8만 9,436ha)를 차지하고 있다.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피칸 등 기타 견과류를 

합산한 비중은 전체의 0.3%(1만 8,616ha)로 미미한 수준이다. 

  품목별 재배면적 증가율은 피스타치오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9%로 가장 두드러지

며 아몬드와 호두는 연평균 3~4% 내외 면적이 늘고 있다. 

그림 2  미국 주요 견과류 재배면적 동향3)

단위: 천 ha

견과류 전체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기타(헤이즐럿+마카다미아+피칸)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ERS).

 3) 견과류의 연산 기간(marketing year)은 품목별로 다른데 헤이즐넛과 마카다미아는 7월부터 익년 6월, 아몬드는 8월부터 익년 

7월, 피스타치오와 호두는 9월부터 익년 8월, 피칸은 10월부터 익년 9월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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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 주요 견과류 생산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견과류 전체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기타(헤이즐럿+마카다미아+피칸)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ERS).

  연도별 견과류 생산량은 기상여건에 따른 단수 변동으로 증감하지만 재배면적 증가

와 함께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산 주요 견과류 생산량(탈각 기준4))은 10

년 전보다 76% 증가(연평균 6%)한 약 140만 톤5)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몬드 생산량 

비중은 전체 견과류의 67%(약 94만 톤)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뒤를 이어서 호두

가 18%(약 25만 톤), 피스타치오가 9%(13만 톤)를 나타내고 있다. 헤이즐넛과 마카다미

아, 피칸을 합산한 비중은 전체의 6%(9만 톤)이다. 

  품목별 생산량 증가율은 아몬드와 호두가 재배면적 증가와 함께 지난 10년간 연평

균 6%로 가장 두드러지며 피스타치오와 피칸은 4% 내외 늘고 있다. 헤이즐넛과 마카

다미아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2% 내외 감소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견과류 생산량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세계적인 생산량 증가폭이 더 커서 미

국의 생산 비중은 2000년 19%에서 2013년 15%로 다소 감소하고 있다. 

  미국 연도별 견과류 생산액 역시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추세이

다. 2014년산 주요 견과류 생산액은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연평균 10%)한 약 

100억 1,3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 중 아몬드 생산액 비중은 59%(58억 9,200만 달러)

 4) 탈각(shelled)은 탈곡된 곡물이나 씨앗의 꼬투리나 껍질 또는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을 의미하며 미탈각(in-shell)은 껍질 또는 
껍데기가 있는 상태의 상품을 나타냄. 

 5) 2,000파운드=1톤의 쇼트 톤(short ton)을 사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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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호두가 18%(18억 4,100만 달러), 피스타치오가 16%(15

억 9,3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헤이즐넛과 마카다미아, 피칸을 합산한 생산액 비

중은 전체의 7%(6억 8,6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호두의 생산액은 연평균 14%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산업규모가 약 4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호두 생산량 증가폭이 78%임을 감안할 때, 단위당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호두 이외에도 10년간 연평균 생산액 증가율은 피스타치오가 12%, 아몬드 10%, 헤

이즐넛 9%, 피칸은 5% 내외로 나타났다. 반면 마카다미아는 지난 10년간 생산액의 변

화가 거의 없었다. 

  미국의 아몬드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83%(2013년산 기준)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

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 국가로는 호주가 세계 생산량의 7%, EU 5%, 이란과 

터키, 튀니지가 각각 1%를 생산하고 있다. 

그림 4  세계 아몬드 생산량 중 미국 비중(2013년 생산량 기준)

  자료: 미국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CDFA).

2.3. 미국 견과류 농가소득 동향

  미국 견과류 재배농가의 단위면적당 소득은 생산량 증가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다. 단위면적당 소득은 품목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지난 10년간 92%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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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균 2,700달러/ha의 소득을 얻고 있다. 2014년산 피스타치오는 2,900달러/ha 수준으

로 주요 견과류 가운데 가장 고소득 작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아몬드의 

단위면적당 소득이 2,700달러/ha, 호두가 2,600달러/ha이며 연평균 농가소득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호두가 7%로 가장 크고 헤이즐넛 6%, 아몬드 4%, 피스타치오 2%, 마카

다미아 1%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미국 주요 견과류 단위면적당 농가소득 동향
단위: 달러/ha

견과류 평균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기타(헤이즐럿+마카다미아+피칸)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ERS). 

2.4 미국 견과류 재배지역과 특징

  캘리포니아는 미국 견과류의 90%, 전 세계 아몬드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적

인 견과류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산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는 전량 캘

리포니아에서 생산되고 있다. 생산규모가 작은 헤이즐넛과 피칸, 마카다미아 등이 조

지아, 오레곤 등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미국 총 견과류 생산량의 1% 내외

를 차지한다. 

  미국의 견과류는 대체로 주산지가 뚜렷한데 이 가운데 피칸은 남부의 여러 지역(조

지아, 뉴멕시코, 텍사스 등)에서 재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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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캘리포니아의 아몬드 생산액 동향
단위: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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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미국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CDFA).

표 1  미국 지역별 견과류 생산 동향(2014년 생산량 기준)
단위 : 천 톤, %

지역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피칸 마카다미아 합계 지역별 비중

캘리포니아 1,546 570 257 - 2 - 2,375 92.6

조지아 - - - - 38 - 38 1.5

하와이 - - - - - 23 23 0.9

뉴멕시코 - - - - 33 - 33 1.3

오레곤 - - - 36 - - 36 1.4

텍사스 - - - - 31 - 31 1.2

기타 지역 - - - - 28  28 1.1

합계 1,546 570 257 36 132 23 2,564 100.0

    주: 미탈각 기준.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ERS). 

2.4.1. 캘리포니아의 견과류 산업6)

  캘리포니아는 덥고 건조한 여름과 춥고 습한 겨울이 반복되는 기후적 특성과 토양 

환경 등의 농산물 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고루 갖춘 지역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인 견과류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견과류 재배 농지가 밀집되어 있는 중앙 캘

리포니아(프레즈노(Fresno), 컨(Kern), 샌 와킨(San Joaquin,) 등)에는 약 32만 ha의 면적에

서 6,500여 농가가 아몬드를 재배하고 있다. 

 6) 미국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CDFA)의 ‘California Agricultural Statistics Review 2013-2014’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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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의 아몬드 생산액은 43억 달러(2012년 기준)로 지역 내 농축산물 가운데 

우유(크림 포함)와 포도 다음으로 생산액이 큰 품목이며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아몬

드는 전 세계 9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호두와 피스타치오의 생산액은 캘리포니

아에서 각각 9위(14억 달러)와 11위(11억 달러)를 차지했다. 

 미국이 수출하는 견과류의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산이며 특히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

오는 100%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캘리포니아 내 아몬드 재배지역(county) 분포(생산량 기준)

    자료: 미국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CDFA).

  아몬드는 캘리포니아 농축산물 중에서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으로 연간 34억 달러

(2012년 기준)에 달하며 호두와 피스타치오는 4~5위로 각각 11억 달러 수준이다. 캘리

포니아산 견과류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EU(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와 중국(홍콩 포함), 인도, 캐나다와 한국도 포함된다. 

  한국은 캘리포니아 농축산물 수출 시장 중 여섯 번째로 수출액이 많은 국가로써 

2012년 기준 8,700억 달러를 수입했다. 주요 품목은 오렌지 관련 제품과 아몬드, 호두 

등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산 아몬드를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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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캘리포니아산 농축산물 품목별 수출액 비교(2012년 기준)

단위: 100만 달러

3,387

          2.085

                    1,313
                              1.112                                        1.073

                                                  688                                                            664                                                                     574                                                                               483

    주: 포도, 오렌지, 토마토 등은 가공상품 포함임.
  자료: 미국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CDFA).

그림 9  캘리포니아산 아몬드 형태별 수출량 및 비중(생산량 기준)
단위: 천 톤, %

17%

12%

71%

19%

11%

70%

21%

10%

69%

23%

11%

66%

17%

12%

71%

    자료: 미국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CDFA).

  캘리포니아산 아몬드의 형태별 수출량 및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의 70% 내외가 탈

각 아몬드이며 20%는 가공, 나머지 10% 내외가 미탈각상태로 수출되고 있다. 

  지역의 특화 산업인 아몬드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해 미국 농무부(USDA)에서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Almond Board of California)가 활동하고 있다. 이 협회

는 아몬드의 품질보증과 식품 안전을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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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주요 견과류 수출 동향
단위 : 천 톤, %

연산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피칸 합계

1999/00
199

(52.8)
41

(38.4)
22

(85.0)
5

(35.9)
9

(12.7)
278

(45.4)

2004/05(a)
323

(70.9)
63

(48.8)
35

(45.4)
10

(76.0)
14

(37.0)
445

(61.5)

2009/10
468

(73.1)
107

(60.7)
25

(31.2)
14

(80.3)
32

(53.4)
645

(65.8)

2010/11
539

(72.4)
138

(68.7)
24

(21.5)
8

(77.1)
28

(43.8)
736

(64.6)

2011/12
616

(66.9)
121

(66.5)
35

(34.8)
9

(66.8)
34

(59.5)
815

(63.5)

2012/13
581

(67.8)
134

(67.0)
38

(30.1)
12

(93.4)
41

(64.8)
807

(63.5)

2013/14
606

(66.5)
136

(68.5)
26

(24.2)
15

(86.8)
37

(62.3)
820

(63.0)

2014/15(b)
576

(67.9)
161

(70.5)
29

(25.2)
7

(58.7)
43

(74.6)
816

(64.1)

비중 70.5 19.7 3.6 0.9 5.3 100.0

증감률(b/a-1
)

78.0 156.7 -16.5 -26.2 212.6 83.5

    주: ()는 품목별 미국 생산량 중 수출량의 비중임.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ERS).

GAP), 자체위생 관리기준(Sanitation Stadard Operating Procedure, SSOP), 우수 제조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 엄격히 감독함

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고 있다.7) 

3. 미국 견과류 수출입 동향

3.1. 미국 견과류 수출입 동향

  미국은 견과류 순수출국으로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등을 연간 80만 톤 

내외 수출하고 있으며 피칸은 순수입되는 유일한 견과류이다. 

  품목별로는 아몬드의 수출 비중이 2014년산 기준, 71%(58만 톤)로 절대적이며 호두

 7) 캘리포니아 아몬드협회(Almond Board of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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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6만 톤)를 차지하고 있다. 피칸과 피스타치오는 각각 5%(4만 3,000톤), 4%(2만 

9,000톤)이며 헤이즐넛은 1%(약 7,000톤)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수출량 증가율은 피칸

이 213%로 가장 높고 호두가 157%, 아몬드는 7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피스타치오

와 헤이즐넛의 수출량은 10년 전보다 감소하였다. 

  미국 주요 견과류 생산량 중 수출량의 비중은 2014년산 기준으로 64%를 차지하였

다. 1999년산 견과류 생산량 중 45%가 수출된 것과 비교하면 2010년대 들어서 생산량

의 64% 내외가 꾸준히 수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량 중 절반 이상 수출되는 품목

은 피칸(75%), 호두(71%), 아몬드(68%), 헤이즐넛(59%), 피스타치오(25%) 등이 있다. 

3.2. 대한국 수출 현황

  미국의 주요 견과류 대한국 수출량은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아몬드 약 2만 3,000톤, 호두는 약 1만 2,000톤 수준이다. 이 두 품목의 수입액은 2015

년에 약 3억 8,000만 달러로 이는 지난 10년간 7배(연평균 20%)의 성장세를 나타낸다. 

한국의 주요 견과류 수입량 가운데 98% 이상이 미국산이며 기타 수출국으로는 칠레

(호두), 호주(아몬드) 등이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대한국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수출단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

다는 점이다. 특히 아몬드는 2013년 kg당 7달러 수준에서 2015년에는 10달러를 넘어섰

으며 호두는 2012년 kg당 10달러를 넘은 이후 최근에는 11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미국 주요 견과류 대한국 수출 동향
단위 : 톤, 만 달러, 달러/kg

연도
아몬드 호두 합계

수입량 수입액 단가 수입량 수입액 단가 수입량 수입액 단가

2000  4,276  1,256  2.9   977   400  4.1  5,253  1,655  3.2

2005  4,910  3,405  6.9  4,165  1,888  4.5  9,075  5,293  5.8

2010 12,992  6,680  5.1  8,137  6,295  7.7 21,129 12,975  6.1

2011 15,478  8,520  5.5  9,033  7,999  8.9 24,511 16,519  6.7

2012 22,673 12,857  5.7 10,687 11,257 10.5 33,360 24,114  7.2

2013 21,795 16,040  7.4 11,025 11,742 10.7 32,820 27,782  8.5

2014 24,245 20,955  8.6 12,574 14,728 11.7 36,819 35,682  9.7

2015 22,924 23,574 10.3 12,413 13,934 11.2 35,337 37,508 10.6

자료: GTIS-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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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견과류 소비 동향

4.1. 미국 견과류 소비량 동향

  미국의 견과류 소비량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로 소비하는 품목은 아몬드, 호두, 피칸 등이며 전체 견

과류 소비량 중 이 세 품목이 63%를 차지한다. 2014년산 기준 견과류 1인당 소비량은 

아몬드 856g, 호두 255g, 피칸 238g이며 피스타치오 101g, 마카다미아 75g, 헤이즐넛 

38g 등으로 나타났다. 

  견과류 전체 소비량은 증가 추세이지만 품목별 증감률에는 차이가 있다. 생산량과 

생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몬드의 1인당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87% 증가하

며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견과류이다. 이에 반해 호두와 피칸, 마카다미아는 

1~3% 감소하였으며 특히 피스타치오는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두는 재배면

적과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량 증가폭이 커 미국 내 

1인당 소비량은 다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미국 견과류 1인당 소비량 동향
단위 : g, %

연산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피칸 마카다미아 기타 합계

1999/00 490   253   88   47   202   62   263   1,404   

2004/05(a) 457   263   131   35   246   76   542   1,750   

2009/10 698   275   88   23   238   50   501   1,874   

2010/11 803   224   86   24   265   54   467   1,923   

2011/12 903   210   123   28   182   59   389   1,893   

2012/13 999   246   133   29   213   52   425   2,098   

2013/14 964   244   89   25   176   50   456   2,003   

2014/15(b) 856   255   101   38   238   75   597   2,160   

비중 39.6 11.8 4.7 1.8 11.0 3.5 27.6 100.0

증감률
(b/a-1)

87.4 -2.8 -23.1 8.6 -3.1 -1.3 10.1 23.5

  주: 비중은 2014/15 기준임.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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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견과류 품목별 영양 성분 비교(28.4g(1온스) 당 유효 성분)

연산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피칸

칼로리 163.0 185.0 159.0 178.0 196.0

단백질(g) 6.0 4.3 5.8 4.2 2.6

총 지방(g) 14.0 18.5 12.9 17.2 20.4

포화 지방(g) 1.1 1.7 1.6 1.3 1.8

고도 불포화 지방(g) 3.4 13.4 3.9 2.2 6.1

단일 불포화 지방(g) 8.8 2.5 6.8 12.9 11.6

탄수화물(g) 6.1 3.9 7.8 4.7 3.9

식이섬유(g) 3.5 1.9 2.9 2.7 2.7

칼륨(mg) 200.0 125.0 291.0 193.0 116.0

마그네슘(mg) 76.0 45.0 34.0 46.0 34.0

아연(mg) 0.9 0.9 0.6 0.7 1.3

구리(mg) 0.3 0.5 0.4 0.5 0.3

비타민 B6(mg) - 0.2 0.5 0.2 0.1

엽산(mg) 14.0 28.0 14.0 32.0 6.0

리보플라빈(mg) 0.3 - - - -

니아신(mg) 1.0 0.3 0.4 0.5 0.3

알파-토코페롤(mg) 7.4 0.2 0.7 4.3 0.4

칼슘(mg) 75.0 28.0 30.0 32.0 20.0

철(mg) 1.1 0.8 1.1 1.3 0.7

    주: 1온스(1 ounce, 28.4g)에 함유된 영양 성분 수치임. 
  자료: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소(USDA/ARS) 2010.

4.2. 견과류 품목별 영양 성분8)

  견과류는 미국에서 ‘지구가 선사한 건강식품 10가지’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다. 견과류 소비 증가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세계

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루 1온스(약 28.4g)의 견과류를 먹을 경우 심장 질환

이 20~6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과류에 포함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E, 

셀레늄, 오메가 3 등의 항산화성분이 우리 몸에 나쁜 LDL콜레스테롤의 혈중 수치를 

낮춰 심장질환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은 식품이므로 

다른 고열량 간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8)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소(USDA ARS), 2010」과 「도서출판 푸른행복의 ‘파워푸드 슈퍼푸드’, 2010」의 자료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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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과류에 포함된 지방은 대부분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지방이다. 이에 따라 미

국식품의약국(FDA)은 2003년에 호두와 아몬드 제품에 ‘심장병 예방을 돕는다’는 문구

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하루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한

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은 심장질환 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 고혈압과 당뇨

병 등 성인병과 빈혈의 예방, 노화 지연, 그리고 포만감을 줌으로써 다이어트에도 효

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5. 미국 견과류 산업 전망

5.1. 세계 견과류 생산 및 무역 전망

5.1.1.  세계 2015/16년산 아몬드 생산 및 무역 전망 

  2015/16년산 세계 아몬드 생산량(탈각 기준)은 2014/15년산(104만 톤)보다 2% 감소

한 102만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유럽과 호주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세

계 아몬드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미국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4% 감소하였

기 때문이다. 

  전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2/3는 생산국 외로 수출되는데 2015/16년산의 수출량은 전

년보다 5% 증가한 69만 6,000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산 아몬드의 수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8% 내외를 차지하는 유럽(주요 생산국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은 2015년에 전년보다 7% 증가한 8만 5,000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은 미국

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아몬드를 생산하고 있지만 연간 아몬드 소비량이 생산량의 3

배 이상(24만 톤 내외)인 순수입국이다. 

  호주의 2015/16년산 아몬드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10% 많은 8만 2,000 

톤으로 추정된다. 호주는 아몬드 재배에 적합한 비옥한 토양과 충분한 수자원 등을 갖

추고 있어 재배면적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호주의 2015/16년산 아몬

드 생산량 중 76%가 수출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출 대상국은 중국과 인도 등이다. 

5.1.2.  세계 견과류 공급량 및 생산액 전망 

  미국 농무부는 전 세계 견과류 산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되어 2024년 공급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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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17만 톤이며 생산액은 1,4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공급량이 

연평균 2%, 생산액은 3% 증가하는 수치이다. 

표 6  세계 견과류 공급량 및 생산액 중장기 전망 
단위 :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8 2021 2024

추정치 전망치

공급량  2,547  2,603  2,778  2,966  3,166

생산액 10,652 10,972 11,989 13,101 14,315

  주: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미국 농무부 세계농업전망위원회(USDA/World Agricultural Outlook Board), 2015

5.2. 미국 견과류 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5.2.1. 미국 견과류 2015/16년산 생산 및 수출 동향

  미국 농무부 농업통계국(USDA, NASS)에 따르면 미국의 2015/16년산 호두 생산량은 

약 57만 5,000톤으로 전년보다 1%, 2010년산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당 수확량은 가뭄과 한파로 전년보다 3% 감소했지만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4/15년산 탈각 호두의 수출량은 약 10만 톤이며 일본, 한

국, 독일로의 수출량이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미탈각 호두의 경우 약 13만 톤이 수출

되었으며 터키, 홍콩, 베트남 등으로 수출되었다. 

  2015/16년산 미국 아몬드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수 감소로 전년

보다 4% 적은 약 82만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에 극심한 가뭄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어 아몬드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전반적인 작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아몬드의 단위당 수확량 감소는 2009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향후 단기적으로는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의 가뭄 영향으로 생산량 증가 추세는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5.2.2. 미국 견과류 대중국 수출 현황과 전망 

  중국은 밤, 호두 등 견과류의 주산지이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견과류의 수출시장으

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 생산이 없거나 적은 피스타치오, 아몬드, 

피칸, 마카다미아 등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

고 중국의 견과류 소비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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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홍콩의 미국 아몬드 수입액은 2000년에 7,700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16억 

달러로 증가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중산층 가구 증가, 식생활 변화와 더불어 관세 

인하 또한 대중국 견과류 수출시장이 성장하는 이유이다. 

그림 10  미국 견과류 대중국 수출액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USDA, Fruit and Tree Nuts Outlook(2015).

  중국의 견과류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였는데 2014년 평균 수입단가는 

2012년보다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위안화 환율 변동에 따라 견과류 수입 

단가가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2013~2014년 수입량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그림 11  미국 견과류 품목별 대중국 수출 단가 동향 
단위 : 달러/톤

자료: USDA, Fruit and Tree Nuts Outlook(2015).



세계농업 제 186호 | 17

6. 시사점

  전 세계 견과류 시장의 성장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 또한 이전보다 다양한 견과류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건강, 웰빙 

등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한 소비량은 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견과류의 대부분이 미국산임을 감안할 때 미국 견과류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주산지의 지속된 가뭄에 따른 단수 감소, 대중국 수출 증가, 가

격 상승 추세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견과류 산업은 향후에도 소비 증가에 따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는 국내 농업에 기회의 분야가 될 수 있도록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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