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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시장 동향
김태련(해외곡물시장 담당자)*1)

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1.1. 곡물 전체1)

세계 곡물 전체 생산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11월 전체 

곡물 생산량은 26억 5,80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소비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로 26억 5,80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재고율은 29.8%로 전망되었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단위: 백만 톤, %)

구분 1990/91 1995/96 2000/01 2005/06 2010/11 2015/16
2019/20
(1월 전망)

생산량 1,769 1,708 1,845 2,016 2,214 2,519 2,663

소비량 1,707 1,741 1,860 2,021 2,240 2,468 2,666

재고율 29.0 25.1 30.4 19.5 20.2 29.8 29.7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그림 1. 세계 곡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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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n0131@krei.re.kr

1) 곡물 전체는 밀, 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6

1.2. 품목별 수급 동향

세계 쌀 생산량 및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중

후반 쌀 재고율은 20%대까지 하락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2019/20년 1월 생산량 4억 9,700만 톤, 소비량 4억 9,200만 톤, 재고율 36.0%로 

전망되었다.

세계 밀 생산량과 소비량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재고

율은 30% 내외를 유지하다 최근에는 30%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2019/20년 1월 현재 

생산량 7억 6,400만 톤, 소비량 7억 5,100만 톤, 재고율 38.3%로 전망되었다. 

세계 옥수수 재고율은 2000년대 중반 10%대로 급감하였다가 최근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20년 1월 생산량 11억 1,100만 톤, 

소비량 11억 3,500만 톤, 재고율 26.2%로 전망되었다. 

세계 대두 재고율은 과거 20% 초반을 유지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20년 1월 생산량 3억 3,800만 톤, 소비량 3억 

5,000만 톤, 재고율 27.6%로 전망되었다.  

표 2. 품목별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

품목 구분 1990/91 1995/96 2000/01 2005/06 2010/11 2015/16
2019/20
(1월 전망)

쌀

생산량 351 369 399 418 452 477 497

소비량 344 367 394 412 444 467 492

재고율 36.8 32.2 37.3 18.5 23.0 30.5 36.0

밀

생산량 589 537 583 619 650 736 764

소비량 550 544 584 616 653 708 751

재고율 31.1 28.7 35.3 24.9 30.4 34.3 38.3

옥수수

생산량 482 517 591 700 849 1,015 1,111

소비량 473 532 609 707 868 1,002 1,135

재고율 29.9 25.1 28.8 17.5 13.3 31.1 26.2

대두

생산량 104 125 176 221 265 317 338

소비량 105 132 171 216 253 316 350

재고율 20.4 14.1 20.0 25.7 28.9 25.3 27.6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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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곡물 선물/현물(FOB) 가격 동향

곡물 선물가격의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점차 상승해오다가 2000년대 

후반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0년대 말에 이르러 곡물 모두 하락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밀은 11월 아르헨티나 및 호주의 밀 생산량 감소 전망 지속으로  

상승했고, 12월은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對중국 수출 기대감에 따라 상승했다. 

옥수수는 11월 타 곡물가격 강세와 남미 기상개선 소식에 따른 공급량 압박으로 상

승했고, 12월은 미/중 무역협상의 긍정적인 분위기로 상승했다. 대두는 11월 기술

매도 및 남미의 파종기 기상여건 개선에 따른 공급량 증가 전망으로 전월과 동일

하게 유지됐고, 12월은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소식으로 인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요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그림 2><표 3>.

곡물 현물가격의 추이를 보면, 최근 밀, 옥수수 및 대두는 강보합세 보이고 있다 

<그림 3, 4, 5><표 4>. 최근 쌀 현물가격 태국 장립종 쌀 가격 및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 또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6>.

그림 2.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선물가격 동향, 2001.1~2020.01

(단위: 달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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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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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January and ERS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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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곡물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2019.01 2019.12 2020.01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대비 전월 대비

밀1) 170 179 185 166 182 5.0 -1.3  9.7 

옥수수2) 143 150 149 151 153 4.9 2.3 1.1 

대두2) 354 324 336 335 341 -8.6 1.7 1.9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0년 1월 가격은 16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0년 1월 가격은 16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USDA AMS January and ERS January

그림 3. 밀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1.7~2019.11)

주: 1) 밀 선물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밀 현물은 US HRW Gulf

자료: USDA AMS January and ERS January, IGC 

Market Data

그림 4. 옥수수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2001.7~2019.11)

주: 1) 옥수수 선물은 Chicago Yellow Corn 2등급

2) 옥수수 현물은 US 3YC Gulf

자료: USDA AMS January and ERS January, IGC 

Market Data

그림 5. 대두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1.7~2019.11)

주: 1) 대두 선물은 Chicago 1등급

2) 대두 현물은 US 2Y Gulf

자료: USDA AMS January and ERS January, IGC 

Market Data

그림 6. 쌀 월별 현물 가격 동향 (2001.7~2019.11)

주: 1) 태국 100% 장립종 B등급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자료: USDA Rice Outlook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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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곡물 현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2019.01 2019.12 2020.01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 대비

밀1) 228 234 240 224 236 2.2 -1.4  5.3 

옥수수2) 169  174 171 173 176 2.8 3.2 1.9 

대두2) 378  338 345 360 368 -10.4 6.6 2.3 

쌀3)
태국 418  399 403 412 428 -4.7 6.2 3.9 

캘리포니아 868  866 900 818 825 -0.2 -8.3 0.9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0년 1월 가격은 1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0년 1월 가격은 1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3) 쌀의 곡물연도는 8-7월이며 2020년 1월 가격은 10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IGC Market Data, USDA Rice Outlook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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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곡물시장은 굵직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상당한 부침을 겪고 있다. 오랫동안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여 1단계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수입 규모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이외에도 미국은 주요 통상국들과 새

로운 무역협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NAFTA를 대체하는 새 북미자유무역협정인 USMCA 

수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한 점도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또 하나의 과제는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무역협상이며 상호 마찰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주요 국가별 시장 상황도 각양각색이다. 미국의 경우 2019/20년 곡물 생산이 기상 악화

로 좋지 못하나, 브라질의 경우 양호한 날씨로 인해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

헨티나는 페론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곡물에 대한 수출세를 상향 조정해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호주는 극심한 가뭄과 대형 화재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러시아에서는 내

수 시장에서의 곡물 가격이 오르고 수출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프

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사료용 곡물 수요가 크게 줄었다. 최근에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대내외 시장은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부 시장과의 관계에서도 미국 증시는 양호한 경제지표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

신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 유가는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달러 가치의 변화에도 곡물 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곡물 수출국들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시장 상황을 참고하여, 미국 농무부, 국제곡물이사회, 국제연합식량농업기

구가 발표하는 세계 곡물 수급 전망 자료를 살펴본다. 주요 국가의 품목별 수급 전망은 미

국 농무부가 1월 10일에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한다.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2)

* agsco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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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물 전체 1)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19/20년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비교해보면, 생산량의 경우 USDA 26억 6,300

만 톤, IGC 26억 6,200만 톤, FAO 27억 1,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1.4%, IGC 0.7%, FAO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USDA 34억 6,300만 톤, IGC 

34억 5,700만 톤, FAO 35억 7,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

비 USDA 0.6%, IGC 0.1%, FAO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의 경우, USDA 26억 7,000만 톤, IGC 26억 8,300만 톤, FAO 27억 900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1.0%, IGC 0.8%, FAO 

0.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의 경우, USDA 4억 2,800만 톤, IGC 4억 2,000만 톤, FAO 4억 1,600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0.5% 감소함에 반해, IGC 

2.9%, FAO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 7억 9,300만 톤, IGC 7억 7,400만 톤, FAO 8억 

6,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0.9%, IGC 2.5% 감

소함에 반해, FAO 0.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FAO 31.9%, USDA 29.7%, IGC 28.8% 순이

며, 2018/19년 대비 FAO 0.2%p, USDA 0.6%p, IGC 1.0%p 하락할 전망이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8/19
(추정)

2019/20
(1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11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1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2,626 2,663 1.4 2,644 2,662 0.7 2,657 2,714 2.1

공급량 3,443 3,463 0.6 3,455 3,457 0.1 3,537 3,579 1.2

소비량 2,643 2,670 1.0 2,661 2,683 0.8 2,689 2,709 0.7

교역량 430 428 -0.5 408 420 2.9 412 416 1.0

기말재고량 800 793 -0.9 794 774 -2.5 862 863 0.1

기말재고율 30.3 29.7 29.8 28.8 32.1 31.9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1) 곡물 전체는 쌀, 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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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

2.1 세계 수급

기관별로 2019/20년 세계 쌀 수급 전망을 비교해보면, 생산량의 경우 USDA 4억

9,700만 톤, IGC 5억 톤, FAO 5억 1,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

년 대비 USDA 0.4%, IGC 0.2%, FAO 0.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USDA 6억 7,100만 톤, IGC 6억

7,500만 톤, FAO 6억 9,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1.4%, IGC 1.7%, FAO 0.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의 경우, USDA 4억 9,400만 톤, IGC 4억 9,500만 톤, FAO 5억 1,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1.4%, IGC 1.2%, FAO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의 경우, USDA 4,600만 톤, IGC 4,500만 톤, FAO 4,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4.5%, IGC 2.3%, FAO 2.2% 증가할 것

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 1억 7,700만 톤, IGC 1억 8,000만 톤, FAO 1억 

8,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1.7%, IGC 3.4% 증

가함에 반해, FAO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IGC 36.4%, USDA 35.8%, FAO 35.2% 순이

며, 2018/19년 대비 IGC 0.8%p, USDA 0.1%p 상승함에 반해, FAO 0.6%p 하락

을 전망하였다. 

표 2. 세계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8/19
(추정)

2019/20
(1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11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1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499 497 -0.4 501 500 -0.2 517 515 -0.4

공급량 662 671 1.4 664 675 1.7 692 698 0.9

소비량 487 494 1.4 489 495 1.2 511 517 1.2

교역량 44 46 4.5 44 45 2.3 46 47 2.2

기말 재고량 174 177 1.7 174 180 3.4 183 182 -0.5

기말 재고율 35.7 35.8 35.6 36.4 35.8 35.2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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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별 수급2)  

2.2.1 수출 시장

인도의 쌀 생산량은 2018/19년에 1억 1,642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1억 1,500만 톤으로 142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4,350만 ha로 전년 

대비 30만 ha 줄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99톤에서 3.97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1억 250만 톤까지 오르고 수출량도 1,1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0만 톤 증가했으나, 2014/15년의 1,224만 톤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소비량 및 수출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

량은 3,0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에 2,058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1,85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면적은 1,000만 ha로 전년 대비 83만 ha 

감소하고 단위당 수확량 또한 ha 당 2.85톤에서 2.80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소비량은 2016/17년에 1,20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1,150만 

톤으로 줄어들겠으며, 수출량 역시 2016/17년 1,162만 톤에서 2019/20년 75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년 대비 소비량 및 수출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생

산량 감소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365만 톤으로 25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베트남의 쌀 생산량은 2019/20년에 2,83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 면

적은 767만 ha로 전년 대비 5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 또한 ha 당 5.83톤에

서 5.91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2015/16년에 2,25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2,1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수출량도 2011/12년에는 

772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700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소비량 및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폭이 더 커, 기말 재고

량은 120만 톤으로 20만 톤 늘어날 전망이다. 

파키스탄의 쌀 생산량은 2019/20년에 75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 면

적은 290만 ha로 전년 대비 2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 또한 ha 당 3.80톤에

서 3.88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2017/18년에 340만 톤까지 늘

었으나, 2019/20년에는 33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량은 2018/19년에 

45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440만 톤으로 10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2) 국가별 쌀 생산량은 백미(milled rice) 기준이므로 도정 전의 쌀 생산량 즉 생산 면적과 단위당 수확

량을 고려한 수확량(rough production)과는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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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수출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기말 재

고량은 72만 톤으로 20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의 쌀 생산량은 2019/20년에 1,33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3년

간 생산 면적은 710만 ha에 고정되어 있으나 단위당 수확량이 ha 당 2.93톤으로 

늘어났다. 소비량은 1,055만 톤으로 2009/10년의 1,089만 톤에 근접할 것으로 예

상된다. 수출량은 2016/17년에 335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260만 톤

에 그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수출량 및 소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더 크

게 증가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126만 톤으로 16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수출 시장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인도 115.00 (0.00/▼1.42) 102.50 (▲0.50/▲3.48) 11.80 (▲0.30/▲1.30) 30.20 (▲0.68/▲0.70)

태국 18.50 (▼2.00/▼1.84) 11.50 (0.00/▼0.30) 7.50 (▼0.90/▼0.40) 3.65 (▼0.90/▼0.25)

베트남 28.30 (0.00/▲0.53) 21.50 (0.00/▲0.15) 7.00 (0.00/▲0.15) 1.20 (0.00/▲0.20)

파키스탄 7.50 (0.00/▲0.20) 3.30 (▼0.25/0.00) 4.40 (▲0.40/▼0.10) 0.72 (▼0.50/▼0.20)

미얀마 13.30 (0.00/▲0.12) 10.55 (0.00/▲0.15) 2.60 (0.00/▲0.10) 1.26 (0.00/▲0.16)

※ 괄호 안은 2019/20년 10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4 NOV, 2019.

2.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2019/20년 쌀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229만 톤으로 전년 대

비 28만 톤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량 또한 21만 톤 늘어난 608만 톤에 이를 전망이

다. 수입량은 368만 톤으로 전년 대비 7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의 쌀 생산면적은 360만 ha에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16톤으로 생

산량은 49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해 700만 톤까지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수입량은 2011/12년 320만 톤을 기

록한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18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쌀 소비량은 380만 톤까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생산량은 200만 

톤에 그쳐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다. 2018/19년에는 쌀 수입량이 21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5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2008/09년 3,831만 톤까지 늘었으나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3,65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량도 2013/14년 3,8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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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까지 오른 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3,77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수입

량은 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 1,224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1,20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해 2019/20년

에는 1,44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소비량 증가에도 불구하

고 생산량이 늘어난 탓에 수입량은 27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중국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에 1억 4,887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1

억 4,673만 톤으로 낮아졌으며, 전년 대비해서도 176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량

은 꾸준히 늘어 1억 4,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017/18년 550만 

톤까지 올랐으나 이후 대폭 줄어, 2019/20년에는 24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쌀 생산량은 20만 톤으로 미미한 가운데 소비량은 93만 톤으로 증가

할 전망이다. 수입량은 2016/17년 87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79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쌀 생산량은 2015/16년부터 800만 톤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9/20년에

는 78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소비량도 낮아져 8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수입량도 최근 3년 동안 70만 톤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2019/20년에는 69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부터 400만 톤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9/20년에

는 374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소비량도 낮아져 44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

다. 수입량은 41만 톤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표 4. 수입 시장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29 (0.00/▲0.28) 6.08 (0.00/▲0.21) 3.68 (0.00/▼0.07) 0.69 (0.00/▼0.11)

나이지리아 4.90 (0.00/▲0.11) 7.00 (0.00/0.00) 1.80 (0.00/▼0.10) 1.08 (0.00/▼0.30)

유럽연합 2.00 (0.00/▲0.04) 3.80 (0.00/▲0.01) 2.05 (0.00/▼0.05) 1.09 (0.00/▼0.04)

인도네시아 36.50 (0.00/▼0.20) 37.70 (▼0.40/▼0.20) 1.00 (▼0.40/▲0.70) 3.06 (0.00/▼0.20)

필리핀 12.00 (0.00/▲0.27) 14.40 (0.00/▲0.30) 2.70 (0.00/▼0.87) 3.79 (0.00/▲0.30)

중국 146.73 (0.00/▼1.76) 143.00 (0.00/▲0.03) 2.40 (0.00/▼0.30) 117.25 (▼0.13/▲2.83)

멕시코 0.20 (0.00/▲0.01) 0.93 (0.00/▲0.01) 0.79 (0.00/▲0.03) 0.19 (0.00/▲0.04)

일본 7.80 (0.00/▲0.14) 8.40 (0.00/▼0.10) 0.69 (0.00/0.00) 2.03 (0.00/▲0.02)

한국 3.74 (0.00/▼0.13) 4.40 (0.00/▼0.31) 0.41 (0.00/0.00) 0.72 (0.00/▼0.30)

※ 괄호 안은 2019/20년 10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4 NOV,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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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 

3.1 세계 수급 

기관별로 2019/20년 세계 밀 수급 전망을 비교해보면, 생산량의 경우 USDA 7

억 6,400만 톤, IGC 7억 6,200만 톤, FAO 7억 6,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

다. 2018/19년 대비 USDA 4.4%, IGC 4.0%, FAO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USDA 10억 4,300만 톤, IGC 

10억 2,700만 톤, FAO 10억 3,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

비 USDA 2.8%, IGC 2.3%, FAO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의 경우, USDA 7억 5,400만 톤, IGC 7억 5,600만 톤, FAO 7억 5,800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2.3%, IGC 2.3%, FAO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의 경우, USDA 1억 8,100만 톤, IGC 1억 7,300만 톤, FAO 1억 7,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4.6%, IGC 2.4%, FAO 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 2억 8,800만 톤, IGC 2억 7,100만 톤, FAO 2억 

7,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3.6%, IGC 2.3%, 

FAO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USDA 38.2%, FAO 36.7%, IGC 35.8% 순이

며, 2018/19년 대비 USDA 0.5%p, FAO 0.6%p 상승함에 반해, IGC는 0.1%p 하

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5.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8/19
(추정)

2019/20
(1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11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1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732 764 4.4 733 762 4.0 732 766 4.6

공급량 1,015 1,043 2.8 1,004 1,027 2.3 1,016 1,036 2.0

소비량 737 754 2.3 739 756 2.3 748 758 1.3

교역량 173 181 4.6 169 173 2.4 168 172 2.4

기말 재고량 278 288 3.6 265 271 2.3 270 278 3.0

기말 재고율 37.7 38.2 35.9 35.8 36.1 36.7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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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가별 수급 

3.2.1 수출 시장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이 2015/16년 1억 6,048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어, 

2019/20년에는 1억 5,40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량은 2017/18년에 1억 

3,04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1억 2,750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수출량도 2014/15년에 3,546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어, 2019/20년에

는 3,10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소비량과 수출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생산량이 더 크게 증가해, 기말 재고량은 1,080만 톤으로 80만 톤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이 2017/18년 8,517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어 

2019/20년에는 7,35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2019/20년에는 3,9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7/18년 4,143

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3,400만 톤에 그칠 전망이

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소비량 및 수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기말 재고량

은 829만 톤으로 47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의 2019/20년 밀 생산량이 2,900만 톤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

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해서도 39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

량은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890만 톤에 이르겠으나, 전년 대비해서는 10

만 톤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2019/20년에는 2,050만 톤까

지 늘어나겠으며, 전년 대비해서는 448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소맥 수

출이 감소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소맥 수출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

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및 수출량이 더 크게 늘어나, 기말 재고

량은 126만 톤으로 33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밀 생산량은 2017/18년 4,738만 톤에서 2019/20년에는 5,226만 톤까지 

늘어나겠으나, 역대 생산량은 저조한 편이다. 소비량도 2012/13년에 3,781만 톤까

지 늘어난 이후 상당 부분 줄어 2019/20년에는 3,171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

량도 2019/20년 2,654만 톤으로 3,000만 톤 미만에 머물러 있으며, 전년 대비해

서는 106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소비량과 수출량

이 더 늘어나, 기말 재고량은 2,626만 톤으로 313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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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2019/20년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3,235만 톤으로 전년 대비 15

만 톤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량 또한 49만 톤 늘어난 935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수출량은 2,4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8만 톤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증가로 

인해 기말 재고량은 55만 톤 줄어든 53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밀 생산량은 2016/17년 3,182만 톤까지 올랐으나, 거듭되는 기상 악화

로 인해 2019/20년에는 1,560만 톤까지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소비량은 

2018/19년 920만 톤까지 올랐으나 2019/20년에는 50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수

출량은 2011/12년 2,466만 톤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2019/20

년에는 820만 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은 2018/19년 1,950만 톤까지 올랐으나 2019/20년에는 

50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량은 2014/15년 635만 톤을 기록한 이후 감소해 

2019/20년에는 605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6/17년 1,383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감소해, 2019/20년에는 1,300만 톤에 머물 전망이다. 전년 대

비 생산량이 줄고 수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4만 톤 줄

어들 전망이다. 

표 6. 수출 시장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154.00 (▲0.50/▲17.14) 127.50 (0.00/▲4.30) 31.00 (▲2.00/▲7.69) 10.80 (▼1.70/▲0.80)

러시아 73.50 (▼1.00/▲1.81) 39.50 (0.00/▼1.00) 34.00 (▼1.00/▼1.84) 8.29 (0.00/▲0.47)

우크라이나 29.00 (0.00/▲3.94) 8.90 (▼0.50/▲0.10) 20.50 (▲0.50/▲4.48) 1.26 (0.00/▼0.33)

미국 52.26 (0.00/▲0.95) 31.71 (▲0.25/▲1.69) 26.54 (0.00/▲1.06) 26.26 (▼0.25/▼3.13)

캐나다 32.35 (0.00/▲0.15) 9.35 (0.00/▲0.49) 24.00 (0.00/▼0.38) 5.37 (0.00/▼0.55)

호주 15.60 (▼0.50/▼1.70) 8.70 (0.00/▼0.50) 8.20 (▼0.20/▼0.81) 4.21 (▼0.20/▼0.75)

아르헨티나 19.00 (0.00/▼0.50) 6.05 (0.00/0.00) 13.00 (0.00/▲0.81) 1.70 (▲0.11/▼0.04)

※ 괄호 안은 2019/20년 12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6 J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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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2019/20년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2,268만 톤으로 전년 대비 

431만 톤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량 또한 124만 톤 늘어난 3,914만 톤에 이를 전망

이다. 전월 대비 소비량은 10만 톤 상향 조정됐다. 수입량은 1,749만 톤으로 전월 

대비 20만 톤 상향 조정됐으며 전년 대비해서도 26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프리카의 2019/20년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1,887만 톤으로 전년 대

비 213만 톤 감소함에 반해, 소비량은 60만 톤 늘어난 4,675만 톤에 이를 전망이

다. 수입량은 2,7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7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의 2019/20년 밀 수급과 관련해, 소비량은 2,562만 톤으로 전년 대

비 28만 톤 증가함과 동시에 수입량 또한 64만 톤 늘어난 2,680만 톤에 이를 전망

이다. 전월 대비 소비량은 20만 톤, 수입량은 30만 톤 하향 조정됐다.

중국의 2019/20년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1억 3,359만 톤으로 전년 대비 

216만 톤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량 또한 300만 톤 늘어난 1억 2,8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수입량은 320만 톤으로 전년 대비 5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밀 생산량은 1억 219만 톤까지 늘어나겠으며, 소비량 또한 9,800만 톤으

로 새로운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생산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입량은 극히 적

어 2019/20년에는 2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수입 시장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2.68 (0.00/▲4.31) 39.14 (▲0.10/▲1.24) 17.49 (▲0.20/▲0.26) 12.03 (▲0.05/▲0.26)

북아프리카 18.87 (0.00/▼2.13) 46.75 (0.00/▲0.60) 27.40 (0.00/▲0.47) 13.99 (▼0.10/▼1.47)

동남아시아 0.00 (0.00/0.00) 25.62 (▼0.20/▲0.28) 26.80 (▼0.30/▲0.64) 5.04 (▼0.10/▲0.12)

중국 133.59 (0.00/▲2.16) 128.00 (0.00/▲3.00) 3.20 (0.00/▲0.05) 147.46 (0.00/▲7.69)

인도 102.19 (0.00/▲2.32) 98.00 (0.00/▲2.37) 0.02 (0.00/0.00) 20.70 (0.00/▲3.71)

※ 괄호 안은 2019/20년 12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6 J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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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수수

4.1 세계 수급

기관별로 2019/20년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을 비교해보면, 생산량의 경우 

USDA 11억 1,100만 톤, IGC 11억 300만 톤, FAO 11억 2,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1.1%, IGC 2.4% 감소함에 반해, FAO 0.8% 증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USDA 14억 3,100만 톤, IGC 

14억 2,100만 톤, FAO 14억 8,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2.3%, IGC 3.3%, FAO 0.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의 경우, USDA 11억 3,300만 톤, IGC 11억 4,200만 톤, FAO 11억 

4,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FAO 변동 없음에 반해, 

USDA는 0.9%, IGC는 0.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의 경우, USDA 1억 6,600만 톤, IGC 1억 6,800만 톤, FAO 1억 6,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8.3%, FAO 1.2% 감소함에 반

해, IGC는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 2억 9,800만 톤, IGC 2억 7,900만 톤, FAO 3억 

4,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6.9%, IGC 12.3%, 

FAO 5.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FAO 29.8%, USDA 26.3%, IGC 24.4% 순이

며, 2018/19년 대비 각각 FAO 1.7%p, USDA 1.7%p, IGC 3.2%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8.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8/19
(추정)

2019/20
(1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11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1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1,123 1,111 -1.1 1,130 1,103 -2.4 1,118 1,127 0.8

공급량 1,464 1,431 -2.3 1,469 1,421 -3.3 1,487 1,486 -0.1

소비량 1,143 1,133 -0.9 1,151 1,142 -0.8 1,140 1,140 0.0

교역량 181 166 -8.3 165 168 1.8 166 164 -1.2

기말 재고량 320 298 -6.9 318 279 -12.3 359 340 -5.3

기말 재고율 28.0 26.3 27.6 24.4 31.5 29.8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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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가별 수급 

4.2.1 수출 시장

미국 옥수수 생산량은 2016/17년 3억 8,478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3억 4,778만 톤에 머물겠으며 전년 대비해서도 1,648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 

면적이 3,298만 ha로 전년 대비 9만 ha 늘어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이 ha 당 

11.08톤에서 10.55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2017/18년에 3억 

1,398만 톤까지 올랐으나 2019/20년에는 3억 1,231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량은 2017/18년 6,192만 톤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4,50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 분쟁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 심

화로 수출량이 줄고 있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줄고 소비량이 늘어나 기말 재고량

은 4,807만 톤으로 834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브라질의 2019/20년 옥수수 생산량은 1억 100만 톤으로 2년 연속해서 최고 기

록을 세울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1,810만 ha로 전년 대비 60만 ha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수요에 부응해 브라질의 축산업이 확대됐으며, 옥수수 기반 에

탄올 산업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량은 6,60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량은 

2018/19년에 4,20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3,60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년 대비 소비량이 늘었으나 기초 재고량을 포함한 공급량이 확대되

어, 기말 재고량은 전년과 같은 458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8/19년 5,10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

년에는 5,00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 면적이 610만 ha로 전년과 같겠으

나 단위당 수확량이 ha 당 8.36톤에서 8.20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량은 계

속해서 증가해 2019/20년에는 1,5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8/19년에 3,60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2019/20년에는 3,350만 톤으로 250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수출세 인상으로 인해 수출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줄고 소비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출량

이 큰 폭으로 줄어듦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512만 톤으로 15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8/19년 3,581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

년에는 3,550만 톤으로 31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490만 ha로 전년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22

대비 33만 ha 줄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7.84톤에서 7.25톤으로 줄어들 전망이

다. 소비량은 2013/14년 에 1,060만 톤까지 늘었으나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510만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2019/20년에는 3,05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대폭 줄어 86만 톤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6/17년 1,755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기상 악화로 인해 생산량이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1,400만 톤에 그칠 전

망이다. 소비량은 2016/17년에 1,266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1,23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그 해 생산 정도에 

따라 증감 폭이 크며, 2019/20년에는 15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소비

량과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207만 톤으로 30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수출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미국 347.01 (▼3.00/▼19.28) 306.47 (▼1.27/▼8.73) 46.99 (▼1.27/▼5.47) 48.53 (▼0.46/▼5.18)

브라질 101.00 (0.00/0.00) 66.00 (▼1.00/▲0.50) 36.00 (▲2.00/▼5.00) 5.08 (▼3.20/0.00)

아르헨티나 50.00 (0.00/▼1.00) 15.00 (0.00/▲1.20) 33.50 (0.00/▼2.50) 5.12 (▼0.47/▲1.51)

우크라이나 35.50 (▼0.50/▼0.31) 5.60 (▼0.50/▼0.50) 30.00 (0.00/▼0.30) 0.83 (0.00/▼0.08)

남아공 14.00 (0.00/▲2.25) 12.30 (0.00/▲0.10) 1.50 (0.00/▲0.50) 2.12 (▼0.15/▲0.30)

※ 괄호 안은 2019/20년 10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4 NOV, 2019.

4.2.2 수입 시장

유럽연합의 2019/20년 옥수수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6,5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78만 톤 증가함에 반해 소비량은 550만 톤 줄어든 8,250만 톤에 이를 전망이

다. 전월 대비 생산량은 44만 톤 상향 조정됐다. 수입량은 2,1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21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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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2019/20년 옥수수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2,500만 톤으로 전년 대

비 260만 톤 감소함에 반해 소비량은 40만 톤 늘어난 4,450만 톤에 이를 전망이

다. 수입량은 1,7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84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2019/20년 옥수수 수급과 관련해, 소비량은 1,61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만 톤 증가함에 반해, 수입량은 5만 톤 줄어든 1,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된다. 

이집트의 2019/20년 옥수수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6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0만 톤 감소함에 반해, 소비량은 50만 톤 늘어난 1,67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수입량은 9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53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2019/20년 옥수수 수급과 관련해, 소비량은 1,0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5만 톤 증가함에 반해 수입량은 전년 대비 6만 톤 줄어든 1,080만 톤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의 2019/20년 옥수수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3,091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8만 톤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량 또한 260만 톤 늘어난 4,77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수입량은 1,7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64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2019/20년 옥수수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2억 6,077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4만 톤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량 또한 500만 톤 늘어난 2억 7,9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전월 대비 소비량은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수입량은 700만 톤

으로 전년 대비 252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수입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65.00 (▲0.44/▲0.78) 82.50 (0.00/▼5.50) 21.00 (0.00/▼4.21) 8.73 (▲0.04/▲1.10)

멕시코 25.00 (0.00/▼2.60) 44.50 (0.00/▲0.40) 17.50 (0.00/▲0.84) 2.39 (0.00/▼2.70)

일본 0.00 (0.00/0.00) 16.10 (0.00/▲0.10) 16.00 (0.00/▼0.05) 1.34 (0.00/▼0.10)

이집트 6.40 (0.00/▼0.40) 16.70 (0.00/▲0.50) 9.90 (0.00/▲0.53) 1.40 (▼0.03/▼0.41)

한국 0.08 (0.00/0.00) 10.90 (0.00/▲0.05) 10.80 (0.00/▼0.06) 1.91 (0.00/▼0.02)

동남아시아 30.91 (0.00/▲1.08) 47.70 (0.00/▲2.60) 17.90 (0.00/▲1.64) 3.02 (0.00/▲0.38)

중국 260.77 (0.00/▲3.44) 279.00 (▲1.00/▲5.00) 7.00 (0.00/▲2.52) 199.07 (▼2.00/▼11.25)

※ 괄호 안은 2019/20년 12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6 J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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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두

5.1 세계 수급

기관별로 2019/20년 세계 대두 수급 전망을 비교해보면, 생산량의 경우 USDA 3

억 3,800만 톤, IGC 3억 4,100만 톤, FAO 3억 4,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5.6%, IGC 5.0%, FAO 5.2%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USDA 4억 4,800만 톤, IGC 3

억 9,400만 톤, FAO 4억 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2.0%, IGC 2.5%, FAO 1.2%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의 경우, USDA 3억 5,000만 톤, IGC 3억 5,900만 톤, FAO 3억 5.700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1.7%, IGC 2.0%, FAO 

1.4%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의 경우, USDA 1억 4,900만 톤, IGC 1억 5,100만 톤, FAO 1억 5,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및 IGC 변동 없는 가운데, 

FAO는 0.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 9,700만 톤, IGC 3,500만 톤, FAO 4,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8/19년 대비 USDA 11.8%, IGC 34.0%, FAO 23.7% 감

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USDA 27.7%, FAO 12.6%, IGC 9.7% 순이며, 

2018/19년 대비 USDA 4.3%p, FAO 4.2%, IGC 5.4%p 하락할 전망이다.

표 1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8/19
(추정)

2019/20
(1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11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1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358 338 -5.6 359 341 -5.0 362 343 -5.2

공급량 457 448 -2.0 404 394 -2.5 407 402 -1.2

소비량 344 350 1.7 352 359 2.0 352 357 1.4

교역량 149 149 0.0 151 151 0.0 150 151 0.7

기말 재고량 110 97 -11.8 53 35 -34.0 59 45 -23.7

기말 재고율 32.0 27.7 15.1 9.7 16.8 12.6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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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가별 수급 

5.2.1 수출 시장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2018/19년 1억 2,052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2019/20년

에는 9,684만 톤으로 2,368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3,036만 ha로 전

년 대비 509만 ha 줄어들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40톤에서 3.19톤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착유용 소비량이 크게 늘어 전체 소비량은 2019/20년에 

6,077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량은 2016/17년 5,896만 톤까지 늘어난 이

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4,831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미/중 무역 분쟁

으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 전년 대비 소비량과 수출량

은 증가하고 생산량도 줄어듦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1,292만 톤으로 1,182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9/20년에는 1억 2,300만 톤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3,690만 ha에 단위당 수확량도 3.33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량은 2017/18년에 4,651만 톤을 기록한 이후 소폭 줄어 

2019/20년에는 4,624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브라질

산 대두 수입을 늘림에 따라 2019/20년 대두 수출량은 7,60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7/18년의 7,614만 톤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소비량과 수출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더 크게 증가해, 기말 재고량은 3,117만 톤으로 91

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2014/15년에 6,145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

년에는 5,300만 톤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1,750만 ha로 전년 대비 90

만 ha 증가함에 반해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33톤에서 3.03톤으로 줄어들 전망

이다. 착유용 소비량이 4,057만 톤에서 4,460만 톤으로 증가한 탓에 전체 소비량

은 5,17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량은 줄어 

2019/20년에는 82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줄고 소비량이 늘

어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2,589만 톤으로 300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은 2017/18년에 1,048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

는 1,02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360만 ha에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83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과 수출량은 계속해서 늘어, 

2019/20년에는 소비량이 398만 톤, 수출량이 62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전

년 대비 수출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11

만 톤으로 2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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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수출 시장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미국 96.84 (▲0.22/▼23.68) 60.77 (▼0.01/▲0.25) 48.31 (0.00/▲0.75) 12.92 (0.00/▼11.82)

브라질 123.00 (0.00/▲6.00) 46.24 (▼0.30/▲1.57) 76.00 (0.00/▲1.05) 31.17 (▲0.75/▲0.91)

아르헨티나 53.00 (0.00/▼2.30) 51.70 (0.00/▲4.25) 8.20 (0.00/▼0.90) 25.89 (0.00/▼3.00)

파라과이 10.20 (0.00/▲1.35) 3.98 (0.00/0.00) 6.20 (0.00/▲0.70) 0.11 (0.00/▲0.02)

※ 괄호 안은 2019/20년 12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6 JAN, 2020.

5.2.2 수입 시장

중국의 2019/20년 대두 생산 면적은 930만 ha로 전년 대비 89만 ha 늘어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1.90톤에서 1.95톤으로 늘어남에 따라 생산량은 1,81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착유용 소비량 증가로 전체 소비량은 2017/18년에 1억 

63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1억 27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

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입량도 2017/18년 9,410만 톤에서 2019/20년에는 8,50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은 2019/20년 2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6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91만 ha로 전년 대비 2만 톤 줄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88톤에서 2.86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이 1,756만 톤으로 늘어

남에 따라 수입량도 증가해 1,52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멕시코의 대두 생산량은 24만 톤으로 미미한 가운데, 소비량은 625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비량 증가로 인해 

수입량도 60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표 13. 수입 시장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중국 18.10 (0.00/▲2.13) 102.70 (▲0.50/▲0.70) 85.00 (0.00/▲2.46) 19.73 (▼0.43/▲0.27)

유럽연합 2.60 (0.00/▼0.06) 17.56 (0.00/▼0.25) 15.20 (0.00/▲0.20) 1.07 (0.00/▼0.01)

멕시코 0.24 (0.00/▼0.10) 6.25 (▲0.25/▲0.05) 6.00 (▲0.20/▲0.09) 0.20 (▼0.03/▼0.02)

※ 괄호 안은 2019/20년 12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6 J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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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다음날이 오늘이고 그 다음날은 또 내일로 다가오지만, 살다보면 우리 인간들이 

흐르는 시간에 나름 매겨놓은 매듭들이 절묘하게도 우리 인간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토록 거침없이 위쪽으로 달려오기만 하던 글로벌 자산시장이 음력

으로 새해에 접어들면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 시장의 모멘텀은 자못 심각해지

는 ‘우한 폐렴 사태’입니다. 아직은 불확실성의 변수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

진핑 주석도 계산에 넣지 못했던 ‘예기치 못한’ 악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또한 지

나갈 것으로 보고 위기 뒤에 올 기회를 노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할까요?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GFM(Global Financial Markets) 투자연구소장)*3)

1. 국제금융시장 동향

▮미국-이란 갈등 & 각본에 없었던 예기치 못한 실수

새로운 10년(decade)을 열면서 미국과 이란 간에 한 바탕 소동이 일었다(☞ 뉴

스를 접하면서 양국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사안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잘 

찍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야말로 ‘소동’이었다). 12월 27일 이라크 내의 

미군 기지에 30여 발의 로켓포가 떨어지면서, 미국 민간인 한 명이 죽고 미군과 

이라크 군인 다수가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흘 후에 미국은 F15기 전투기를 

동원해 시아파 민병대 해즈볼라의 거점 다섯 군데를 공격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최소 25명 사망). 그리고 이틀 후에는 삼엄한 경계로 유

명한 그린 존(Green zone) 내의 주(駐)이라크 미국 대사관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

았다. 이라크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애초부터 이란을 지목해 비난하던 트럼프 대통

령의 “이란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트위터는 3일 후 이라크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의 폭사(爆死)로 현실화되었다([자료 1]참조).

* jopok52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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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이라크에서 8일간 숨 가쁘게 전개된 상황 

인용: 연합 인포맥스

자료 2. 먼저 ‘벵가지 사태(2012)’를 언급하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 

  ☞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The Anti-Benghazi!” 트윗에 올라온 댓글에 실린 것으로 오른쪽벵가지 사태 당시 

질식사 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駐리비아 미국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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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솔레이마니 폭사(爆死)’ 전후

미국 대사관이 공격받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즐기고 있었다는 언론 보

도가 거슬렸던지, 트럼프는 트윗으로 ‘가짜 뉴스’ 운운하며 반박에 나서더니, 곧 

이어 2012년의 벵가지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The Anti-Benghazi!”라는 단문의 

트윗을 올렸다([자료 2] 참조). ‘뒤끝’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책은 ‘모

든 부문에서 오바마 반대로’라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

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인

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자료 3]에 인용된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트위

터 내용이다. 트럼프의 협박성 트윗을 인용해가면서 “당신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무력하다). 당신이 논리적이라면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그동안 미국이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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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저지른 죄악을 보라”는 도발적인 내용인데, 보기에 따라

서는 “이 정도면 액션에 나서서 우리에게 뭔가 큰 타격을 입혀야 하지 않겠어?”라

는 메시지로 읽힌다. 그리고 이어진 거셈 솔레이마니의 사망과 이란의 美 공군기

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사전 통보에 이어 모래밭에만 떨어뜨려 아무도 죽지 않

았다), 거기에다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격렬한 反정부 시위에 나섰던 이라크 민

중들의 대대적인 反美 시위...... 그러나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단행되었던 1월 8

일의 유가 흐름이 보여주듯이([자료 10] 참조) 시장은 내정 불안에 시달리던 이란 

정부나 탄핵 정국 하에서 뭔가 한 방이 필요했던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심전심

(以心傳心)의 각본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특히 이란 방공사령부의 착

오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격추되었음이 확인된 이후로는([자료 4] 참조) 미국-이

란 간의 갈등은 더 이상 국제금융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자료 4. 미국-이란 간의 여객기 격추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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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美/中 무역합의’ & 예기치 못한 ‘우한 폐렴’

중국 지도부의 반발이 없었더라면 작년 5월 초에는 타결되었어야 할 美/中 무역

협상이 결렬로 치달은 뒤, 5월 5일과 8월 1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대중(對中) 관세 부과는 국제금융시장에 그때마다 큰 파장을 일으키곤 했다. 

‘스몰 딜(small deal)’은 없다면서 일괄 타결을 향해 매진해오는 듯 했던 트럼프 대

통령이 작년 10월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를 앞에 앉혀둔 상태

에서 허겁지겁 발표했던 ‘1단계(phase one) 무역합의’는 마침내 지난 1월 15일 서

명식을 치르는 데까지 도달했다([자료 5] 참조). 향후 2년에 걸쳐 중국은 미국産 

제품 2천억 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세부내용은 사실상 그 동

안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중국이 얻어낸 것은 고작 1,200억 달

러어치에 대한 관세 일부 인하와 서명 직전에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난 정도......

자료 5. 美-中 ‘1단계(Phase one)’ 무역합의(1월 15일)

인용: CNBC, 마켓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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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을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던 날에 ‘미/중 무역합의’

라는 뉴스 헤드라인을 뽑아낸 것이 만족스러웠는지, 이 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척

이나 기분이 좋아 보였고, 류허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옆에 세워둔 채 50분 동안이

나 사회를 겸한 연설을 이어갔는데, 막상 언론의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무역 합의’라기보다는 ‘무역 휴전(trade truce)’으로 보면서 그 합의 또한 ‘매우 깨

지지 쉬운(fragile)' 것으로 보는 분위기이다. 양국 간의 진정한 합의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은 여전하며. 필자가 보기에 가장 우스운 대목은 중국

의 주석도 아니고 총리도 아닌 일개 부총리의 미국 측 카운터 파트너가 대통령이

라는 점이다. 류허의 상대역으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나 윌버 로스 상무장관, 아니면 하다못해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정도가 적

당했으련만,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性情)이 이

번 서명식에서도 드러났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자료 6]은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9,000p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던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아직 최

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는 자축 트위터를 보여준다. 월街는 너무 오르기만 하는 

증시에 대해 이런저런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건만, 주가 상승이 곧 자신의 지지

율 상승이라 믿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언가’를 자처하고 나서는 중이다.

자료 6. ‘美 증시 과열’ 우려 속에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트럼프

인용: 트위터,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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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셈 솔레이마니’라는 상징성 강한 인물의 사망 이후 지구상 최강대국 미국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 자국민들의 정부를 향한 반감을 반미감정으로 돌리려 

했던 이란 정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좌

절하고 있는 것처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도달’이라는 이미 몇 차례나 우려먹은 

재료로 세월 좀 보내볼까 했던 미/중 고위 정치 지도자들이 ‘우한 폐렴 확산’이라

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당혹해 하고 있다([자료 7] 참조). 2003년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에는 확진 환자 1천 명을 돌파하는데 약 4개월이 

걸린 반면에, 중국 우한市에서 첫 환자를 보고한 지난 12월 30일 이후 25만에 확

진 환자 1,000명을 돌파하는 데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이번 사태는 특히 중국 인민

들의 대규모 국내외 이동이 이뤄지는 춘제(春節: 중국 설)과 시기적으로 겹쳐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단 사안 자체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스러운 

일인데,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 가뜩이나 버블(bubble) 논쟁

에 시달리고 있는 자산시장에도 암운(暗雲)이 드리워지고 있다. 

자료 7. 연초 시장을 강타한 돌발 변수 ... ‘우한 폐렴’

인용: CNB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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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경로가 과거 사스(SARS)나 메르스(MERS) 때보다 더 취약하고 위험해 보

이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임에도 이틀에 걸친 회의 끝에 (중국의 강

해진 입김 때문인지) 국제적 비상사태로 규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WHO(세계보건

기구)의 행보도 더욱 불안감을 키운다. 이런 사안이 국제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도

대체 어떤 경우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말인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연평균 중국 방문객의 수가 일본보다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걱정스럽기

는 마찬가지다. 설 연휴를 넘기면서 접한 뉴스의 흐름을 보자면, 정부 차원의 제대

로 된 대응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춘절 이후 2주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금융시장으로서는 그야말로 울고 싶던 차에 뺨 맞는 격이라, 이번 우한 

폐렴 확산 공포로 인한 시장가격의 조정 폭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

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不確實性)’이 아니던가?

▮그 동안 편안했던 시장 & 예상되었던 변동성 확대

[자료 8]의 S&P500 VIX(변동성 지수)나 JP모건 FX 변동성 지수 추이는 최근 

금융시장이 얼마나 편안하게 랠리를 이어왔는지를 보여준다. 연준(Fed)은 이미 인

플레이션이 유의미하게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전에는 금리를 올

리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왔다. 작금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아서는 연준의 금리인

상은 요원한 일이라 투자주체들은 초단기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 중장기 투자에 편

안하게 나설 수 있다. 거기에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FX 시장의 변동성

은 저금리 통화를 차입하여 투자에 나서는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의 환위험

도 급격히 낮추었다. 그러다 보니 월가에서는 너무 ‘고요한’ 증시 랠리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주가 등락 폭이 하루 1%를 넘지 않는 장세가 우한 폐렴 

공포가 시장을 덮치기 전까지 이번에는 69거래일 동안 이어졌다). 시장에 오래 몸

담아 온 세력이라면 “안정은 불안정의 어머니”라는 시장 격언을 들어본 적도 있고, 

실제 겪어보기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불가피했던 자산 시장의 조정을 ‘우

한 폐렴 급속 확산’이라는 이슈가 조금 앞당긴 것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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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 극도로 낮은 변동성에 오히려 걱정이 커지는 월가

인용: 블룸버그, 연합인포맥스 

월가에서도 내심 걱정하던 시장 변동성 폭발은 설 연휴를 전후해 현실화되고 말

았다. 과연 무엇이 시장을 뒤흔드는 모멘텀으로 등장할 것인지 모두 궁금해 했는

데, 표면적으로는 ‘우한 폐렴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우려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존 포지션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하 [자료 

9~10]에서는 주요국(미국 & 독일) 증시 흐름과 원자재 시장 및 미국 국채수익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기술적으로 도출되는 시사점 및 향후 장세 전망을 정리해 보았

다. 

사실 글로벌 증시는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조정 장세로 진입해도 이상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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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흐름을 보자면, “차트가 꺾일 때가 되면 희한하게도 

거기에 적합한 재료가 나온다”는 차티스트들의 믿음(?)이 아직 틀리지 않음을 확

인케 된다. 어지간히도 못 오르던 국제유가는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 더욱 

수요 기반이 약해질 것을 반영하며 추락 중이다. 최대 수요처 중국이 자칫 체제 붕

괴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면서,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비철금속 가격

들이 급락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美 국채시장의 움직임을 보노라면, 확실

히 저 시장에 굴러다니는 돈들이 ‘스마트 머니’임을 다시 실감하게 된다. 

자료 9. 미국 & 독일 증시의 대표지수 추이 및 기술적 시사점 

차트 인용: 인포맥스(1월 27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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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 원자재 시장 및 美 국채수익률 동향 

차트 인용: 인포맥스(1월 27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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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 동향 및 전망

▮아직 끝나지 않은 승부 ... 달러인덱스 200일선 & 7위안

美 연준(Fed)이 네 차례의 고집스러운(?) 금리인상 이후 세 차례나 ‘보험성 금리

인하(insurance cut)'을 단행하고, 양적 긴축(QT) 중단에 이어 레포(Repo)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겠다면서, 하루짜리뿐만 아니라 기간물 레포 자금 공급에 적극적으

로 나선 데에다, 만기 1년 이하의 재정증권 매입에도 나서면서, 시장은 美 달러화

가 마침내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녹하지가 않다([자료 

11] 참조).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이 금리를 너무 올렸다. 달러가 강한 것은 좋지

만, 이것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고생을 하고 피해를 본다”는 압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금리가 주요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고 안전자산으

로서의 달러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월 29일의 FOMC, 

1월 30일의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시장반응은 여전히 중요하다).

자료 11. 달러인덱스 일간 차트 

차트 인용: 인포맥스(1/28 15:40 현재),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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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2. 역외 위안화 환율(USD/CNH) 일간 일목균형표

중국 본토 외환시장은 춘절 연휴가 연장되면서 아직 우한 폐렴 사태가 위안화 

환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역외 위안화 환율(USD/CNH)의 흐

름을 보아서는 미/중 간의 무역합의가 서명식으로 이어지기까지 강세를 보이던 위

안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자료 12] 참조). 시장을 긴장시켰

던 ‘포치(破七: 1달러 당 7위안 돌파)’ 이전 수준으로 흘러내리기는 하였지만, 아직 

7위안을 두고 펼치는 승부가 마무리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우한 폐렴 사태가 

악화될수록 위안화 약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향후 위

안화 절상이 재개될 경우에 주목할 만한 레벨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원화환율 ... 1,150원의 단단함을 확인하고 반등 시도 중

서울 외환시장에서 변함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러/원(USD/KRW) 환

율은 글로벌 달러시세에 연동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국 위안화 흐름과 동조

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증시가 오르면 환율은 떨어지고(원화강세) 증시가 하락

하면 환율은 오른다(원화약세). 셋째, 거주자외화예금 추이에서 추론되는 결론은 

기업이나 개인들은 환율 하락기에 달러를 매집하고 환율 상승기에는 보유 달러를 

처분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더 오를 만한 시점에 환율이 못 오르거나 더 내려

도 될 만한 시점에 환율하락이 제한적이라면 외환당국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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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틀림없다. [자료 13]에서 보듯이 이번에도 달러/원 1,150원의 단단함은 확인되

고 있다. 1,220원대에서 환율의 추가상승이 막힌 데에는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

레이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역으로 환율이 급격히 하락세로 내

몰릴 상황이 되면 당국이 아래를 받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설 연휴 이후 경자년

(更子年)의 첫 거래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 넘는 급락세를 보였음에도 

1,178원대에서 환율의 추가상승이 막힌 데에는 얇디얇은 일간 구름대가 저항력을 

발휘한 탓도 있겠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당국의 역할이 작용한 것으로 보

아야 할 듯하다. 향후 금융시장이 중국발 악재를 얼마나 잘 소화해 내느냐에 따라 

우하향 검은색 점선의 돌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13. 달러/원(USD/KRW) 일간 일목균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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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밝았으나 건화물선 시장은 그리 밝지만은 못하게 한 해를 시작하고 있

다. 작년 9월 ‘2,518 포인트’로 무려 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도 무색하게 금년 1월 

21일 현재 Baltic Dry Index (BDI)는 다시 ‘689 포인트’로 하락하였다. BDI 산출 기준 중 

파나막스의 표준 선형이 금년부터 82K DWT (캄사르막스)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면, 기존 

방식으로 산출한 1월 21일 자 BDI는 약 ‘650 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 선형별 건화물선 지수 

자료: Baltic Exchange

건화물선 시장은 계절적으로 1~2월에 하락하는 패턴이 종종 발생한다. 브라질, 인도네

시아 등 건화물선 시장의 주요 선적지 우기 돌입 및 세계 최대의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의 

춘절 연휴, 동계　북반구의 산업활동 부진 등으로 인해 선박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년에도 이러한 계절적 요인들과, 작년 초 발생한 광미댐 붕괴사고 이후 아직 완전히 회

복되지 못한 브라질의 철광석 생산 능력 등의 영향으로 건화물선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이석주(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거래지원팀장)*1)

* jordan@kobc.or.kr, 051-717-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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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화물선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들은 다분히 계절적인 요소가 많아, 시간이 경과하

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던 미/중 무역

분쟁이 지난 1월 15일 1단계 합의에 서명하며 무역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된 점도 건화물

선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철광석· 석탄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2020년 국제 철광석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1)브라질의 공급 능력 회복 정도’, 

‘2)중국의 철광석 수요 지속 여부’의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2019년 초 

브라질 Vale의 광미댐 붕괴사고로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 능력은 크게 제한되었다. 

2019년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량은 3월 이후 매월 전년 동기 수준을 하회하며, 최

종적으로 전년 대비 13% 가량 감소한 3억 4,030만 톤을 기록하였다. 금년에도 댐 

붕괴 사고 이전의 생산량을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사고 이후 Vale

의 철광석 생산설비 중 약 9,300만 톤 규모가 가동 중단되었으나, 이중 재가동에 

돌입한 용량은 5,000만 톤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월 현재 브라질에 우기가 

도래하며 정상 운영되던 광미댐들도 안전 점검을 이유로 일부 가동이 제한되고 있

는 점까지 감안하면, 브라질의 철광석 공급능력 회복 여부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

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중 광미댐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이 보강되며 추가로 운

영 재개되는 설비들이 늘어나고, Vale의 주력 생산 기지인 북브라질의 생산량이 

증가하며,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량은 적어도 작년 보다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브라질의 철광석 공급 감소분은 호주가 주로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는 호주도 상반기에 사이클론 피해를 입으며 철광석 선적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호주 Port Hedland항의 철광석 수

출량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4,730만 톤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

년에도 국제 철광석 시장에서는 호주산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브라질산 대비 짧은 톤마일(화물의 운송거리를 감안한 선박수요)로 인해 건화

물선, 특히 케이프 선형에 대한 상승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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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호주 및 브라질 월별 철광석 수출량 그림 3. 중국 철광석 수입량 및 조강생산량

자료: ABARE,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중국통계국, 중국해관총서

중국의 금년 조강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작년 수준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 유발산업인 철강 산업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고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철강 생산 능력을 조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기존에 추진되던 철강 생산 프로젝트들이 가동 되더라도 생산량의 

대폭 증가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국제 철광석 공급 상황 개선에 따른 가격 하락

이 발생하면, 중국의 자국산 철광석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며 수입산 대체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철광석 생산 원가는 톤당 미화 약 90~100불로 파

악되는데, 현재 중국 도착도 기준 국제 철광석 가격은 90불대 중반에 형성되어 있

다. 브라질 등의 공급 능력 회복과 함께 금년 국제 철광석 가격은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금년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 전월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은 2019년 물동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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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2020년 새해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시장을 둘러싼 펀더멘털에는 그리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겨울철에는 북반구 난방수요 증가로 석탄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겨울과 

미국과의 무역분쟁 장기화로 인한 중국의 경기 부진 등으로 석탄 해상물동량도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석탄 수입 제한 정책의 여파도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연간 석탄 수입 총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연간 허용량이 대부분 11월 이전에 소진되어 연말에는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12월 석탄 수입량이 ‘277만 톤’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87% 급감하기도 하였다. 시장은 중국의 연간 석탄 수입 총량 제한이 2020년 

초에 초기화되면 석탄 교역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12월 중 중국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석탄들이 1월에도 계속 중국 시장으로 유입되며 신규 수입 

수요를 제한하는 한편, 평년 대비 이른 춘절 연휴의 영향으로 재고 구축 활동도 

조기 종료되어 중국향 석탄 교역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석탄 수입국인 인디아는 자체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가 

지속되며 수입수요가 예년 대비 부진한 상황이며, 한국의 경우 동계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위해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80%로 제한하고 있어 석탄 수요가 

침체되고 있다. 

그림 5.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 전월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은 2019년 물동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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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또한 온난한 겨울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 저렴하고 공급이 풍부한 천연가

스 대체 등으로 석탄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유럽 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콜럼비아산 석탄이 인디아향으로 일부 판매되고 있으나, 저렴한 상품 가격과 저운

임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판매구조라 건화물선 시황에 대한 상승효과는 미미하

다. 

중국, 한국과 같이 계절적 요인이 석탄 수요를 제한하는 부분은 2월 이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디아도 자체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해마다 3분기 내외에 도래하는 몬순 시즌을 대비하기 위한 

재고 구축 수요가 2분기 중 유입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석탄 수요 감소는 에너

지 믹스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하고 있어, 석탄 교역의 중심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곡물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소맥 물동량 추이와 전망

올 시즌 세계 소맥 시장은 유럽의 약진과 대조적으로 러시아와 호주의 부진이 

예상된다. USDA는 올 시즌 전 세계 소맥 해상물동량을 전 시즌 대비 약 7백만 톤 

증가한 1.82억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와 러시아의 소맥 수출량이 각각 약 

140만 톤 감소하겠으나, 이는 유럽연합의 수출량 760만 톤 증가로 넉넉히 상쇄될 

전망이다. 

호주는 수년간 이어진 기상이변으로 올 시즌에도 생산량 및 수출량 감소가 

예견되어 왔다. USDA의 1월 보고서에서는 호주의 올 시즌 소맥 수출량이 이전 

전망치 대비 20만 톤 추가 감소한 840만 톤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마지막으로 

풍작을 기록했던 2016/17 시즌의 38% 수준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월은 

호주산 소맥이 수출시장에 활발히 유입될 시기이지만, 부진한 작황으로 건화물선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농업부는 자국 내 곡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19/20 시즌의 하반기 

(‘20년 1~6월) 기간 중 곡물의 수출량을 총 2천만 톤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업계에서는 굳이 러시아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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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해당 기간 러시아의 곡물 수출량이 2천만 톤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수출 제한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산 곡물에 대한 교역을 위축시킬 수 있어, 향후 관련 사항의 진행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그림 6. 소맥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U.S.D.A / 전월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은 2019/20 시즌 물동량 기준

▮옥수수(잡곡) 물동량 추이와 전망

올 시즌 옥수수 해상물동량은 미국 부진 / 남미 약진의 특징이 전반적으로 이어

지고 있다. 미국산 옥수수가 파종기 악천후 및 수확기 서리 피해 등으로 인해 수확

량이 감소하며 수출 경쟁력이 다수 상실되자, 그 공백을 작황이 양호한 남미산이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올 시즌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전 시즌 대비 약 120만 톤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두 시즌 전인 2017/18 시즌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약 1,500만 톤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옥수수의 수출은 수확이 시작되며 회복세를 보여주

고 있다. 지난 11월 미국산 옥수수 수출량은 508만 톤으로 2019년 1월 이후 처음

으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올 시즌 미국산 옥수수의 

수출 부진을 상쇄하며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해온 브라질산 옥수

수의 수출량은 지난 11월부터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며 옥수수 해

상물동량의 주도권을 서서히 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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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브라질 및 미국 월별 옥수수 수출량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시즌 초반 국제 옥수수 시장에 주도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던 남미산의 수출 가용 

물량이 차츰 소진됨에 따라, 브라질산 이모작 옥수수가 본격 출하되는 3분기 이전

까지는 미국산 옥수수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지난 해 

말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친 시장주의 정책을 펼치던 마크리 정부가 물러나고, 높

은 세금과 분배를 우선하는 페르난데스 정부가 집권하며 곡물에 대한 수출세가 인

상된 점도 다가오는 남미 곡물 시즌의 옥수수 수출량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옥수수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U.S.D.A / 전월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은 2019/20 시즌 물동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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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미국과 브라질의 중국향 판매로 대변되는 대두 물동량의 경우, 지난 15일 미/중 

무역협상 1단계 서명이 이루어지며 향후 미국산 물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번 합

의 이전부터 중국은 미국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미국산 대두에 대한 보복관세 

면제부 수입 건들을 진행해 왔고, 덕분이 미국의 대두 수출량은 미/중 무역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던 2018년 대비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다. 

미국의 올 시즌 대두 작황은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파종 지연에 따른 생산량 감

소 문제를 안고 있어, 중국향 교역이 정상화 되더라도 그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대두 수출자들이 미국산 대두의 중국향 판매 본격화 

이전에 최대한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기 수출 수요가 시장에 이미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남미산 대두의 수확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건화물선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또한 브라질의 올 시즌 대두 생산량은 사상 최

대치였던 2017/18 시즌의 기록 1억 2,200만 톤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국산 대두의 중국향 판매 증가는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실정이다. 

그림 9. 브라질 및 미국 월별 대두 수출량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한편, 브라질과 함께 남미 대두 및 대두박 수출의 축을 담당하는 아르헨티나의 

수출은 다소간의 부진이 예상된다. 앞서 옥수수 부분에서 기술했듯이, 지난 해 말 

분배 우선주의 정부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대두 및 대두박에 

대한 수출세는 기존 25%에서 30%로 인상된 바 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하여 중국이 추진하던 아르헨티나산 대두박 수입도 미/중 무역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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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서명 이후 그 필요성이 크게 약화된 실정이다. 수출세 인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과 대두박 수출 가능성 축소를 감안하면, 아르헨티나산의 수출량 

감소분 정도는 미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0.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U.S.D.A / 전월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은 2019/20 시즌 물동량 기준

3. 건화물 물동량· 선복량 추이와 전망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2020년 건화물선 물동량은 약 53.93억 톤으로 전년 대비 약 2.1%의 성장이 예

상된다(Clarksons). 브라질의 철광석 생산이 작년 초 발생한 광미댐 붕괴사고의 

후유증으로부터 차츰 벗어나며 물량 증가를 이끄는 동시에, 미/중 무역분쟁 완화

에 따른 경기 회복, 미국산 곡물 수출량 증가 등이 물동량 성장세를 이끌어 갈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알루미늄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보크사이트의 해상 물동량도 절

대적인 물량 자체는 철광석 등 주요 화물 대비 작지만,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 

수준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 경제권에서 대기오염 문제로 점차 사용도가 감소

하고 있는 석탄의 경우 1% 수준의 물동량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니켈 원

광은 인도네시아의 미가공 원광 수출 금지 방침의 영향으로 2019년의 물동량 증가

세를 모두 반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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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주요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 전월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은 2019년 물동량 기준

▮건화물선 선복량 추이와 전망

2019년 12월 말 기준 건화물선 선복량은 8.79억 톤으로 2018년 말 대비 약 

3,400만 톤 증가하였다. 2019년 하반기 건화물선 시황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선복의 신조선 인도는 지속된 반면, 노후선 해체는 크게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다. 

2019년 전체 건화물선 선대 증가율은 4% 수준을 기록했는데, Cape와 P’max는 

각각 4%, 5.3%로 평균과 같거나 상회하였고, S‘max와 Handy는 각각 3.5%, 

2.1%를 기록하여 전체 평균 대비 낮은 선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12. Cape·P’max 월별 신조인도·해체·순증감 추이

자료: Clarkson, 단위: 천 톤

이러한 패턴은 2020년에도 지속되어, Cape과 P'max는 각각 5.3%, 4.0%로 전

체 건화물선 선대 증가율 3.8%를 상회화고, S’max와 Handy는 각각 2.7%, 1.2% 

증가하며 평균 대비 낮은 선대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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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건화물선 시황 추이와 전망

2019년 9월 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추세를 이어온 BDI는 다시 작년 초 브라질 

광미댐 붕괴사고 발생 직후 수준인 600 포인트 대로 내려앉았다. 브라질 및 인도

네시아 우기, 상대적으로 온난한 겨울 기후, 호주 작황 부진에 따른 곡물 수요 감

소, 남미 곡물 수확 지연, 평년 대비 이른 중국의 춘절 연휴에 따른 거래 부진 등 

현재의 시황 침체를 설명할 재료들은 사방에 넘쳐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위에 나열된 시황 침체 원인들이 계절성에 기인한 점이 많다는 것과, 중국 

춘절 이후 2월부터는 남미 곡물 및 태평양 역내 석탄 교역이 증가할 조짐을 보이

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철광석은 중국 내 수요가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해상 물동량 발생이 제한되고 있다. 중국의 철강 생산 마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어, 2월 경 브라질의 물량 공급 사정이 개선되면 Cape 선형의 시황도 회복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건화물선 운임지수 추이(장기·단기)

자료: 발틱해운거래소

그리고 이미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한 남미 곡물 시즌 효과도 풍부한 생산량에 

힘입어 예년 대비 부족하지 않은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석탄과 같은 

남미 곡물 이외의 상승 동력이 부족할 경우 남미 곡물 시즌의 상승세가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중국의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3월 이후에는 석탄의 물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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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호에서 “내년(2020년) 초까지 하락 압력이 지속되어 시장이 다시 원가 이

하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망했던 

부분이 유감스럽게도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깊은 골짜기에 이어 높은 산이 나타

나 듯, 건화물선 시황도 현재 저점을 통과하며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2020년 1월 현재 건화물선 시황의 극심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요 곡물 항로의 

운임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

가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선박들은 기존 고유황유 대비 고가인 저유황

유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선박의 운항원가 중 연료비 비중을 증대시켜, 건화물

선 용선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곡물을 포함한 화물 운임을 보합 또는 상승시

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14. 노선별 곡물 운임 추이
(단위: US$/ton)

구  분 USG PNW BRZ

현  물 44.25 22.98 36.00

2019년 45.1 24.1 33.6

2018년 44.8 24.9 34.3

3년 평균 43.1 23.3 32.2

3년 최고 52.3 29.9 43.0

3년 최저 34.0 16.9 22.0

자료: Clarkson

현재 건화물선 용선시장의 침체로 인해 화주들이 체감하는 운임 상승 정도가 비

교적 경미할 수 있으나, 건화물선 시황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경우 운임 상승 강도

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연료유가는 연초 고점을 지나 다소간 안정되고 

있으나, 향후 선박 용선료의 회복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운임 관리 전략을 수립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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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동향: 곡물 선물 가격은 1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2019년 12월 말 대비 옥수수 

+0.5%, 대두 -2.7%, 소맥 +2.1를 기록하며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옥수수 +1.7%, 대두 +7.2%, 소맥 +3.2%를 기록하

며,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조정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곡물 전망: 1) 글로벌 소맥 작황에 대한 우려, 2)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확대 기대 등은 곡물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1) 소맥 선물의 경우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향후 전고점의 저항대를 앞두고 있어 

가격의 추가 상승에 부담 요인인 점, 2) 중국의 구체적인 미국산 곡물 수입 확대 움직임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 등은 일방적인 곡물 가격 상승 흐름을 제한할 부분으로, 곡물 가

격은 제시한 챠트들에서 보듯 중장기 밴드권에서의 가격 흐름을 예상한다. 

에너지 동향: WTI 원유 선물 가격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11월 말 대비 +10.1%

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또한 1월 6일에는 WTI 선물 3월물 기준으로 배럴당 63.99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1) 12월 5일 개최된 OPEC 회의에서 러시아가 승복하며, 

2020년 1~3월까지 추가로 일간 50만 배럴의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고, 2) 미국이 1월 3일

에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으로 암살하는 등 양국간의 전면전 우려가 부각된 점 

등이 가격 급등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망: 2020년에도 글로벌 원유 수급 불안 요인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1) 

완만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지속, 2)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잔존 등

의 하방 지지 요인으로 인해, 원유 선물 가격은 중장기 밴드권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물론 시장 예상과 달리 1)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지거나, 2) 미국과 이란간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경우에는 WTI 원유 선물 가격은 上記 밴드권 상단을 상회할 리

스크는 안고 있다.

[차트: USDA, 삼성선물]

해외 곡물/에너지 선물 가격 동향과 전망
임호상(Economist & Grain Analyst)*1)

* hosang09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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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물 선물 시장 가격 동향과 전망

1.1 곡물 선물 동향: 12월의 가격 급등 후 혼재된 흐름 보임

표 1. 1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1월 17일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2018년말比 (%) -4.1% -2.5% +3.2% +12.5% -8.2% +22.0%

2019년말比 (%) +0.5% -2.7% +2.1% -4.3% -1.5% -3.7%

표 2. 12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12월 말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2018년말比 (%) -4.6% +0.2% +1.1% +17.5% -6.8% +26.6%

11월 말比 (%) +1.7% +7.2% +3.2% +12.8% +2.7% +10.1%

곡물 선물 가격은 1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2019년 12월 말 대비 옥수수 +0.5%, 

대두 -2.7%, 소맥 +2.1를 기록하며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옥수수 +1.7%, 대두 +7.2%, 소맥 +3.2%를 

기록하며 곡물 가격이 급등함에 따른 기간 조정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대두 선물 가격 추이 차트 (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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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곡물 가격이 급등한 것은 1) 12월 13일에 美/中 무역 분쟁의 1단계 합의 

소식으로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확대 기대가 부각되고, 2) 아르헨티나 정부가 

시장이 우려하던 곡물 수출에 대한 수출 관세 부과를 단행하여, 미국산 곡물 수출

에 긍정적 요인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3) 미국 외에도 호주, 러시아, 남미의 소

맥 작황 우려 속에 소맥 가격의 상승 흐름이 1월까지 이어진 점, 4) 12월 5일 

OPEC 회의에서 원유 추가 감산 합의와 미국과 이란간 분쟁 우려 속에 유가가 급

등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림 2. 대두 Oil 선물 가격 일간 차트 (출처: 삼성선물)

다만, 1월 들어서는 소맥 가격이 작황 우려 속에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대두 가

격은 하락하며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는 미/중간 1단계 무역 합의 조인식

이 1월 15일에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기대 속에 대두 중심으로 

들어왔던 매수세가 뉴스에 팔라는 시장 격언처럼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은 것이 원

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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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옥수수 선물 가격 일간 차트 (출처: 삼성선물)

1.2 곡물 선물 가격 전망 

▮소맥 작황 우려와 중국의 곡물 수입 기대는 곡물 가격 지지 요인이나

미국산 소맥 가격의 상승 요인인 호주, 러시아, 남미의 소맥 작황 우려는 소맥 

가격의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또한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로 인해 

향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곡물 가격 지지 요

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아래 소맥 선물 가격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고점의 저항대를 앞두

고 있어 기술적인 가격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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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맥 선물 가격 일간 차트 (출처: 삼성선물)

또한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도 단기 가격 조정 요인이 부각되고 있어 주의가 필

요하다. 미/중간 1단계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2년간 32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합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국내의 수급 요인에 근

거해서 수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협상 타결 후 

중국 협상 대표단의 대두 수입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점이 투기적 매수세가 유

입되었던 대두 선물 가격의 조정 폭을 크게 한 요인이기도 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확대 요인이므로 단기간의 가격 조정은 있겠지만, 미국

산 곡물 가격의 하방 지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완만한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은 상품 가격 지지 요인

IMF의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3%로 2019년도 경제성장률인 

+2.9%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1) 1월 1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중

간 1단계 무역협상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

며, 2) 중국 정부가 최근 금융 및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시도하면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일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3) 유럽중앙은행 ECB의 금

융완화 기조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것에서 보듯 유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은 2020년 글로벌 경기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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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기대를 이어갈 요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은 원유를 비롯

한 상품 가격의 하단을 지지해 줄 요인이다.

그림 5. 미국 S&P 500 mini 주가 지수 선물 차트 (출처: 삼성선물)

그림 6. 유럽DJ 유로스탁 50 주가지수 선물 차트 (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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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 강세 흐름은 미국산 곡물 수출에 부담 요인

최근 브라질 중앙은행이 0.5%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 주요 수출국인 브

라질 헤알貨의 약세 흐름은 미국 곡물 수출에 여전한 부담 요인이다. 특히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로 향후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장 큰 요인이 축소된 점은, 이들 곡물 수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강세 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7. 호주달러화 일간 차트: 호주달러화 대비 약세 흐름 유리 (출처: 삼성선물)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2단계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이 11월 美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단계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리

스크 요인이다. 이는 향후 미국 경기회복 흐름이 둔화될 경우 FOMC로 하여금 추

가 금리인하를 통해 달러화 약세 흐름을 유도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FOMC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은 축소된 상황으로 기본적으로 달러화 강세 흐름은 유지될 전망이며, 이는 미국

산 곡물 가격의 급등을 제한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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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선물 전망 요약: 중국의 구체적인 곡물 수입 확인이 필요

1) 앞서 언급한 글로벌 소맥 작황에 대한 우려, 2)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 타결

에 따른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확대 기대 등은 곡물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1) 소맥 선물의 경우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향후 저항대를 앞두고 있어 

가격의 추가 상승에 부담 요인인 점, 2) 중국의 구체적인 미국산 곡물 수입 확대 

움직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 등은 일방적인 곡물 가격 상승 흐름을 제한할 

부분으로, 앞서 제시한 곡물 차트들의 중장기 밴드권에서의 가격 흐름을 예상한

다. 

2. 에너지 선물 동향과 전망 

2.1 에너지 선물 동향: 감산과 이란과의 전면전 우려로 급등 후 반락

표 3. 1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1월 17일 종가 기준)

품목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2018년말比 (%) +22.0% +7.3% -33.5% +23.8% +5.8%

2019년말比 (%) -3.7% -8.1% -8.4% -3.0% +1.7%

표 4. 12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12월 말 종가 기준)

품목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2018년말比 (%) +26.6% +16.8% -27.3% +27.6% +4.0%

11월말比 (%) +10.1% +7.6% -4.6% +5.4% +5.2%

WTI 원유 선물 가격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11월 말 대비 +10.1%를 기록

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또한 1월 6일에는 WTI 선물 3월물 기준으로 배럴당 63.99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1) 12월 5일 개최된 OPEC 회의에서 러시아가 승복

하며 2020년 1~3월까지 일간 50만 배럴의 추가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고, 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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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월 3일에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으로 암살하는 등 양국간의 전면전 

우려가 부각된 점 등이 가격 급등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월 중반 들어서는 1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3.7%를 

기록하며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란이 1월 3일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

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지만, 이로 인해 

양국간의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림 8. WTI 원유선물 일간: 미국과 이란 무력 충돌 우려 속에 급등한 후 조정 

(출처: 삼성선물)

2.2 에너지 선물 전망: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수급 우려는 제한

▮완만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로 상품 가격 하락은 제한될 듯

최근 발표된 IMF의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3%로 작년 10월 

전망치 대비 하향 수정되었는데, 이는 미/중간 무역협상에 대한 우려가 일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2019년도 경제성장률 +2.9% 대비해서는 여전히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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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발표된 FOMC 의사록을 통해 아직 파월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은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고,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

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가운데 이번 1월 15일에 미/중간 1

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되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다음 차트에서 보듯 구리를 비롯한 상품 가격이 그 동안의 중기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상품 가격의 지지 요

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그림 9. 구리 선물 일간 차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완화로 하락 추세 탈피 

(출처: 삼성선물, 연결선물 기준)

▮다만 OPEC 12월 추가 감산에도 글로벌 수급 우려는 제한적임은 

유의

1) 지난 12월 5일 개최된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에서 사우디와 러시아 등

이 2020년 1~3월 동안 일간 50만 배럴의 원유 생산 추가 감산 결정, 2) 사우디아

라비아의 국영 원유생산업체 아람코의 IPO 상장을 앞두고 고유가 유지의 필요성 

부각, 3) 2019년 하반기 부각되었던 미국과 이란간 핵개발을 둘러싼 분쟁 심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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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12월에 국제 유가는 급등 흐름을 보였다. 특히 1월 3일에 

트럼프 대통령 명령 하에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암살

된 직후, 이란이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폭격하면서 양국간 전면전 우려

가 부각되며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1)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으며, 2)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글로벌 원유 수급 전망에서도 2020

년에도 글로벌 원유 수급 불안 요인은 제한적일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16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상반기 원유 재고 누적으로 인한 

가격 조정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글로벌 석유 수요는 전년대비 

증가하겠지만, OPEC 비회원국의 증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OPEC 회원국들이 생

산한 원유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결국 유가의 상승 폭을 제

한할 부분이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더라도 현재의 원유 시장은 OECD 가맹국의 원유 재

고량이 많고 OPEC 비회원국의 증산 압력이 커져 있는 상황인 만큼, OPEC과 러시

아 등의 제한적인 추가 감산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과 관련해서는 굴착장치(Rig) 가동

수의 축소 흐름이 2019년 말로 일단락 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도 유가 상승 폭을 

제한할 요인이다. 

다만,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고, 미국과 이

란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유가의 급락 흐름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 분

쟁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는다면 국제 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65달러 대

가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50~60 달러 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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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Heating Oil 선물: 원유 가격 상승 폭 축소 속에 조정 

(출처: 삼성선물, 최근월물 기준)

그림 11. 천연가스 선물 일간: 급락 흐름 (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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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장 전망 요약: 경기 회복에도 수급 우려 제한 속 밴드권 

전망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발표된 IEA는 2020년에도 글로벌 원유 수급 불안 요

인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1) 미국과 중국 주도의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2) 여전히 잔존하는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

당 65달러 대가 강한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50~60 달러대의 밴드권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물론, 시장 예상과 달리, 1)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 및 중국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도입을 계기로 더욱 빨라지거나, 2) 미국과 이

란간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경우, WTI 원유 선물 가격은 上記 밴드권 상단을 

상회할 리스크는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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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량안보 정책과 
종합상사의 해외 농업투자

임송수*2)

1. 서론

2007~08년에 국제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국제무역에서 수출규제 등

이 나타나자, 일본은 식량 공급의 안정을 위한 국내 농업생산이 중요하고 안정되

고 다각적인 수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식량 수요의 상

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처지에서, 국제가격 상승 때에 나타

난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나 물가상승에서 비롯한 일부 국가의 폭동 등은 일본의 

수급 안정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일본은 해

외 농업투자를 통해 세계 식량 생산을 증대하고, 안정된 무역환경을 조정하는 것

이 자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되었다.

세계의 곡물 여건은 공급 측면과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도 그 압박이 가중하고 

있다. 개도국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이 여전히 영양 결핍 수준에 머물러 있

다. 또한, 바이오 연료 생산 증대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작물 수급이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도 장기적으로 식량안보의 중대한 위협과 도전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여건 변화는 중장기에 국제 식량 수급이 중요함을 나타내며,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안정되게 공급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본은 식량

안보를 위한 기본 대응방안 중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

하였다. 일본의 식량자급률 목표는 열량(calories) 기준으로 2018년에 37%에서 

2025년에 45%이고, 생산액 기준으로 각각 66%와 73%이다(大臣官房政策課 

2019).1) 일본은 자급으로만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필요한 농산물

* songsooc@gmail.com

1) 식량자급률은 다음처럼 계산함: 국내생산수입수출±재고변동

국내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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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정되고 다양한 곳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해외 농업투자가 촉진

되고 있다.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 공적 지원 수단을 활용하고 행동원

칙의 논리를 세웠다. 법 규정도 확충하여 2010년 3월과 2015년 3월에 �식량과 농

업 및 농촌기본계획(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 2009년 8월에 해외 투자 촉진

회의(海外投資促進会議)의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투자 자금촉진에 관한 지침(食料

安全保障のための海外投資促進に関する指針)�, 2009년 3월에 �새로운 식량 정세

에 따른 국제적 틀에 관한 중간보고(新たな食料情勢に応じた国際的枠組について-

中間報告)� 등을 내놓았다.2)3)4)

그러나 대규모 해외 농업투자를 둘러싸고 개도국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비판

과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곧 “농지수탈(land grabbing)” 혹은 “신식민주의” 논쟁

이다.5) 이에 따라 투자 대상국과 해당 소농을 포함한 현지인과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책임 있는 농업투자원칙(principles of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 PRAI)”이 제시되었다(CWFS 2014). PRAI 원칙은 다음

과 같다.

① 식량안보 보장과 영양에 이바지해야 한다.

② 지속할 수 있고 포용적인 경제개발과 빈곤 퇴치에 이바지해야 한다.

③ 성(性) 평등과 여성의 권능 부여를 촉진해야 한다.

④ 젊은이의 참여와 권능 부여를 촉진해야 한다.

2) �식량과 농업 및 농촌 기본계획�은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보통 5년마다 변경함.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람(일문): 

https://www.maff.go.jp/j/keikaku/k_aratana.

3)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 투자 촉진에 관한 지침�에 관한 개요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함.

4) �새로운 식량 정세에 따른 국제적 틀에 관한 중간보고�는, ① 국제적인 식량 수급 상황, ② 농림수산

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 ③ 농림수산물 무역에 관한 국제 틀의 기본 방향, ④ 식량 원조 등의 내

용을 담고 있음.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람(일문): 

https://www.maff.go.jp/j/study/kokusai_wakugumi/pdf/summary.pdf.

5) “토지수탈”은 “생계형 농업인, 농생태학, 토지관리, 식량 주권, 인권 등을 희생하면서 투기, 추출, 자

원 지배 또는 상품화 목적으로 민관 및 내외 국민이나 조직의 합법 또는 불법 수단을 통한 지역의 

평균 토지 규모보다 큰 농지에 관한 소유, 임차, 양허, 계약, 쿼터 또는 일반적인 권한 등의 지배

(Control-whether through ownership, lease, concession, contracts, quotas, or general power - of 

larger than locally-typical amounts of land by any persons or entities - public or private, foreign 

or domestic - via any means - ‘legal’ or ‘illegal’ - for purposes of speculation, extraction, 

resource control or commodification at the expense of peasant farmers, agroecology, land 

stewardship, food sovereignty and human rights)”로 정의할 수 있음(Eco Rurali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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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토지 소유, 어업, 삼림, 물에 관한 접근성을 존중해야 한다.

⑥ 천연자원의 보존, 지속 가능한 관리, 강인성 향상 및 재해 위험을 감소해야 

한다. 

⑦ 문화유산과 전통지식을 존중하고 다양성과 기술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⑧ 안전과 건강을 배려한 농업과 식품체계를 촉진해야 한다.

⑨ 포용적이고 투명한 행정관리 구조와 절차 및 불만을 처리하는 방식을 포함해

야 한다.

⑩ 환경 평가와 대처 및 설명 책임을 촉진해야 한다.

2. 일본의 식량자급률 현황

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에 육류와 유지류 소비가 증가하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

로 식량자급률은 장기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낸다<그림 1 참조>. 2018년에 생산액 

기준 자급률은 66%이고, 열량 기준 자급률은 37%이다. 

그림 1. 식량자급률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2019a)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72

<그림 2>은 2018년에 열량 기준의 식량자급률을 국내생산과 수입부문으로 구분

해 표기한 것이다. 하루 1인당 총 공급 열량은 2,443 kcal이고 이 가운데 국내산 

식량에 의한 공급 열량은 912 kcal이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쌀은 528 kcal를 공

급하는데 517 kcal이 국내산으로 충족되어 자급률 98%를 기록하였다. 축산물 자

급률은 15%로 산출되는데, 수입 사료에 의한 기여분을 별로도 산출하면 46%로 나

타났다. 열량의 주요 공급원인 유지류와 밀의 자급률은 더욱 낮아 각각 3%와 12%

에 불과하다.

그림 2. 품목별 공급 열량 자급률: 2018년

자료: 農林水産省(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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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일본이 수입하는 밀, 옥수수, 콩의 주요 수출지역과 물량을 나타낸

다. 2018년 기준으로 밀 수입량은 약 570만 톤인데, 이 가운데 51%를 미국에서 들

여온다. 옥수수 수입량은 총 1,580만 톤인데, 그 대부분인 92%를 미국산으로 채운

다. 콩의 경우 미국산과 브라질산이 각각 72%와 17%를 차지한다.

그림 3. 주요 곡물의 수출국: 2018년

자료: 農林水産省(2019a)

식량안보 확충을 위한 방편으로 일본 정부는 주요 품목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곧 1999년의 �식량과 농업 및 농촌 기본법� 제15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식량과 농업 및 농촌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식량자급률 목표 또한 설

정한다. 또한, 이 법의 제15조 제3항은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할 때 국내 농업생

산과 식량 소비에 관한 지침에다 농업인 등의 당사자가 해야 할 과제(이른바 “생산 

노력 목표”)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 1>은 2013년 기준연도 아래 설정한 2025년의 목표 자급률을 품목별로 나타

낸 것이다. 2013년에 열량 기준 식량자급률은 39%인데, 2025년 목표는 45%로 설

정되었다. 생산액 기준 자급률과 사료 자급률 목표는 각각 73%와 40%로 제시되었

다. 품목별로 보면, 2018년 실적이 2025년 목표를 이미 초과한 품목은 쌀 103%, 

닭고기 110%, 달걀 109%이다. 나머지 품목은 자급률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콩의 자급률은 목표 대비 66%로 가장 낮았다.

식량자급률 증대를 위해 일본 정부는 소비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

다. 예를 들면, 국내산 식량의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으로 열량 기준의 식량자급

률 1% 향상하기 위한 예시를 <그림 4>와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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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품목별 자급률 기준과 추이 및 목표

기준/품목
2013
(기준)

2014 2015 2016 2017
2018
(A)

2025
(목표) 
(B)

자급률
(A/B)

전체
(%)

열량 39 39 39 38 38 37 45

-생산액 66 64 66 68 66 66 73

사료 26 27 28 27 26 25 40

품목
(만톤)

쌀 859 842 797 803 780 775 752 103%

밀 81 85 100 79 91 77 95 81%

콩 20 23 24 24 25 21 32 66%

고구마 94 89 81 86 81 80 94 85%

감자 241 246 241 220 240 226 250 90%

채소 1,178 1,196 1,186 1,160 1,155 1,131 1,395 81%

과일 304 311 297 292 281 283 309 92%

전채 344 357 393 319 390 361 368 98%

사탕수수 119 116 126 157 130 120 153 78%

우유 745 733 741 734 729 728 750 97%

소고기 51 50 48 46 47 48 52 92%

돼지고기 131 125 127 128 127 128 131 98%

닭고기 146 149 152 155 158 160 146 110%

달걀 252 250 254 256 261 263 241 109%

어패류(식용) 370 378 357 329 324 335 387 87%

자료: 農林水産省(2019a)

그림 4. 열량 기준의 식량자급률 1% 향상을 위한 소비 확대 예시

   자료: 農林水産省(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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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농업투자 지침과 지원의 틀

일본은 식량안보를 위해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안정되고 수

입처가 다양한 수입을 추구한다. 또한, 식량안보의 한 전략으로서 해외 농업투자

도 촉진하는데, 이를 통한 세계 전체 농업생산의 증대가 결국 자국의 식량안보에

도 이바지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해외 농업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2009년 4월에 농림수산성, 외무성, 재무

성, 경제산업성, 국제협력은행, 국제협력기구, 일본무역진흥기구, 일본무역보험 

등은 ｢식량안보 보장 목적의 해외 투자 촉진회의｣를 공동으로 결성하였다. 이 회

의를 통해 같은 해 8월에는 이른바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 투자 촉진에 관한 지침

�을 내놓았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해외 투자 촉진에 관한 지침의 내용

주제 주요 내용

투자 대상 농산물
∙ 국제적인 식량 수급 동향, 식량 소비에서 중요도, 수입의존도 등의 기준으

로 설정
∙ 일단 콩과 옥수수에 우선순위 부여

투자 대상 지역
∙ 중남미,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에서 투자환경 정비와 함께 농업 투자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시행

민관 연계 모형 구축

∙ 공적 지원 수단을 종합하여 활용
- 투자환경의 정비(투자협정 체결 등)
- ODA와 연계(생산과 유통 하부구조 정비 등)
- 공적 금융의 활용
- 무역 보험의 활용
- 농업기술 지원(공동기술 연구, 기술지원 등) 
- 농업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

국가의 행동원칙 ∙ 국제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농업투자 추진

자료: 農林水産省(2016)

농업투자는 날씨 측면의 위험요인과 더불어 수출국이 수출규제를 도입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이 적지 않다. 또한, 수출 개도국의 경우에는 보통 농산물 

운송에 필요한 하부구조가 미흡하므로 운송비용이 상대적으로 커, 민간투자가 오

히려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생산과 유통 하부구조를 정비

하는 데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활용할 수 있

다.6) 또한, 민간부문과 정부 간 연대를 통해 기술이전이나 무역보험 등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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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해외 농업투자의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 <표 3>은 이러한 민관 연대를 통한 일본의 해외 농업투자 전략을 정리한 것

이다. 

표 3. 정부와 기업 간 연대에 기초한 일본의 해외 농업투자 전략

주체 활동 분야 세부 내용

민간기업

∙ 생산
∙ 농지 취득과 임차
∙ 생산과 수확
∙ 농지개발, 관개, 보관시설

∙ 집하
∙ 운송

∙ 집하와 저장시설
∙ 집하 및 관리
∙ 운송과 판매

∙ 수출
∙ 수출터미널
∙ 선적과 수출

정부

∙ ODA와 연계
∙ 공적 금융과 무역보험

∙ 하부구조 정비
∙ 기술지원

∙ 투자환경 정비
∙ 투자협정 등의 체결
∙ 정부 간 경제 대화

∙ 정보 제공 ∙ 농업투자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 농업기술 ∙ 연구기관, 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한 공동연구, 기술지원

∙ 수입 안정화 ∙ 수출규제의 억제 등의 대응 

∙ 현지조사와 인력 해외파견

주: 1. 공적 금융을 포함한 공적 지원은 수출신용(export credit) 조치로서 직접대출, 재금융(refinance), 이자 지원, 

원조(차관, 증여), 수출보험과 보증 등에 해당함. 일본의 경우 일본수출투자보험공사(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NEXI, www.nexi.go.jp)의 “무역보험”과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www.jbic.go.jp)의 “수출금융”이 공적 지원에 해당함.

   2.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www.jica.go.jp)는 1974년에 창립한 국

제협력기관으로 개도국에 관한 기술협력을 주로 담당함.

자료: 農林水産省(2016)

주요 곡물의 수급 상황과 전망 및 민간기업의 관심 등을 감안하여, 수입 안정화

와 다각화 목적의 유망 지역으로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동유럽의 우크라이

나 등을 공략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관련 민간기업에 해당 수출국의 정보 제

공, 투자환경 정비 등을 지원하고 개별적인 세부 사항은 공적 지원의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표 4>은 주요 수출지역별 공적 지원 수단을 정리한 것이다.

6) 2016년 기준으로 일본의 총 ODA는 168억 달러 또는 GNI 대비 0.2%(UN의 권고 기준은 0.7%)임 

(MOFA 2017). 이 가운데 양자(bilateral) ODA 비중은 80%로 대부분을 차지함. 같은 해 농림수산성의 

ODA 예산은 27억 4,200만 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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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수출지역별 대응책

대상 국가 상황 세부 대응책

브라질
아르헨티나

∙ 곡물 생산과 수출이 상승세를 나타냄.
∙ 일본 기업의 관심이 큼.

∙ 농업투자와 관련한 정보 제공
∙ 농산물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관한 협력
∙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측면의 요구와 압박
∙ 공적 금융의 틀 활용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곡물 생산과 수출의 확대 가능성이 큼. 
∙ 현지 정보가 미흡함.
∙ 소비자의 품질 요건에 부합하는 생산관

리와 검사체계가 선행되어야 함.

∙ 농업투자 관련 정보 제공
∙ 우크라이나: 투자협정과 기술협력의 틀 정립
∙ 우크라이나와 파라과이: ODA와 연계한 지원

자료: 農林水産省(2016)

일본의 공적 지원과 연계하여 민간기업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과 사업 특성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일본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투자 관심 지역

주요 특징 지역 또는 국가

생산과 수출확대 지역 브라질, 아르헨티나

수출 가능성이 큰 지역 우크라이나(러시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 파라과이, 우루과이

주요 밀 생산지역 중앙아시아

잠재력이 큰 지역 아프리카(모잠비크)

자료: 農林水産省(2016)

4. 일본 종합상사의 해외 농업투자 현황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주로 종합상사)은 국가위험이나 기후 위험요인으로 인해 

곡물 등의 해외 농업생산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

운 해외 투자에 참여하면서 곡물 등의 유통과 판매 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일부 기

업은 직접 농업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곡물 

등의 생산량과 수출량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본 기업은 투자 관련 사업의 전개와 

확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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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일본 종합상사(sogo shosha)의 해외 농업투자 관련 최근 동향을 정리

한 것이다.

표 6. 일본 종합상사별 최근 해외 농업투자 동향

기업 때 투자사업의 내용

스미토모 상사
(住友商事)

2010년 4월
∙ 항만 터미널과 사일로를 운영하는 Australian Bulk Alliance(ABA) 사를 

완전한 자회사로 설정

2011년 12월 ∙ 곡물 출하-판매회사인 Emerald Grain과 ABA의 경영 통합

2015년 2월
∙ 브라질 Mato Grosso 주의 농업생산 자재 도매상 Agro Amazonia 사

에 출자하고 농업 생산지원 사업에 참여

미쓰이 물산
(三井物産)

2011년 5월
∙ 브라질에 농지를 보유하고 곡물을 집하, 판매하는 Multi Grain 사를 완

전한 자회사로 만듦

2013년 9월
∙ 철도와 항만 터미널 사업을 하는 VLI 사에 출자하여 곡물이나 비료 등

의 화물 수송 사업에 참여

소지쯔
(双日)

2010년 11월
∙ 아르헨티나에 농업생산법인 회사를 설립
∙ 중부 습윤 팜파스(Pampas) 지대에 농지를 확보하고 콩, 옥수수 등의 

생산을 개시

2009년 11월
∙ 아시아 시장에서 밀 판매 촉진을 위해 러시아 곡물협회와 전략적 파트

너십 계약을 체결

2013년 10월
∙ 브라질에서 농지를 보유하고 곡물 집화 사업 등을 시행하는 CGG 

Trading 사에 국제협력은행(JBIC), 미쓰비시도쿄UFJ은행(MUFG), 
Mizuho 은행, 일본 생명 상호보험회사와 협조 융자로 출자

소지쯔식품
(双日食料)

2013년 3월
∙ 우크라이나 및 미국 곡물 기업과 제휴해 우크라이나에서 유전자변형 콩

을 농가에 재배 위탁 개시

카네마쯔
(兼松)

2012년 12월
∙ Honda Trading의 미국 자회사가 소유한 사업자산을 인수하면서 식품

원료 콩의 종자개발과 계약재배 및 판매사업을 2013년 봄에 개시
∙ Non-GM 콩의 일본 수출 비중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

2003년
∙ 아르헨티나에서 농지를 사들여 콩 등을 재배한 후 고품질 콩을 일본으

로 수입
∙ 파라과이의 일본계 농협에서 non-GM 콩을 일본으로 수입

토요타 통상
(豊田通商)

2010년 11월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곡물과 유지 종자의 판매 촉진과 출하 및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남미의 대형 곡물 회사인 Nidera 사
와 포괄 제휴

2015년 1월
∙ JBIC, MUFG 등에 의한 협조 융자, NEXI에 의한 무역보험에 의해 브라

질에서 곡물 하부구조 사업을 전개하는 NovaAgri 사를 완전 자회사화

Ebistrade 상사
(イビスtrade商事)

2012년 8월
∙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지역 농가와 제휴하고 메밀

을 재배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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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본 종합상사별 최근 해외 농업투자 동향(계속)

기업 때 투자사업의 내용

전농 2012년 5월
∙ 미국 최대의 곡물 농협 연합회인 CHS와 사료용 곡물(밀 조달 우선)을 

다루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으로 수입

미쓰비시 중공
소지쯔

(三菱重工 双日)

2013년 6월
∙ JBIC, MUFG, 씨티은행, Mizuho 은행에 의한 협조 융자와 NEXI에 의

한 무역보험에 의해 러시아 Vologda 주에서 비료 제조사업을 하는 업
체에 플랜트 설비 수출

2010년 11월
∙ JBIC에 의한 융자, NEXI에 의한 무역보험에 의해 타타르스탄 공화국에

서 비료 제조사업을 하는 러시아 기업에 플랜트 설비를 수출

NEXI

2014년 8월

∙ Sumitomo Mitsui 은행이 브라질에서 곡물 생산과 집하 사업 등을 하는 
Amaggi 사에 제공한 융자와 관련 융자 기간에 일정량의 곡물을 일본
에 수출하는 등의 조건으로 무역보험을 인수

∙ 마루베니 사는 Amaggi 사와 제휴 관계 설정 

2015년 9월

∙ ING그룹 도쿄 지점이 아르헨티나에서 곡물의 생산, 집하 사업 등을 시
행하는 CAGSA 사에 제공한 대출 관련 대출 기간에 일정량의 곡물을 
일본에 수출하는 등의 조건으로 무역보험을 인수

∙ 마루베니 사는 CAGSA 사와 연간 40만 톤의 곡물 등을 거래하는 각서
를 체결

자료: 農林水産省(2016)

이 가운데 일부 종합상사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도요타 통상(Toyota Tsusho)

도요타 통상(www.toyota-tsusho.com)은 2015년 1월에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과 미쓰비시도쿄UFJ은행(MUFG) 등의 협조 융자에 힘입어 브라질의 

NovaAgri 사(novaagri.com.br)의 주식을 100% 매입하여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

다. NovaAgri는 브라질 중부와 북동 지역에서 곡물 창고, 철도 운송시설, 수출터

미널 등을 운용한다. 도요타 통상이 NovaAgri에 투자한 것은 브라질의 곡물 생산 

성장세에 착안하여, 내륙 창고와 북부지역 항구 간 통합된 곡물 하부구조를 구축

하기 위함이다. 주요 항구에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한편, 북

부 생산지와 연계한 철도 및 트럭운송망에 접근하는 전략이다. 이미 수요가 있는 

일본 4곳에 곡물 사이로(silo) 갖고 있으며, 남동 아시아와 중국 소비자들에서 안

정적으로 곡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요타 통상의 단계별 곡물 전략은, ① 하방 산업에 참여, ② 안정된 원료 조달, 

③ 공급 능력의 확충을 위한 자원 조달 능력 강화 등이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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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요타 통상의 곡물 전략

자료: Toyota Tsusho(2015)

<그림 6>은 브라질 북부지역 및 Itaqui 항에 있는 NovaAgri 시설을 나타낸다. 

<그림 7>에서 보듯이, Itaqui 항은 7,367km의 해안선에 설치된 34개 항구 가운데 

하나로 북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남부지역에서 생산한 곡물을 수집하여 철도로 

항구까지 운송할 경우 선적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림 6. 브라질 북부지역 및 Itaqui 항의 NovaAgri 시설

자료: Yajima(2015)

이로써 도요타 통상은 브라질산 콩과 옥수수 등의 곡물을 일본과 다른 아시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를 확립하였고 곡물 무역 확대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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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브라질의 항구 지도

주: 곡물 생산지역에서 이타끼(Itaqui) 항까지 철도로 운송할 경우 선적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함.

자료: 브라질 국립수로운송청(ANTAQ, slideplayer.com.br/slide/2756396)

4.2. 소지쯔(Sojitz)

소지쯔(sojitz.com)는 2013년 10월에 JBIC, MUFG, Mizuho 은행, 일본생명상

호보험회사(日本生命保険, www.nissay.co.jp)로부터 협조 융자를 받아 Cantagalo 

General Grains SA 사(cggtrading.com)에 출자하였다. 상파울로(Sao Paulo)에 

기반을 둔 CGG는 2010년에 창설한 브라질 농기업이다. 2014년에 450만 톤의 곡

물을 무역하였고, 연간 14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CGG 그룹과 소지쯔는 

2020년까지 Itaqui 항의 수출터미널에 투자하고 내륙 사이로 및 20만 ha의 농지

를 확보하여 연간 600만 톤의 곡물을 취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브라질산 콩과 옥수수 등의 곡물을 우선해서 매입할 권리를 획득하였

고, 일본과 다른 아시아 및 세계 콩 무역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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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미쓰이(Mitsui)

미쓰이는 2007년에 브라질에서 곡물의 집화와 판매를 하는 Multi Grain 사 지

분에 참여함을 통해 농업사업에 진출하였다. 2011년에는 Multi Grain 사를 완전

히 자회사로 만들었으며, 콩을 비롯한 작물의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미쓰이 물산이 농업 분야에 참여한 이유는 세계 식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특히 브라질의 경우 생산 능력이 크고 대규모 농지와 곡물 하

부구조를 갖춘 현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농업

생산과 집하 및 판매사업의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가치사슬의 구축

② 기업형 농업에 의한 고수익 농업생산모델 확립

③ 내륙 창고, 내륙 운송을 연계한 광범위의 수집과 운송망 및 곡물 수출터미널

을 활용하고 물류의 최적화

이러한 체계 아래 미쓰이는 Itaqui 항, Aratu 항, Ilheus 항, Tubarao 항, 

Santos 항 등 콩 수출항 5곳과 밀 수입항 1곳의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다.7) 또한, 

창고와 적체 설비로는 주로 북동부 지역에 18개소를 운용한다. 수확한 면화를 가

공하는 공장 5개소도 가지고 있다

철도운송의 경우 약 2,000km의 철도망을 갖춘 Vale 사(vale.com)와 장기 계약 

아래 추진하고 있다. 농업생산 측면에서는 총 11만 7,000ha의 농지를 확보해 경영

하고 있다<표 7 참조>.

표 7. 미쓰이 물산의 브라질에서 농업생산 현황

주 규모 생산 품목

Maranhao 9,864ha 콩, 옥수수

Bahia 97,074ha 콩, 면화, 옥수수

Minas Gerais 9,701ha 콩, 면화, 옥수수

자료: 農林水産省(2016)

7) <그림 7>에서 Tubarao 항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Vitoria 항 바로 북쪽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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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가 갖춘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 체제의 사례를 나타내면 <그림 8>과 같

다. 관개설비를 갖춘 Tabuleiro 농장에서 생육 상황과 품질관리 아래 생산 및 수

확한 유전자변형이 아닌(non-GM) 콩은 이물질 혼입이나 다른 품종과 섞이지 않

도록 분리된 물류 운송체계 속에 내륙 저장과 운송을 거쳐 Ilheus 항이나 Aratu 

항을 통해 수출된다. 

그림 8. 일본 미쓰이의 일관 체제 사례: Non-GM 콩 생산부터 수출까지

   관개시설을 갖춘 농장에서 생산         농장의 사이로에 저장            수출터미널로 운송

자료: 農林水産省(2016)

5. 일본의 해외 농업투자 사례

5.1. 브라질 세하도(Cerrado) 개발사업

1972~73년의 엘니뇨현상으로 페루의 멸치 어획량이 감소하고 미국의 콩 생산

량 감소로 인한 수출 금지가 발동되면서, 일본은 가축 사료의 단백질 원재료의 공

급 위험에 처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이민자 수가 

많고 많은 후손이 농장을 직접 경영하는 브라질에 관심을 갖고, 자국 면적의 5.5배

(약 200만 km2; 미국 대륙면적의 약 20%)에 달하는 사바나(Savannah) 지대인 

세하도에 투자하게 된다<그림 9 참조>.8)

8) 사바나 지대는 건기가 뚜렷한 건조 기후 아래 삼림이 형성되지 않은 초원이나 황원을 말함. 대표적

인 사바나는 브라질 남부, 동아프리카, 호주 내륙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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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브라질 정부는 1973년 농업개발공사(EMBRAPA)를 설립하여 산성이 강하

고(pH 4.8~5.1)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황(S), 아연(Zn), 붕소

(B), 구리(Cu) 등의 영양분 함량이 낮아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작은 관목으

로 덮인 세하도 지대를 개간하기 시작하였다(Genuario, 2019). 토양 개량을 위해 

석회석과 비료를 활용하였고, 온대성 기후에 적합한 콩 품종을 고온 다습한 환경

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이모작이 가능한 대규모 콩 재배지

로 전환하였다. 

그림 9. 브라질 세하도 지역

자료: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Publishing(2016)

공식적으로 세하도 사업은 1974년에 일본의 다나카 총리가 브라질을 방문할 때 

브라질의 가이젤 대통령과 농업개발 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후, 1976년에 국무 

회의의 양해를 거쳐 국가사업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브라질에서의 

농산물 생산 증대, 지역개발의 촉진, 세계의 식량 공급 증대와 안정화 방안이다.

사업의 개발 기간은 1979년부터 2001년으로 총 3기에 걸쳐 추진되었다. 일본은 

브라질과 CAMPO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총사업비 684억 엔(이 가운데 

ODA가 279억 엔)을 투입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정착한 717 농가가 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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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농지를 조성하고, 관개시설 등을 확충하였다. 그 결과 34만 5,000ha가 개척

되어 콩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기술협력과 공동연구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세하도 사업의 결과 이 지역의 콩 생산량은 사업시행 전과 비교해 150배나 증가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콩 수입처는 1975년에 미국 91%와 브라질 1%에서 2018

년에 각각 72%와 17%를 기록하면서 브라질의 비중이 확대되었다<그림 10 참조>. 

참고로, 2019/20년에 세계 전체의 콩 수출량은 1억 5,000만 톤에 이르며, 이 가운

데 브라질이 49%(750만 톤), 미국이 35%(531만 톤)를 차지할 전망이다. 수입량 

기준으론 중국이 58%(870만 톤), EU 10%(151만 톤)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0. 일본의 수입처별 콩 수입 실적

자료: 農林水産省(2019b)

<그림 11>은 브라질의 콩 생산지역을 미국 면적과 비교한 것이다. 세하도 면적

이 미대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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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미국과 비교한 브라질 콩 재배면적

주: 음영으로 표기된 부분이 브라질 세하도 면적에 해당함.

자료: Leibold(2001)

<그림 12>는 1990년과 2016년의 브라질 주요 주별 콩 생산량을 나타낸 결과이

다. 시간이 흐르면서 콩 생산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 브라질의 주별 콩 생산량 규모 비교: 1990년 vs. 2016년

주: 연도별, 주별 생산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자료: Meyer et al.(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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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모잠비크 ProSAVANA 개발사업

2019년 UN의 인간개발지수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모잠비크는 1인당 GNI가 1,154달러(구매력 평가 기준)에 불과한 가장 빈곤한 개발

도상국(최빈개도국, Least Developed Country: LDC, unctad.org/en/Pages/

ALDC/Least%20Developed%20Countries/UN-list-of-Least-Developed-Cou

ntries.aspx)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는 0.446으로 189개국 가운데 180위를 기록하였다(UN, 2019). 인구 대부분이 농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96%가 소규모 가족농이다.

일본과 브라질은 세하도 농업개발 협력사업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농

업생산 증대 가능성이 큰 모잠비크 북부의 Nacala Corridor(이하 “나칼라”) 지역

에서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나칼라는 Nampula 주(province), Niassa 

주, Zambezia 주의 21개 지역(district)을 포괄하며,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포르투

갈어 주로 사용하고, 적당한 강우량과 넓은 미개간 농지를 갖고 있다<그림 13 참

조>. 모잠비크의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MASA), 

일본의 JICA, 브라질의 Brazilian Cooperation Agency(ABC)가 3자 협력으로 추

진하는 남-남(South-South) 투자 사업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림 13. 모잠비크 ProSAVANA 농업개발 사업

자료: 農林水産省(www.maff.go.jp/j/kokusai/kokkyo/toushi/pdf/1304mgj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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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하도를 개발한 브라질의 기술은 비슷한 기후대인 나칼라 지역에 쉽게 적

용할 수 있으며, 일본과 중국 등에서 축산 사료로 유망한 콩 재배와 수출 잠재력이 

크다는 점이 부각되었다<그림 14 참조>. 그러나 두 지역의 차이점이 있다. 세하도

와 견주어 나칼라는 토양이 좋고 농가 밀집도가 높다. 또한, 세하도 개발 당시 브

라질의 군사독재 체제와 달리 현재 모잠비크는 민주정부 체제아래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토지법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다.

그림 14. 브라질 세하도와 모잠비크 나칼라 지역의 지형적 공통점 

자료: Grain(2015)

ProSavana 사업의 목적은, ① 현지 농가의 95%에 달하는 소농의 소득향상과 

빈곤 퇴치, ② 민간의 농업투자(약 20억 달러 유치 목표)를 통한 중-대규모 농업

개발의 추진, ③ 식량문제의 개선 등이다.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로 

계획이 되었다. 이 사업의 특징은, ① 일본과 브라질의 장점을 살린 협력, ② 자금

과 기술협력에 ODA 자금이 동원되고 민간투자 또한 활용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비, ③ 책임 있는 농업투자 원칙(PRAI)을 토대로 한 개발이란 점 등이다.

이러한 ProSavana 사업은 10년 이상 미디어와 학자 및 활동가로부터 주목을 받

았으나, 지역 농업인과 국제 NGO의 강한 반대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많은 

농업인과 NGO는 이 사업이 상의하달(top-down)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지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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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체의 의견을 포용하지 못했으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

하였다.9)

그러나 모잠비크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는 

ProSavana 공식 홈페이지(www.prosavana.gov.mz)를 운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① 나칼라 농업개발을 위한 연구와 기술이전 능력 증진(2011년 5월~2017년 11월)

   • 일본과 브라질 연구자들을 지역에 파견하여 재배기술과 토양 분석기술에 

관한 연구 능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조직 역량 강화

② 나칼라 지역을 위한 농업개발 종합계획서 지원(2012년 3월~)

   • 나칼라 지역의 자연 및 사회여건을 감안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개발에 이바

지할 수 있는 농업개발 종합계획서를 마련 

③ 나칼라 농업개발 아래 농촌 지역 기술 서비스 개선과 함께 공동체 수준에서 

개발모형 설정(2013년 5월~2019년 5월)

   • 지역의 특성과 영농방식에 적합한 농업개발 모형의 구축과 배분

   • 개발한 모형의 적응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

사업 시작 이후 10년이 지난 2019년 12월 현재 ProSAVANA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농업개발 종합계획서

를 수정하고, 지역 소농연맹 및 NGO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

다. 지금은 일부 시범 농장과 작은 연구시설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La Nacion, 

2019). 

9)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의뢰를 받아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밝힌 조사보고서(JICA, 2017)에서는 모

잠비크의 소농연맹(Union of Peasants), 국제 NGO, 기타 시민사회 등과 모잠비크-일본 정부 및 JICA 

간의 농업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많은 수의 모잠비크 및 외국 NGO가 ProSAVANA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개서한(Open Letter)을 

제출하였음을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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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과 시사점

일본의 식량안보 정책은 수입과 재고 조치로 뒷받침하되, 무엇보다 국내생산을 

통한 자급률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시장으로부터 수입은 운송, 수출국

의 생산 변화, 국제가격의 상승, 식품안전 등 외부 요인에 좌우될 수 있고, 재고 

조치는 기껏해야 단기적인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Lama, 2017). 

그러나 물리적으로 국내생산 만으로 필요한 식량을 공급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일본은 1980년대부터 이른바 “수입을 위한 개발(development for import, 

kaihatsuyunyu, 개발수입)” 정책을 추진하였다. 곧 “ODA-외국인 직접투자

(FDI)-무역”을 하나로 연계(sanmiittai)한 전략이다. 먼저 ODA를 통해 개도국(수

원국)의 생산 기반을 개발한 후 민간기업의 FDI를 통해 현지 생산의 무역 경쟁력

을 확충하고, 그 결과물인 곡물(농산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아래 안정적으로 일본

으로 수입하는 방안이다. 수원국의 하부구조를 개발하는 ODA를 미래 FDI의 선행

요건으로 삼은 이러한 전략은 다른 공여국과 차별된 일본만의 특징이라 하겠다

(Blaise, 2009). 

FDI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본의 ODA 전략은 ODA의 본디 목적에 부합하지 않

는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차츰 쇠퇴하고, 최근에는 기관과 민간 기업의 농업투자 

중심으로 해외 농업투자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국제 비즈니스 연결망을 갖추고 

있는 일본의 종합상사들은 곡물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생산과 저장, 유통 및 운송 하부구조, 수출입 등에 광범위한 투자를 전개하고 있

다.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아래 수익 추구의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종합상사

의 해외 농업투자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s)” 비전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Hall, 2019).

규모의 경제 비전은 대규모 물량의 곡물을 확보하여 제3국(예: 중국)과 거래함

으로써 단가를 낮추는 것이 결국 일본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곡물을 조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식량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말한다.10) 이를 실현하려면 생산망

은 물론 구매, 저장, 유통과 운송, 무역 등의 투자와, 수익과 경쟁력 및 효율성을 

10) 일본의 종합상사가 대규모로 콩을 조달하여 중국에 판매하고, 중국은 그 수입한 콩을 가공하고 난 

후 얻은 부산물인 대두박을 일본에 사료로 다시 수출하게 됨. 이러한 무역 관계는 결국 일본의 종

합상사가 자국의 식량 수입 안정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음을 예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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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는 노하우(know-how)가 필요하다. 반대로, 개도국의 토지를 획득하여 직

접 영농해 조달하는 방식은 생산 자체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ProSAVANA 사

례에서 보듯이, 농지 수탈이나 지역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 기업을 내세운 일본의 식량안보 전략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 종합

상사들의 활발한 M&A와 해외 농업투자의 확대는 전통적인 곡물 메이저(ADM, 

Bunge, Cargill, Louis Dreyfus: ABCD)의 틈새를 넘어 이미 국제무역에서 주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무역의 디지털화, 소비자를 위한 투명성과 식

품안전 강화, 상방 및 하방산업을 어우르는 확대된 공급망 속에서 상업화와 수익

성 증진 등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이겨 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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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海外農業投資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大臣官房国際部, 2016년 5월. 

(https://www.maff.go.jp/j/kokusai/kokkyo/toushi/pdf/2016_5_invest.pdf)

大臣官房政策課. 2019. 平成30年度食料自給率について. 

(https://www.maff.go.jp/j/zyukyu/fb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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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곡물 및 쇠고기 생산·수출 
현황과 파타고니아 지역의 잠재력1)

허 덕(세계곡물시장동향 편집인)*

박지원(KREI 국제곡물 관측 담당자)**

1. 머리말

아르헨티나에서 농축산물 주산지라 하면 ‘팜파’ 또는 ‘팜파스’라 불리는 지역이

다. 이 지역은 온난하고도 습기가 많은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옥한 토양을 

가진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러한 자연적 환경 덕분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

는 농축산물은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원유(原油), 천연가스, 

재생가능 에너지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

려해 보면, 아르헨티나의 잠재적인 생산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이다. 하지만, 전 국

토에서 차지하는 경지면적은 53.6%나 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지면적은 1.5억 ha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에 비해 88.2배나 된다.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3대 곡물은 대두, 옥수수, 밀이다. 이들 작물 모두 식

부면적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두는 아르헨티나 생산자

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목이다. 대두의 식부면적은 1,870만 ha나 된다. 이처럼, 

아르헨티나는 예전부터 세계적인 ‘농업 대국’이다2). 대두, 옥수수 및 밀 등의 곡물

을 생산하여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 

곡물의 주생산지인 팜파스 지역은 넓이가 약 60만 ㎢에 달한다. 팜파스에서는 

* huhduk@krei.re.kr

** jione1105@krei.re.kr

1) 이 글은 ‘佐藤宏樹와 농림수산성 식량산업국 伊佐雅裕, ‘アルゼンチンの牛肉生産･輸出の現状とパタゴ

ニア地域の潜在力’,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의 내용을 기초로 국제곡물 

수급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함은 물론 해설을 더하여 작성한 것임.

2) 아르헨티나는 대두, 옥수수, 밀 외에도 쇠고기, 포도주, 벌꿀, 배, 레몬, 해바라기씨유 등의 생산 및 

수출대국임. 곡물 수출 면에서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와 더불어 세계 5대 곡물수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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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농장의 규모가 500~2,000 ha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영농을 하며, 팜파스 지

역 중 1/3에서는 곡물을 주로 재배하고, 나머지 2/3 지역에서는 목초를 심어 소를 

키우고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쇠고기의 수출대국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를 

‘세계 곡물 및 쇠고기 창고(el almacen de granos y carne del mundo3))’라 부르

는 것도 당연하다. 

통계로 보면, 2018년에는 대두, 옥수수, 밀 등 곡물을 1억 2,000만 톤 정도 생

산하였다. 이는 약 4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아르헨티나는 대두 수출 세계 

3위, 옥수수 수출 세계 2위, 밀 수출 세계 5위, 콩기름 수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곡물 수출은 총수출 대비 46%를 차지하고 있다. 곡물 가공품을 

포함하면 수출 대비 비중은 60%로 더 커진다. 

표 1. 아르헨티나 주요 3대 작물의 면적, 생산 및 수출 현황

대두 옥수수 밀

식부면적(백만 ha) 18.7 6.3 5.5

생산

생산량(백만 톤) 55 48 19

세계 비중 15% 4% 3%

세계 순위 3 5 9

수출

수출량(백만 톤) 6 31 14

세계 비중 4% 18% 8%

세계 순위 3 2 5

외환수입액(US$ 백만 불) 13,520 4,201 2,684

총 외화수입액(US$ 백만 불) 20,405

자료: 아르헨티나 INTA 자료 등을 최윤국 등이 재구성함, 2019.5. 최윤국, Sergio Daniel Ceballos, ‘아르헨티나 신 

페르난도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과 한-아르헨티나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곡물 수출세를 중심으로-’, 세계곡

물시장동향 2019년 12월호에서 재인용 

아르헨티나 산(産) 대두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러시아, EU, 터키 등이다. 한편, 

옥수수는 베트남, 이집트, 알제리에 많이 수출되며, 우리나라에 수출량도 많다. 밀

은 이집트, 인도네시아, 알제리 등에 주로 수출한다.  

아르헨티나 생산 및 직업부(Ministerio de produccion y trabajo)가 발표한 

2019년 기준 곡종별 수확 예상량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대두는 5,560만 톤으로 

3) 2018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190㎏, 쇠고기 1인당 소비량은 58.5Kg

(도체중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임. 참고로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2018년 61kg, 육류 소비량은 

53.9kg(오리고기 포함)이며, 이 중 쇠고기는 12.6kg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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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47%, 옥수수는 5,700만 톤으로 31%, 밀은 1,950만 톤으로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대두, 옥수수, 밀의 생산량 추이

주: soja 대두, maíz 옥수수, trigo 밀, girasol 해바라기

자료: 아르헨티나 생산 직업부(Ministerio de Produccion y Trabajo). 최윤국, Sergio Daniel Ceballos, ‘아르헨티

나 신 페르난도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과 한-아르헨티나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곡물 수출세를 중심으로-’, 

세계곡물시장동향 2019년 12월호에서 재인용 

한편, 2019년 10월말 아르헨티나에서는 알베르또 페르난도가 차기 대통령 당선

자로 선출되었다. 페르난도 대통령 당선자는 페론주의4)를 표방하고 있어, 향후 곡

물 수출세 변화 등으로 인한 아르헨티나 농업부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된다. 곡물 수출세는 곡물 수출대국인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국내 수요를 우선 충

당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므로, 수출이 줄어들 우려가 커진다. 때문에 곡물의 국제

가격 상승의 방향으로 작용할 공산도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르헨티나는 소를 중심으로 한 축산도 유명하지만, 곡물 생산도 많아, 쇠고기와 

곡물 수출량이 막대한 나라이다. 하지만, 곡물이 가축의 사료로도 이용된다는 점에

서 만일, 국내 가축사육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내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양도 많아

져, 가축 수의 변화는 곡물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페론주의(스페인어: Peronismo) 또는 페로니즘(영어: Peronism)은 아르헨티나의 정치 운동으로, 후안 

페론 전 대통령과 영부인 에바 페론의 정치 활동이 그 출발점임. 페론의 당이었던 아르헨티나 정의

당(Partido Justicialista)에서 따온 정의주의(스페인어: Justicialismo, 후스티시알리스모)라는 표현도 쓰

이고 있음.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E%98%EB%A1%A0%EC%A3%BC%EC%9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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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르헨티나의 곡물생산과 수출 상황과 관련 정세를 살펴보면서, 궁극적

인 우리의 관심인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에 있어 그 가능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아르헨티나 곡물 생산과 축산 그 중에서도 특히 소를 중심으로 하여, 곡물의 수출

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보는 데 이글의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2. 국제 곡물 시장의 특징 

2.1. 곡물 시장 수급 동향

옥수수, 밀, 대두 3대 주요곡물의 세계 생산, 소비 및 교역량 추이를 보면, 2009

년 이후 생산량은 연평균 2.4%씩 증가한 반면 교역량은 5.1%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역량이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곡물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곡물 소비량 증가는 인구증가와 사료용 곡물소비 

증가 등 식용이나 농업관련 소비 외에 바이오 디젤 등 비농업분야 수요증대와 관

련된다.

표 2. 3대 곡물 (옥수수, 밀, 대두)의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9/10 2018/19 연평균 성장률(2009-2019)

생산량 178,297.3 220,082.4 2.37

소비량 115,090.2 144,598.8 2.57

교역량 31,160.3 48,873.1 5.13

자료: USDA

옥수수, 밀, 대두의 주요생산 및 수출국 비중을 보면, 상위 5개국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반면 수입량 기준 상위 5개국의 비중은 생산이나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특히 옥수수와 밀의 경우 그 편차가 크다. 이러한 불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국가 간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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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대 곡물의 생산,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상위 5개국의 집중도

품목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옥수수

5개국 비중 : 75% 5대국 비중 : 91% 5개국 비중 : 46%

미국 (33%)
중국 (23%)
브라질 (9%)

EU (6%)
아르헨티나 (4%)

미국 (35%)
브라질 (18%)

아르헨티나 (18%)
우크라이나 (18%)

러시아 (2%)

EU(14%) 
멕시코 (10%)
일본 (10%)
한국 (6%)

베트남 (6%)

밀

5개국 비중 : 68% 5개국 비중 : 70% 5개국 비중 : 25%

EU (19%)
중국 (18%)
인도 (14%)

러시아 (10%)
미국 (7%)

러시아 (21%)
미국 (14%)

캐나다 (13%)
EU(13%)

우크라이나 (9%)

이집트 (7%)
인도네시아 (6%)

브라질 (4%)
알제리 (4%)
필리핀 (4%)

대두

5개국 비중 : 88% 5개국 비중 : 96% 5개국 비중 : 77%

미국 (34%)
브라질 (32%)

아르헨티나 (15%)
중국 (4%)
인도 (3%)

브라질 (52%)
미국 (33%)

아르헨티나 (4%)
파라과이 (4%)
캐나다 (3%) 

중국 (58%)
EU (10%)

아르헨티나 (4%)
멕시코 (3%)
이집트 (2%)

자료: USDA

2.2. 쇠고기 수급 동향

아르헨티나는 세계 제6위의 쇠고기 생산량을 자랑하는 나라이다(표 4). 국민 1

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58.5Kg(도체중 기준)으로, 단순 계산으로 1일 160g을 

소비하는 셈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쇠고기는 풍부한 생산력을 배경으로 국민의 식

탁에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편, 닭고기 생산과 수출도 2016년 

기준으로 모두 세계 8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15년 12월 정권교체5) 이후 쇠고기에 대해 수출 지향형 정

책으로 전환되어 각 패커(packer, 가축의 도축해체부터 소매단계까지의 유통 담당

업체)들의 수출 의욕도 커졌다. 2017년 쇠고기 수출물량은 세계 제10위를 차지하

고 있다(표 5). 

5) 2015년 12월 정권교체란 마우리시오 마끄리 중도우파 정권으로의 교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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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세계 쇠고기 생산량 상위국, 2017

순위 국가 생산량(천 톤) 순위 국가 생산량(천 톤)

1 미국 12,109 7 호주 2,125

2 브라질 9,450 8 멕시코 1,915

3 EU 7,890 9 파키스탄 1,780

4 중국 7,070 10 터키 1,515

5 인도 4,250 11 러시아 1,315

6 아르헨티나 2,750 12 캐나다 1,175

주 1: 지육중량 기준

2: 출처나 중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은 글 내의 다른 표들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USD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에서 재인용

표 5. 세계 쇠고기 수출량 상위국, 2017

순위 국가 수출량(천 톤) 순위 국가 수출량(천 톤)

1 브라질 1,856 7 우루과이 435

2 인도 1,849 8 파라과이 378

3 호주 1,486 9 EU 367

4 미국 1,298 10 아르헨티나 293

5 뉴질랜드 593 11 멕시코 280

6 캐나다 469 12 벨라루스 206

주 1: 지육중량 기준

2: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은 글 내의 다른 표들과 일치하지는 않음.

자료: USD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에서 재인용 

2018년 3월 22일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 가축위생부회

(食糧農業․農村 政策審議會 家畜衛生部會)에서는 일본 내 구제역 백신 비접종 청정

지역(그림 2 참조)인 북파타고니아 A 및 B지역 그리고 남파타고니아 지역(이하 

‘파타고니아 지역’)을 쇠고기 및 양고기에 대해 일본에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 일본을 비롯한 육류 수입국에서는 아르헨

티나의 쇠고기 생산현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로부터 지속적

으로 쇠고기 수입 요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먼저 아르헨티나 곡물시장을 개관한 뒤, 사료의 중요한 수요처인 축산 중 

특히 전체 쇠고기 생산과 수출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파타고니아 지역의 생산동

향을 소개하면서, 이 지역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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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중의 환율은 일본 출장자6)들의 취재 시(2018년 3월)와 집필 시(2018년 5월) 

사이에 미국 달러화에 대한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20% 이상 변동한 점을 고려하

여, 출장 조사 시의 환율인 1 US 달러=107엔(2018년 3월 말 TTS(telegraphic

transfer selling, 전신환 매각) 시세 107.24엔, 원화환산 1,098원7)), 1 아르헨티

나 페소= 5.3엔(1 미국 달러=20.24 아르헨티나 페소(2018년 3월 말 매수가치)으

로 환산, 원화환산 54.27원/페소)을 사용하였다. 

그림 2. OIE8)의 아르헨티나 구제역 스테터스(지위) 인정상황

6)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출장단을 말함.

7) 엔화의 원화 환산 환율은 2018년 말 수준인 1엔=10.24원을 적용함. 이하 같음.

8) 국제수역사무국. 가축의 질병과 그 예방에 대해 연구하고 국제적 위생규칙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에

게 보급하는 국제기관. OIE는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의 설립과 동시에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

에 관한 협정(SPS협정)'이 발효되면서,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됨. 

OIE는 1924년 28개국에 의해 프랑스에서 설립되었으며, 국제위원회, 행정위원회, 사무국, 지역위원

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953년에 이 기구에 가입함.(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795&cid=43659&categoryId=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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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 정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유럽에 농축산물 

수출 등으로 세계에서도 꼽을 만한 부국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중영합형 정책 하에 선심성 정책과 임금인상 등을 계기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hyper inflation)9)이 종종 발생하였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가장 높을 때

는 연율(年率) 4자릿수에 달하기도 할 정도였다. 그 뒤 2000년대 중반 무렵 경제

가 일시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였다.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전 정권의 고 인플레이션과 외환보유액 감소가 초래되

어 심각한 경제침체가 이어져 왔다. 농업분야에서도 ‘모든 가정에 쇠고기와 유제

품을’이라는 구호 아래 국내공급 우선 정책에 따른 각종 수출규제가 강구되었고, 

잠재적 생산 능력과 수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

다. 이에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다. 

2015년 12월에 중도우파(中道右派)인 마우리시오 마끄리가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초의 결선 투표로 집권 여당인 페론당 후보를 꺾고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정권교체 후 각종 규제철폐와 통화절하, 수출진흥을 추진하는 등 ‘낡은 아르헨티

나에서 새로운 아르헨티나로’라는 슬로건 하에 재건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정권의 추진은 국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으며, 2017년 10월에 치러

진 중간 선거에서는 여당 측이 압승을 거두어, 적어도 2019년 차기 대선까지는 안

정적인 정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왔다. 하지만, 2019년 10월 대선에서 

페론주의자인 알베르또 페르난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좌파정권으로 

전환되어, 또 한 번의 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9) 초(超)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며, 통제상황을 벗어나 1년에 수백 % 이상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경

우를 지칭하는 개념임. 일반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통화량을 증대시킬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실물경제에 

타격을 미침.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06281&cid=50305&categoryId=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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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생산· 수출 동향 

4.1. 비육우 사육 동향 

가. 품종, 사육두수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산타페 주, 코르도바 주 등 온대기후 

지역에서 많은 비육우를 사육하고 있다. 대부분이 온대품종인 앵거스종10)과 헤어

포드종11) 또는 이들 품종간 교잡종이다. 품종별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에 관한 공

개 자료는 없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쇠고기와 쇠고기 부산물산업 및 거래회의소

(CICCRA)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앵거스종이 주 사육품종으로 헤어포드종

이 사육의 중심인 우루과이와는 다르다고 한다. 

가뭄과 육우경영의 수익악화 등으로 번식암소 도축이 늘어나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 사육두수(유용종 포함)가 전년보다 하회하는 현상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국내외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육용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육의욕이 

살아나면서, 201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7년에는 5,335만 3,787두(전년

대비 1.4% 증가)였으며(그림 3), 2018년에는 5,400만 마리 정도까지 증가하였다. 

10) Aberdeen Angus, 원산지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동부 지역인 애버딘앵거스 주(州)이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품종임. 직사각형의 몸통에 네 다리가 짧은 전형적인 고기소의 모습임. 털빛은 

검정색이며 뿔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다른 품종과 교배하면 모두 뿔이 없는 새끼가 태어남. 머리

는 작고 이마가 넓으며 목이 굵음. 등선이 곧고 복부에 작은 흰 점이 있는 것도 있음. 체질이 튼튼

하여 추위에 잘 견디며 방목에 적당함. 지방질이 적당하여 육질이 좋고 빨리 성장하며 난산의 빈도

가 적음. 성질이 거칠고 다소 신경질적임. 일당 증체량(增體量)은 0.8kg, 도체율은 65~72%임. 뼈가 

12.8%로 적어 정육률이 높은 편임. 갓 태어난 송아지는 암컷이 27kg, 수컷이 29kg이나 성장하면 

암컷은 450~550kg, 수컷은 800~1,000kg임. 임신기간은 275~283일 정도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5669&cid=40942&categoryId=32626) 

11) Hereford, 원산지는 영국이며 체형이 육우로서는 작은 편이나 체질이 강하여 넓은 초원을 이동하며 

방목하기에 적합한 품종임. 1893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뿔이 없는 헤어포드를 사양하기 시작 

하였으며, 1955년에는 영국에서도 뿔이 없는 헤어포드가 형성되었음. 그 후 이 품종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분포, 사육되고 있는 품종의 하나로 미국 및 호주 등지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 

육우 품종임. 특히, 영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잡종 생산에 헤어포드 수소가 사용되고 있음. 헤어

포드종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진한 적색의 피모색과 얼굴 전체의 흰색임. 얼굴의 흰색은 아래턱으

로 이어져 아랫배 부위를 따라 흰줄을 이루고 있음. 충분한 근육과 골격구조로 인하여 도체율이 이

상적인 육우품종임. 암소의 경우, 체중이 약 550kg, 수소는 700kg 내외이며 도체율은 약 65~67% 

수준임.

(네이버지식인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5&dirId=50502&docId=22160498&qb=7Zek7

Ja07Y+s65Oc7KKF&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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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 사육두수 추이

한편, 2017년 11월경부터 주요 생산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하였다. 그 영향으로 

목초의 생육상태가 악화되었고, 사료로 쓰이는 곡물 생산량도 감소하면서 경산우 

도태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9년 이후의 사육두수 감소에 대해 우

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으로 소 사육두수를 지역별로 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가 최대 

산지로 전체의 34.9%를 차지한다. 산타페 주는 11.4%, 코르도바 주는 8.9%로, 이

들 3개 주에서 전체의 55.2%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표 6). 그러나 2016년 통계로 

도축두수를 보면, 50% 이상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주요 

미트패커(Meat Packer12), 이하 패커) 중 대부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나 그 인

근에 입지하고 있고, 대규모 피드롯(Feedlot, 곡물비육장)도 이 지역에 많기 때문

이다(표 7). 파타고니아 지역(부에노스아이레스 주 파타고네스 시 제외)의 5개 주

는 전체의 2.2%에 그친다. 

12) 미트패커란 비육우 등 가축의 도축해체, 커트(cut)처리, 햄·소시지 등의 가공 및 본래의 업무인 지

육·부분육(cut meat) 그리고 햄·소시지, 다짐육(햄버거용 등)을 박스드비프(boxed beef)로 슈퍼마켓

이나 소매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 배송하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업체를 말함.(출처, 木村

勝紀 著, 1999, ｢アメリカ 肉牛·牛肉産業と日本の畜産｣, (株)オールインワン出版部,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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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별 소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주명 사육두수(두) 점유율(%) 도축두수(두) 점유율(%)

부에노스아이레스 18,615,034 34.9 6,014,529 50.7

산타페 6,084,443 11.4 1,969,271 16.6

코르도바 4,754,896 8.9 1,000,035 8.4

코리엔테스 4,735,137 8.9 124,712 1.1

엔트레리오스 4,187,378 7.8 421,515 3.6

라팜파 3,231,654 6.1 395,965 3.3

차코 2,670,780 5.0 266,237 2.2

훼르모사 1,761,043 3.3 45,707 0.4

상루이스 1,621,632 3.0 185,617 1.6

상티아고델에스테로 1,604,255 3.0 143,957 1.2

살타 1,227,823 2.3 161,630 1.4

리오네그로 625,068 1.2 151,431 1.3

멘도사 456,043 0.9 257,719 2.2

미시오네스 430,742 0.8 105,697 0.9

카타마르카 264,303 0.5 86,515 0.7

체브 218,318 0.4 76,698 0.6

네우켄 211,494 0.4 25,847 0.2

라리오하 181,642 0.3 16,757 0.1

투크만 173,989 0.3 300,315 2.5

후후이 113,552 0.2 68,595 0.6

산타크루즈 99,081 0.2 24,916 0.2

티에라델후에고 44,101 0.1 6,281 0.1

상후안 41,364 0.1 14,940 0.1

부에노스아이레스특별구 15 0.0 - 0.0

합계 53,353,787 - 11,864,886 -

그 중 파타고니아지역 5주 1,198,062 2.2 285,173 2.4

주 1: 사육두수는 2017년, 도축두수는 2016년

2: 굵은 글씨는 파타고니아지역. 단, 파타고니아지역에는 파타고네스시의 사육 및 도축두수는 포함되지 않음.

출처: SENS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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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 패커와 도축두수, 2016

순위 패커명 소재지
연간도축
두수(두)

1 JBS 아르헨티나 산타페 360,851

2 FRIGORIFiCO RIOPLTENSE SAICIF 부에노스아이레스 255,374

3 FRIGORIFiCO GORNIA SAIC. 부에노스아이레스 254,542

4 ARRE BEEF SA 부에노스아이레스 197,074

5 ECOCARNES S.A. 부에노스아이레스 182,415

6 FRIGOLAR S.A. 부에노스아이레스 176,056

7 FINLAR S.A. 산타페 168,107

8
COTO CENTRO INTEGRAL DE COMERCIALIZACION SOISIEDAD 

ANONIMA
부에노스아이레스 165,394

9 LA GRANDERA ARENALES S.A. 부에노스아이레스 153,352

10 AGROFLEX S.A. 부에노스아이레스 152,753

11 QUICK FOOD SA 산타페 149,995

12 LOGROS S.A. 코르도바 146,973

13 ARENALES1842 VELSUD S.A. 부에노스아이레스 146,112

14 MARFRIG 아르헨티나 S.A. 상루이스 144,568

15 AVELLANEDA CARNES S.A. 부에노스아이레스 141,920

16 MATADERO Y FRIGOIFICO FEDERAL S.A. 부에노스아이레스 141,173

17 FRIGORIFICO PENTA S.A. 부에노스아이레스 139,817

18 FRIAR S.A. 산타페 139,769

19 RUNFO SA 부에노스아이레스 137,558

20 S.A. IMPORTADORA DE LA 파타고니아 부에노스아이레스 133,297

64 FRIDEVI S.A.F.I.C. 리오네그로 59,890

81 MATADERO MUNICIPAL DE LUIS BELTRAN S.E. 리오네그로 46,694

119 COOPERATIVA DE TRABAJO FRIGORIFICO J.J. GOMEZ LTDA. 리오네그로 29,679

158 FRIGORIFICO TREEW SRL 체브 15,973

188 FRIGORIFICO MONTECARLOS.A. 산타크루즈 10,285

주 1: 패커명은 2016년 기준. 매수 등에 의해 명칭이 변경된 경우도 있음.

2: 굵은 글자는 출장시 방문한 패커. 64위 이하는 파타고니아 지역의 패커.

출처: SENAS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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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육 형태 

아르헨티나 농산업부(MINAGRO)에 따르면, 사육형태별 농장수는 번식농장의 

비율이 전체의 약 60%로 가장 많고, 이어 일관사육, 비육의 순이다(그림 4). 번식

농장은 목초에 의한 사육이 대부분이지만, 비육에서는 최근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곡물을 이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아르헨티나 곡물비육장

(feedlot)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도축 마릿수 중 약 70%가 곡물비육장에서 비육되

거나 마무리기에 곡물을 급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4. 육용우 사육 형태별 비율(아르헨티나 전체)

아르헨티나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쇠고기를 ‘어린 소 만큼 부드러운 것’으로 인

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용 육용우의 평균 출하월령이 수출용과 비교하여 짧

은 것이 특징이다. 국내용 소는 평균 7개월령(생체중 180kg 정도)에서 젖을 떼고 

비육농가에 판매하며, 이후 목초비육의 경우는 약 19개월령까지, 곡물비육장의 경

우는 90~120일간 사육하여 생체중 360kg 정도에서 출하한다(그림 5). 한편 수출

을 위한 소는 이유 후 약 18개월령까지 육성한 뒤, 이어 목초비육을 할 경우에는 

24~30개월령까지 비육하며, 곡물비육장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90~120일간 사

육하여 생체중 460kg 정도에서 출하한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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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내용 육용우일 일반적인 사육 과정

그림 6. 수출용 육용 거세우의 일반적인 사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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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種付)는 1년 중 10~12월에 그리고 분만은 7월~9월에 많다. 목초의 생육시

기인 봄을 맞이하기 전에 송아지가 태어나도록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수정은 

미경산우에 일부 이용될 뿐 그다지 이용되지 않고, 자연교배가 일반적이라고 한

다. 수태율에 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관련자의 문의해 본 결과로는 약 70% 

정도라 하며, 번식부문의 성적향상이 아르헨티나 육우산업의 과제라고 한다. 

다. 출하 형태 

육용우의 출하형태는 크게 (1) 생산자가 직접 패커로 출하하는 형태, (2) 가축

상(또는 농협)이 생산자로부터 사들여 패커에 출하하는 형태, (3) 생산자에게 사들

인 가축상들이 시장에 출하하고 시장에서 사들인 다른 가축상이 패커에 출하는 형

태 등 3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 대형 패커의 경우에는 생산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1)의 형태가 대부분이며, 반대로 중소규모 패커의 경우에는 가축상과 

구두계약으로 (2)와 (3)의 형태로 생우(生牛)를 조달하는 사례가 많다. 

4.2. 곡물 및 쇠고기 관련 정책과 수급 동향 

가. 곡물 및 쇠고기 수급 관련 정책의 변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에서는 2015년 11월 중도우파로 정권교

체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정권인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정권에서는 높은 인플레이

션 현상과 외화준비고 감소를 초래하여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었다. 

정권교체 전후로 아르헨티나의 정책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농업부문에서도 

국내공급 우선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곡물과 쇠고기 생산에 관

련된 정책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13). 

13)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의 ｢축산의 정보｣ 2017년 10월호의 ‘아르헨티나 낙농유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새 정부 출범 후를 중심으로-’(佐藤宏樹, 玉井明雄, 米元健太, ‘アルゼンチン酪農乳業の現状と今後の

見通し-新政権発足後を中心に-, ｢畜産の情報｣ 2017년 10월호)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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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세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세는 2002년 1월 평가절하로 인한 세수(稅收) 부족을 보충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후 인플레이션에 의해 국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자 국

내 공급안정을 목적으로 품목마다 수출세율을 수정하였다. 곡물류의 수출세율은 

대체적으로 30%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쇠고기의 수출세율은 2002년 이후 15%

로 바뀌지 않았다. 2015년 정권 교체 후에는 곡물 및 쇠고기를 포함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수출세가 폐지되었다14). 

표 8.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의 수출세 변화

신선 과일 및 야채 신선과일 수출세율은 기존 10%에서 5%로 축소

와인 수출세율을 5%에서 2.5%로 인하

쇠고기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 집권 시 쇠고기 수출세 5%에서 15%로 인상, 2005년 국내
공급 확보를 위하여 수출 제한, 크리스티나 정부는 다시 5%로 되돌리기 위해서 농업계와 
협상하였지만, 국회의 반대로 수출세 유지

낙농제품
변동세율 및 쿼터를 혼합한 시스템으로 우유와 치즈의 국내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06
년부터 시행, 크리스티나 정부는 동 제품에 대한 수출세 폐지를 위하여 농민과 협상

밀, 옥수수
2007년 12월 국내시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에서 25%로 인상하면서 수출제한 조
치를 시행, 2008년 12월 옥수수 20%, 밀 23%로 수출세율이 낮아졌지만, 수출 제한은 
그대로 유지

대두 
2007년 1월 30.5%에서 2007년 12월 38.5%로 인상. 2008년 3월 변동수출세 제도가 
입안되었지만, 동년 7월 국회에 의해 부결되어, 세율은 35% 적용

해바라기씨
2007년 12월 23.5%에서 32%로 인상, 2008년 3월 변동수출세제도가 입안 되었으나, 
동년 7월 국회에 의해 부결되어 세율 32% 유지

식물성 기름 및 
대두유

2007년 1월 20%에서 27%로 인상, 2008년 12월 35%로 인상, 2008년 3월 변동수출
세제도가 입안되었으나, 동년 7월 국회에 의해 부결. 세율은 32% 적용

해바라기씨 유(油)
2007년 12월 20%에서 30%로 인상, 2008년 12월 35%로 인상, 2008년 3월 변동수출
세제도가 입안되었으나, 동년 7월 국회에 의해 부결되자 세율 30% 적용

자료: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ia y Pesca

14) 수출세는 정권교체 후 폐지되어, 현재에는 대두에 대해서만 기존 35%에서 2016년부터 매년 5%씩 

삭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추가 삭감하여 2018년 현재 15％의 수출세를 과세하고 있음. 한편, 2019

년 10월 좌파인 페르난도가 대통령으로 당선됨. 페론주의인 페르난도는 수출세를 다시 부활할 것이

라고 보고 있어, 앞으로의 조치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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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끄리 대통령은 2015년 12월 취임으로부터 약 반년 간 잇달아 개혁을 단행하였

다. 개혁의 주안점은 대두를 제외한 곡물 수출세 철폐와 외환거래나 국외 송금 규

제 대폭 완화, 15년 만의 국제 금융시장 복귀에 따른 디폴트15) 상태 해소 등이다.

곡물 수출세는 전 정권에서 실시된 선심 정책을 지지한 중요한 재원 중 하나로 

전체 세입의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무거운 세금 부담에 힘들어하는 

농민들은 자신의 창고에 곡물을 적재 하는 등 의도적으로 수출을 억제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이 세금은 아르헨티나의 경제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또한 전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감소 요인이 되는 외자계(外資系) 기업의 이익․배

당의 국외 송금을 사실상 금지하고, 디폴트에 떨어진 때에도 재정자금을 채무상환

이 아닌 아르헨티나 내 빈곤층에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조치는 국

외로부터의 투자의욕을 위축시켜 고용창출을 저해하였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에게도 나쁜 효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마끄리 대통령의 대응은 지금까지의 정책 

모순을 시정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사업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었다.

한편, 대두에 적용하고 있던 수출세는 즉각 철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로 하였다. 이는 세입(稅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이다.

마끄리 대통령은 당선 직후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 폐지 및 인하 등으로 정

15) default.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함. 공․

사채나 은행융자 등은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이율․이자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으

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함. 한 나라의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

에도 해당됨.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원인이며,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

명․내란․외환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원인이 됨. 디폴트의 형태는 지불불이행(non payme

nt)과 차관계약상 부가의무 위반이 있음. 지불불이행은 가장 중요한 디폴트로서 원리금 또는 특정금

액을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함. 단순한 태만으로 인한 미

지불이나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유예기간이 부여

됨. 차관계약상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립함. 계약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

권자를 보호하고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에 관한 유예기간조항이 삽입되지만, 그 의무가 신용

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사항이 신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음. 채권자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

언'이라고 함.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

할 수 있음.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

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디폴트(cross default)라고 함.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

해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을 디폴트리스크(default risk)라고하며,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리스

크를 컨트리리스크(contry risk)라고 함.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

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함.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kdic&query=%EB%94%9

4%ED%8F%B4%ED%8A%B8&oquery=%EC%9D%B4%EB%A5%B4%ED%97%A8%ED%8B%B0%EB%

82%98+%EC%88%98%EC%B6%9C%EB%93%B1%EB%A1%9D%EC%A0%9C%EB%8F%84&tqi=UOyr

JwprvxsssDHymTRssssssNs-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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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개편하였다. 곡물을 중심으로 보면, 옥수수(20%)와 밀(30%) 등 일부 농산물

의 수출세를 폐지하였으며, 대두(35%에서 30%), 대두박 및 대두유(32%에서 27%)

는 5%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16).

그러나 재정적자의 여파로 대두 수출세 인하는 2018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대

두에서 옥수수로의 작물전환이 가속화되어 대두 재배면적은 줄고 옥수수는 증가하

였다17).

2018년 9월 3일, 아르헨티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세 부과 정책을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페소화 폭락 등의 경제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는 세수 확대 방안으로 

주요 곡물에 최대 12%, 대두는 3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율은 달러당 4

페소로 책정되었으므로, 당시 평균 환율인 38페소/달러를 적용하면 대두에는 

29%, 옥수수에는 11%의 수출세가 부과되었다. 

그림 7. 페소/달러 환율 변화에 따른 품목별 수출세

자료: Bolsa de Comercio de Rosario, BCR Weekly Review, 2018.9.13.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2019년 10월 당선된 페르난데스 정

부는 2019년 12월에 대두(25%에서 30%), 밀과 옥수수(약 7%에서 12%)에 수출세 

인상을 결정하였다. 한편, 쇠고기에 대한 수출세는 7%에서 9%로 인상하기로 결정

하였다18).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월보 2016년 3월호. 콩과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점진적 인하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월보 2016년 12월호.

18) REUTERS, “Argentina’s new government hikes export taxes on disgruntled farmers”,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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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2월 17일에 페르난데스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법안에는 밀과 옥수수에는 15%, 대두에는 3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그

러나 부가가치상품에 대한 수출세는 줄이는 방안이 함께 제안되어 있어, 대두유와 

대두박에 대한 수출세는 33%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주요 수출품

목인 쇠고기에 대해서는 세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부가가치상품으로 분류될 경

우 세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15%가 부과될 전망이다19).

(나) 수출 등록 제도 

수출 등록 제도(ROE)는 수출에 관한 통계를 시스템화한다는 명목으로 수출을 

추진할 때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도이며, 2007년에 도입되었다. 그 결

과, 수출절차가 복잡해졌다20). 물론 곡물과 쇠고기도 등록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로는 국내가격 억제 수단으로서의 측면이 강하며,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수출 

물량이 대폭 감소하였다(그림 8). 

그림 8. 쇠고기 수출량 추이

19) Buenos Aires Times, “New tax hike is nightmare come true for Argentina’s farmers”, 2019. 12. 17.

20) 일례로, 유제품 수출의 경우 통상 2~3주 정도 소요되었던 것이 사전등록 절차가 국내 유제품 가격 

상승 시에는 수 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였다고 함. 이에 따라 수출 대상업체에 납입해야 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고, 거래가 끊기는 케이스도 있다고 함(佐藤宏樹, 玉井明雄, 米元健太, ‘アルゼン

チン酪農乳業の現状と今後の見通し-新政権発足後を中心に-, ｢畜産の情報｣ 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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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후 수출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지만, 통계관리 관점에서 여전히 존속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목적이 애매하다며 폐지하자는 요구가 많아, 2017년 

12월 쇠고기에 대한 ROE는 폐지되었다. 

나. 쇠고기 생산 동향 

2017년 도축두수는 1,259만 7,881두(전년대비 7.5% 증가), 쇠고기 생산량(도체

중 기준)은 284만 톤(전년대비 7.4% 증가)(표 9)이었다. 엘니뇨21) 현상에 의한 다

우(多雨)의 영향으로 주산지가 침수되어 목초지 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감산되었던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캐틀사이클22)이 바닥을 치고 사육두수 증가 경향인 

것도 그 배경 중 하나이다23). 아울러 수출 관련 규제가 폐지되면서 생산현장에서

는 증산 의욕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표 9. 쇠고기 수급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 도축두수(천두) 11,429 12,625 12,101 12,157 11,720 12,598

생산량(천 톤) 2,596 2,822 2,674 2,727 2,644 2,840

수출량(천 톤) 188 201 212 199 230 312

1인당 소비량(kg) 58.6 63.1 58.6 59.4 56.4 58.5

거세우 생체가격(페소/kg) 8.9 9.6 15.1 17.9 26.4 29.5

주: 생산량, 수출량, 1인당 소비량은 지육중량 기준

자료: MINAGRO,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에서 재인용. 

21) 엘니뇨 현상이란 태평양 적도지역의 중앙부근(날짜 변경선 부근)부터 남미의 페루 연안에 걸친 넓은 

해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해 높아지는 현상으로, 보통 한 번 나타나면 그 상태가 반년에서 

1년 반 정도 계속되며 수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함. 이와는 반대로 같은 해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

년보다 낮은 상태가 계속되는 현상을 라니냐 현상이라 함.

(네이버지식인: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5&docId=336054242&qb=7JeY

64uI64eoIOudvOuLiOuDk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22) cattle cycle. 10년 주기로 알려져 있음. 영세한 다수의 생산자들이 그해 가격의 고저에 따라 더 심

고 덜 심는 현상에 따라 다음해 공급과잉과 공급부족이 반복되는 주기 변동을 비롯하여, 더 나아가 

축산물의 경우엔 2~3년 주기의 에그 사이클, 4~5년 주기의 피그 사이클, 10년 주기의 캐틀 사이클 

등 특유의 주기 변동에 의해서도 가격 변동이 크다는 이론이 정립됨.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nywear1/220148747616)

23) 단기적으로 보면, 사육두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도축두수가 줄어들어 생산량도 줄어들지만, 중장기적

인 추세로 보면, 사육두수 증가는 도축물량 증가를 통한 생산량 증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본문에

서는 추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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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18년 도축두수는 가뭄의 영향으로 경산우의 

도태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1,300만두로 예상하였다. 

다. 쇠고기 소비 동향 

MINAGRO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2017년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 58.5kg이지만, 최근 가장 많았던 2013년 63.1kg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섯다(그림 8). 한편 1인당 식육 소비량을 보면,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 증

가가 식육 소비량 전체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닭고기는 2007년에 28.9kg이었

는데 최근의 웰빙(wellbeing)을 배경으로 2017년에는 44.1kg까지 늘어났다. 돼지

고기도 같은 기간에 7.9kg에서 14.1kg까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닭고기와 돼

지고기 소비동향이 쇠고기의 국내 수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1인당 연간 식육소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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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쇠고기 수출 현황 

2017년 쇠고기 수출물량(제품중량 기준)은 20만 8,577톤(전년 대비 35.1% 증

가), 수출액은 12억 9,622만 달러(26.0% 증가)로 전년부터 크게 증가하였다(표 

10). 정권 교체 이후 각종 수출 규제가 철폐된 것을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표 10. 쇠고기 수출 추이

구분

2016년 2017년 전년비(증감율, %)

수출량
(톤)

수출액
(천미달러)

단가
(미달러/톤)

수출량
(톤)

수출액
(천미달러)

단가
(미달러/톤)

수출량 수출액 단가

중국 54,962 228,742 4,162 96,633 407,380 4,216 75.8 78.1 1.3

칠레 25,791 139,661 5,415 28,087 159,497 5,679 8.9 14.2 4.9

독일 20,967 271,615 12,954 22,170 267,580 12,069 5.7 -1.5 -6.8

이스라엘 20,178 122,238 6,058 20,637 129,746 6,287 2.3 6.1 3.8

네덜란드 8,463 103,842 12,270 10,339 121,453 11,747 22.2 17.0 -4.3

브라질 6,005 49,825 8,297 6,895 67,008 9,718 14.8 34.5 17.1

러시아 3,502 11,274 3,219 5,297 20,018 3,779 51.3 77.6 17.4

기타 14,557 101,498 6,972 18,519 123,538 6,671 27.2 21.7 -4.3

합계 154,425 1,028,696 6,661 208,577 1,296,219 6,215 35.1 26.0 -6.7

주 1: 제품중량 기준

   2: HS 코드 0201, 0202 합계

자료: Global Trade Atlas,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에서 재인용. 

지역 농업인 연맹(CREA)에 따르면, 고급 부위는 EU용, 저급 부위는 중국 등과 

같이 쇠고기는 부위별24)로 주요 수출 대상국이 대체로 결정된다고 한다. <그림 

10>은 수출 대상국별로 쇠고기 주요 수출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24)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등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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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쇠고기 부위별 주요 수출대상국

(가) 중국 

중국으로의 수출은 대부분 냉동으로 2012년 수출금지 해제 이후 급격히 증가하

고 있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75.8% 늘어난 9만 6,633톤이었다. 북부지역 패

커25)에 따르면, 중국 수출을 위한 쇠고기는 경산우의 전부(前部) 4분도체(四分屠

體)를 중심으로 한 저급 부위가 주류이지만, 최근 1~2년에는 로인계통의 스펙요구

도 늘고 있다. 

중국의 스펙 문의는 2018년 들어서도 여전히 강하다. 2018년 1~3월의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을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은 전년 동기대비 35.0% 증가, 우루과이

는 10.0%, 호주는 34.6% 증가한데 비해, 아르헨티나는 105.4% 증가라는 현저한 

증가세를 보였다(표 11). 그러나 수량 면에서는 상위 3개국과 아직 차이가 있어 앞

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25) 북부지역 패커의 사례에 대해서는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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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1/4분기)

2017년 1-3월(톤) 2018년 1-3월(톤) 전년동기비(증감율, %)

브라질 46,387 62,642 35.0

우루과이 46,343 50,988 10.0

호주 25,206 33,918 34.6

아르헨티나 14,503 29,787 105.4

뉴질랜드 23,175 28,118 21.3

기타 4,468 6,211 21.3

합계 160,082 211,664 32.2

주: HS 코드 0201, 0202 합계

자료: Global Trade Atlas,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에서 재인용. 

(나) EU 

EU로의 쇠고기 수출은 1979년 GATT26) 도쿄 라운드(Tokyo Round)에서 힐튼

의 틀(힐튼의 쿼터라고도 함. Hilton beef Quota)27)이 설정되고, 쿼터가 할당된 

이후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힐튼의 틀에 의해서는 EU 규칙 593/2013에 의

거, 뼈 없는 고급 신선 쇠고기를 대상으로 종가세 20%로 수입되고 있으며, 아르헨

티나에는 최대 2만 9,500톤이 할당되어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고급 쇠고기 면

세 한도(이하, ‘QUOTA481’)가 설정되었으며, EU로의 수출은 이러한 2개의 관세 틀 

내에서의 수출이 대부분이었고, 대부분 냉장으로 배편으로 수출되고 있다(표 12).

아르헨티나의 힐튼의 틀(쿼터량)에 대한 소화(消化) 상황을 보면, 소화량은 각

국 중에서 가장 높지만, 소화율은 8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우루과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꽤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표 13). 

26)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

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

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27) EU의 고급 쇠고기의 낮은 관세 수입 물량(종가율: 20%)의 속칭임. 1979년 당시의 도쿄 힐튼 호텔

에서 열린 GATT 도쿄 라운드에서 EU와 쇠고기 수출국과의 협상 결과, 이 낮은 관세 수입물량을 

마련하는 것이 합의되면서 관계자 간에 힐튼의 틀(Hilton Quota)이라 부름. EU의 쇠고기 수입 관세

는 종가세(ad valorem duty)와 종량세(specific duty)로 짜여져 있으며, 현재의 세율은 각각 12.8%, 

1,768유로/톤임. 이러한 관세에 더불어 수입량 급증이나 수입가격 하락을 계기로 수입관세가 인상

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발동실적은 없음. EU측은 신규 가맹국의 

EU 가입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힐튼의 틀 확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틀 

즉, 범위 외 세율부담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쇠고기 수출국에 할당된 힐튼의 틀이 대EU 수출에 

있어서의 제약 중 하나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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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EU로의 쇠고기 수출의 틀(2017년 7월~다음해 6월) 

대상국 틀 내 수량(톤) 세율 아르헨티나산 쇠고기에 대한 주요 요건

힐튼의 틀

아르헨티나 29,500

종가세 
20%

* 방목 비육
* SENASA 등급으로 수율이 거세우에서 

U2 이상, 미경산우에서 B 이상
* Traceability가 확보되어 있을 것

미국, 캐나다 11,500

브라질 10,000

호주 7,150

우루과이 6,376

뉴질랜드 1,300

파라과이 1,000

계 66,826

고급쇠고기 
관세의 틀
EU규칙 

481/2012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우루과이, 미국

합계 48,200
각 사분기 12,050

무세
* 곡물을 100일 이상 급여할 것
*3 0개월령 미만 소 유래일 것

주: 두 개의 틀 외의 관세율은 12.8%+303.4유로/100kg

자료: 유럽위원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에서 재인용. 

아르헨티나 국내 대형 패커가 가입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쇠고기 수출업자연합

(ABC)에 따르면, 정권교체 이전의 수출 규제 영향과 더불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패커에 대한 틀의 배분 절차가 늦어지기 일쑤이며, 패커 측이 충분한 생산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이 작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18년도에는 개선경향이 보

이는 데, 1월 31일 기준으로 60% 조금 못 미치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전년도 이상

의 소화율이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표 13. 힐튼의 틀에 대한 국가별 소화량 추이

대상국
틀 

내 수량

2014/15년도 2015/16년도 2016/17년도 2017/18년도

소화량
(톤)

소화율
(%)

소화량
(톤)

소화율
(%)

소화량
(톤)

소화율
(%)

소화량
(톤)

소화율
(%)

아르헨티나 29,500 22,867.03 77.52 22,350.61 75.76 23,112 78.35 16,963 57.50

캐나다/미국 11,500 353.46 3.07 292.16 2.54 421 3.66 1,633 14.20

브라질 10,000 7,989.89 79.90 9,289.17 92.89 8,572 85.72 4,023 40.23

호주 7,150 6,815.93 95.33 6,749.85 94.40 4,051 56.66 3,469 48.52

우루과이 6,376 6,280.98 98.51 6,249.09 98.01 6,366 99.84 4,304 67.51

뉴질랜드 1,300 1,299.45 99.96 1,299.95 100.00 1,162 89.36 686 52.79

파라과이 1,000 12.13 1.21 915.63 91.56 983 98.26 670 67.04

주 1: 연도는 7월-익년 6월

    2: 2017/18년도는 1월 31일 기준

자료: 유럽위원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에서 오류 수정 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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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국가 

칠레로의 수출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냉장이 대부분이며, 오랫동안 안정적

으로 추이하고 있다. 이스라엘로의 수출도 안정적이지만, 2018년 6월부터 이스라

엘은 수입 쇠고기에 대해 이력추적28)을 요구한다거나 도축 시 동물복지 조건도 까

다로운 만큼 아르헨티나 측의 대응 상황에 따라서는 수출량이 줄어들 수 있다. 또

한 브라질로의 수출은 약 70%가 냉동이며, 부위로는 브라질에서 인기인 ‘피카

냐29)’(램프캡 부위를 이용한 구이 요리)가 중심이다. 

사진 1. 브라질에서 인기인 피카냐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마. 향후 쇠고기 수급 전망 

수출세 등 수출 규제 철폐를 통해 생산자들의 사육의욕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한

층 쇠고기의 생산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가뭄 피해 상황에 따라서는 증산에 

먹구름이 낄 수도 있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국내 쇠고기 소비가 

다른 고기와의 경쟁에 노출되는 데,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2000년대 수준으로 돌

28) 쇠고기의 이력추적을 위해서는 쇠고기 생산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시설들을 인정하여야 

함.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출을 위한 인정시설에 대해서는 <부록 3> 참조.

29) picanha. 피카냐는 브라질의 쇠고기 부위임. 슈하스쿠 또는 스테이크 등으로 먹음.(위키백과,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kdic&query=%ED%94%BC%EC%B9

%B4%EB%83%90&oquery=%EB%94%94%ED%8F%B4%ED%8A%B8&tqi=UOzR8wprvTossjfvR8Rssss

sseh-34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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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때문에, 생산량 증가분의 대부분은 수출로 돌

릴 것으로 생각된다. ABC에 따르면, 5~7년 후에는 수출량이 40만 톤을 넘어설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새로 선출된 페론주의자 대통령인 페르난도 좌파정권에서는 수

출세 부활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수요 우선 충당의 원칙에 따라 수출이 감

소될 수도 있다는 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3. 육우 농가 사례 소개 

이번 조사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내에서 형태가 다른 육용우 경영 3개 농

장(번식경영 El Remanso 농장, 비육경영 Agro Holanda 농장, 일관경영 La 

Llovizna 농장과 Primavera 농장)을 방문하였다30). 이 절에서는 방문 농장들의 

개요에 대해 살펴본다(표 14).

표 14. 육용우 경영의 개요(2018년 3월 방문 시점)

El Remanso 농장 Agro Holanda 농장 La Llovizna 농장·Primavera 농장

경영형태 번식경영 비육(피드롯)경영 일관경영

복합경영 내역 - 피드롯 용 옥수수 -

경영면적 100ha 120ha 300ha(번식)/2,800ha(비육)

개량초지 비율 자연초지 만 자연초지, 피드롯 만 90% 이상

노동력 경영자, 종업원 1명 경영자, 종업원 15명 경영자 형제, 종업원 11명

소 품종
앵거스(일부 
헤어포드)

앵거스종과 헤어포드종 
교잡종

앵거스종

소 사육두수 220두 5,300두 3,000두

출하처
송아지시장 또는 
지역 비육농가

대규모 패커

송아지: 송아지시장 또는 지역 
비육농가

비육우: 리니엘즈시장(주) 또는 대규모 
패커

인공수정 유무 무 - 유(원칙 전두수)

평균 공용 산차 8-9 - 6-7

이유시기 6개월령 - 7개월령

주: 리니엘즈시장은 아르헨티나 최대 가축시장임.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30)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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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번식경영 El Remanso 농장 

El Remanso 농장은 농장주 노에미 씨와 남편인 왈테라 씨 둘이서 경영하고 있

다. 100ha 넓이의 농장에 경산우 100마리, 미경산우 40마리를 포함, 총 220마리

를 사육하고 있다. 

사육형태는 자연초지방목이며, 곡물은 급여하지 않고 있다. 또 이 농장은 집약적

이고 합리적인 방목인 ‘Voisin’이라는 사육방법을 하고 있다. Voisin은 아르헨티나

와 브라질 등 라틴 아메리카에서 볼 수 있는 윤작방목 방법으로, 초지를 작은 목구

(牧區)로 나누어 집약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을 목표로 하는 방법이다.

그림 11. 목구 구분(일부)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이 농장은 100ha의 목초지에 전기 울타리를 쳐서 89개의 목구로 나누었다. 왈

테라 씨가 매주 모든 목구에 찾아다니며 목초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때 그때 가장 

상태가 좋은 목구를 택하여 어느 목구에 어느 축군(畜群)을 움직일 것인가 하는 계

획을 세우고, 매일 오후 2시에 목구로 이동시킨다(그림 11). 축군은 (1) 경산우와 

이유 전 송아지, (2) 이유 후 송아지와 갱신용 미경산우, (3) 황소(4마리)로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단순 계산하면, (1)과 (2)에서 1개 목구당 연간 8일 정

도 사용하게 되며, 고품질 목초를 급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장주는 SNS를 통해 Voisin을 채용한 생산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으

며, 앞으로 다른 생산자의 기술도 도입하고 목초에 대한 새로운 적정 관리도 하겠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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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방목 전후 목구의 모습 사진 3. 펜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비육우

(좌측 방목 전, 우측 방목 후) ( - )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나. 곡물 비육장(feedlot) 경영 Agro Holanda 농장 

현재의 농장주인 페이먼 씨는 원래 축산 컨설턴트였다. 페이먼씨는 1990년대부

터 네덜란드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메르코수르31) 지역 축산업에 대한 투자 가

능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그 가능성에 주목하

여 2004년에 이 농장을 사들여 농장 경영자가 되었다. 

비육소우(肥肉素牛, 비육용 송아지32))는 주로 엔트레리오스 주(州)나 코리엔테

스 주(州)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 두개 주(州)는 이 농장에서 700~800km 떨어져 

있다. 페이먼 씨에 따르면, 비육소우 즉 송아지 가격이 다른 주(州)와 비교하여 낮

기 때문에, 이 두개 주(州)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도입 당시의 체중은 약 60%

가 200~240㎏, 약 20%가 240~340㎏, 나머지 약 20%가 380~420kg이다. 도입 

31)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

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 정식 명칭은 Southern Common Market이며, 사무국

은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소재해 있음. 1991년 아순시온 협약 체결로 출범한 메르코수르는 국제

사회에서 가장 단기간에 관세동맹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예로 평가받고 있음. 메르코수르

는 물류·인력·자본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촉구하며,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와 경제를 통

합·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95년 이후 모든 관세를 철폐하면서 단순한 경제블록을 넘어 

EU와 같은 통합체제를 지향하고 있음. 회원국 정부들도 메르코수르 공고화를 위한 관세동맹 완결

을 위해 노력 중이며, 관세동맹을 넘어 재정통합까지도 시도하고 있음. 회원국은 2012년 7월 31일 

베네수엘라의 정식 가입 승인이 나면서 5개국으로 늘었으나, 2017년 7월 5일 베네수엘라의 민주주

의가 다시 복구될 때까지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이 정지됨. 2017년 기준 볼리비아가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가이아나, 수리남 등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939&cid=43667&categoryId=43667)

32) 아르헨티나에서는 비육소우 즉, 송아지는 7개월령 정도 되었을 때 이유하여 비육농가에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당시의 체중은 180kg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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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90~100일 정도 비육한다, 100~120kg 증체를 기준으로 사육하고 있다. 또한, 

이 농장은 소유하고 있는 소 외에도 예탁우(豫託牛)를 받아들였고,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의 약 50%는 예탁우이다. 

곡물 비육장의 사육 능력은 8,500마리 정도인데, 현재는 5,000마리를 50개의 

펜으로 나누어 사육하고 있으며, 질병이 있거나 생육이 불량한 소 등 300마리는 

자연초지에서 사육되고 있다. 

생산원가 중 사료비는 20%를 넘는다. 사료는 수량기준으로 옥수수가 35~40%

(그 중 자체 생산이 5%), 맥주박 50%, 나머지 땅콩피, 대두박 등이다. 증체를 중

시하는 경우 옥수수 비율은 60% 안팎이 이상적이지만, 원료 가격 면에서 맥주박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농장주 페이먼 씨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고 생각하고 있어,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세우지 않고 곡물비육장처럼 단기적인 사

이클에서 경영 판단을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진 4. 사료로 사용되는 맥주박(건조)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다. 일관경영 La Llovizna 농장과 Primavera 농장 

농장주인 버스티로 형제는 번식중심인 La Llovizna 농장과 비육중심인 

Primavera 농장 등 인접한 두 군데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두 농장에서 상시 

약 3,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품종은 모두 앵거스종이다. 또 사육하는 소의 

내역은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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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La Llovizna 농장과 Primavera 농장의 사육두수 내역 

구분 두수 비고

경산우 1,000

미경산우 820 그 중 120두는 번식용으로 판매 예정

숫송아지 524

암송아지 420

육성거세우 79

씨숫소 21

육성씨숫소 200 전두수 번식용으로 판매 예정

합계 3,064

주: 2018년 3월 기준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이 농장은 아르헨티나의 일반적인 번식 방법과는 달리 경산우, 미경산우에 관계 

없이 전두수를 인공수정으로 종부(種付)하고 있다. 인공수정은 약 300마리씩 3개 

군(群)을 만들어 군별로 시행하고 있다. 제1군은 9월 상순 중 하루를 잡아 1차로 

인공수정을 하고, 21일 후에 제2군을, 추가적으로 다음 21일 후에 제3군에 1차로 

인공수정을 실시한다. 수태되지 않으면 21일 후에 다음 군과 함께 다시 인공수정

을 실시한다. 1마리를 2차까지 인공수정하고, 수태되지 않으면 1월 31일까지 자연

교배에 의한 종부를 실시한다.

사진 5. 육성 거세우의 사육풍경 사진 6. 방목에 사용되는 콩 밭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이들 농장에서는 방목에 의한 목초비육을 하고 있으며, 초지에는 알팔파와 수수 

등 개량초종이 대부분이다. 자연초지는 얼마 없다. 이유시기와 비육기간 등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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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아르헨티나의 사육흐름 차트(그림 4, 5)와 유사하다. 또한, 출하 전 미성숙 

거세우는 방목과 옥수수, 콩 등 곡물을 혼합한 사료를 급여한다. 그 외, 판매용 미

성숙 종모우(種牡牛, 씨숫소)와 미경산우 등에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콩 밭에 방

목하기도 한다고 한다. 

5. 파타고니아 지역의 잠재력 

5.1. 파타고니아 지역 쇠고기 생산의 특징 

가. 품종, 사육두수 

북파타고니아 A지역은 북부의 주요 산지와 마찬가지로 앵거스종과 헤어포드종

이 주류이다. 한편 북파타고니아 B지역과 남파타고니아 지역은 쾨펜의 기후구

분33)에 의한 사막기후(BW)34)와 스텝기후(BS)35)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초와 곡물 

33) 쾨펜(W. Köppen)이 식생이 기후 환경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식생 분포의 경계

와 일치하는 기온과 강수량을 구분 기준으로 하여 세계를 11개의 기후구로 구분함. 1차적 기준은 

기온과 건조의 정도에 따라 위도대 별로 나타나는 식생과 관련하여 열대 기후(A : 최한월 평균 기

온 18℃ 이상), 온대 기후(C : 최한월 평균 기온 -3~18℃), 냉대 기후(D : 최난월 10℃ 이상, 최한

월 -3℃ 미만)로 구분하고, 식생이 자라기 어려운 기후를 건조 기후(B : 연 강수량 500㎜ 미만), 한

대 기후(E : 최난월 10℃ 미만)로 구분함. 2차적 기준은 열대(A)·온대(C)·냉대(D) 기후에 대해서는 

강수의 계절적 분포에 따라 연중 습윤(f), 여름 건조(s), 겨울 건조(w), 몬순(m)으로 구분하고, 건조

(B)·한대(E) 기후에 대해서는 식생 유형과 지표 상태를 고려하여 스텝(S), 사막(W), 툰드라(T), 빙설

(F)로 세분하여 1차적인 부호와 함께 사용함.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3℃ 이상인 남부 지역은 온대 기후, -3℃ 미만인 중 · 북부 지역은 냉대 기후로 구분됨.(네

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4888&cid=47340&categoryId=47340)

34) desert climate, 沙漠氣候 쾨펜의 기후구분에서는 BW라고도 함. 주로 내륙의 아열대고기압에서 발

달하는 건조한 기후. 일반적으로 강수량은 증발량을 밑돌며, 식물은 거의 자라지 못함. 저위도 지방

의 사하라·아타카마·타르 사막 등에서는 일사량이 강하고 뇌우(雷雨)가 100mm를 넘게 옴. 이 때문

에 와디의 내부 등에서는 토양에 수분이 있는 동안은 식생(植生)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일사가 

강한데다 지표가 노출되고 대기 중의 수증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낮 동안은 기온이 높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일교차(日較差)가 수십℃에 이름. 한편, 대륙 내부의 분지 내에서 볼 수 있는 고

비·중가리아 사막 등에서는 여름에는 아열대지방의 사막과 비슷하나, 겨울에는 기온의 강하가 심하

여 저온사막(低溫沙漠)이라고 함. 이것과 유사한 기후에 해안사막기후(海岸沙漠氣候)가 있음.(두산백

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7236&cid=40942&categoryId=33139)

35) steppe climate. 초원기후(草原氣候) 또는 초지기후(草地氣候)라고도 하며, 쾨펜 분류에 의해 BS기후

라고도 함. 건조기후 가운데 비교적 강수량이 많고 건조 정도가 약해서 자연식생으로, 스텝이란 키 

작은 초지가 형성되는 기후임. 스텝은 협의의 개념으로 러시아 남부를 중심으로 넓게 펼쳐진 건생

(乾生)의 초원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사막기후에 비해 반건조의 기후를 표현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

됨. 쾨펜(W. Köppen)의 기후분류에 의하면 건조한계지수가 10~20 사이의 지역에 해당됨. 손드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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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이 좋지 않다. 따라서, 비육우 비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양(羊) 목축36)이 

주류이다(그림 12).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유용종을 포함하더

라도 아르헨티나 전체의 2.2%(2017년)37)이며(표 6 참조), 그 중 60%이상이 북파

타고니아 A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양은 구제역 남부에서 사육하는 비중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는 아르헨티나에서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인 북부에

서 주로 사육되고 있고, 양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인 남부에서 많이 사육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2. 아르헨티나의 소 및 양 분포(1개 point당 5,000두)

트(C. W. Thornthwaite)의 강수효율지수에 의하면 31~16 사이의 지역에 해당됨.(자연지리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14206&cid=42455&categoryId=42455)

36) 아르헨티나의 양고기산업에 대해서는 <부록 4> 참조

37) 아이레스 주 파타고네스시의 사육 마릿수를 제외한 것임. 시를 포함한 파타고니아 지역 전체의 사

육두수 비율은 이보다 약간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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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형태, 생산, 출하방법 

파타고니아 지역에서의 사육형태별 내역은 <그림 13>과 같다. 비육농장의 

80~90%가 방목 위주로, 곡물 급여는 출하 전 몇 개월간 또는 목초 부족 시 보조

적으로 이루어진다. 급여되는 곡물은 주로 옥수수이다. 옥수수 생산이 왕성한 팜

파스 지역은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1,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저렴하게 옥수수를 

조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비육우 사육 스케줄 등은 아르헨티나 전국의 

일반적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13. 비육우 사육형태별 비율(파타고니아 지역)

북파타고니아 A지역 동부의 이 지역 최대의 농협인 파타고냐스 비에도마 농축

수산업협동조합(비에도마 농협)에 따르면, 패커에게 소를 출하할 때 이 농협이 조

합원 이외의 소도 집하하기도 하면서, 동부에서는 농협을 경유하여 출하되는 경우

가 많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직접 출하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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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북파타고니아 A지역 방목 풍경

주: 2017년부터 한발의 영향으로 목초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음.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파타고니아 지역에서는 구제역의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북부지역(구제역 백

신접종 청정지역)으로부터 구제역 감수성 동물의 이동은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번식우나 비육우를 도입할 때는 파타고니아 지역산(地域産) 

소에 한한다. 또 북부지역에서 신선 쇠고기나 양고기의 파타고니아 지역 반입도 

SENASA가 특별히 등록된 도축장에서 탈골, 숙성처리를 확실히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다. 파타고니아 지역과 북부지역 경계에서의 감시 

파타고니아 지역은 파랑카스 강 및 콜로후드 강이라는 자연 장벽에 의해 북부지

역과 나누어진다. 백신접종 청정지역에서 동물과 축산물 반입을 감시하는 

SENASA는 경계를 가로지르는 모든 도로 상에 12개소의 위생방역경계포인트38)를 

설치하고 있다. 또 파타고니아 지역 내에 있는 공항 12개소에도 SENASA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그림 14). 

38) 조사지역 위생방역경계 포인트에 대해서는 <부록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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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위생방역 경계 포인트

라. 파타고니아 지역의 패커 

파타고니아 지역에는 연간 1,000마리 이상의 소를 도축하는 패커가 약 30개사

(社) 정도 있다. 그 중 2016년 기준으로 도축두수가 1만 마리 이상 되는 대규모 패

커는 5개사(社) 정도밖에 없다. 그 중에서 최대 패커는 FRIDEVI 사(社)이다. 이 

회사는 수출인증 취득이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EU수출인증도 취득하였다. 

FRIDEVI 사(社)는 북파타고니아 A지역에 위치한 리오네그로 주 비에도마 시

(市)에 입지하여, 시내에 대형 슈퍼마켓에 공급하고 있는 패커로, 1983년에 창업

하였다. 당초에는 슈퍼마켓이 회사주식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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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고 주식도 팔아, 비에도마농협과 아르헨티나농협연합회(ACA)가 주식을 각각 

50%씩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비에도마농협 산하의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450명과 자사 곡물비육장(feedlot) 1농장에서 생우(生牛)를 받아들여 운영하고 있

다. 2016년도(7월~이듬해 6월)에는 5만 1,576마리를 도축하여, 생산량은 1만 

2,078톤이었다(표 16). 또한 이 회사의 쇠고기 생산공정은 <그림 15>와 같다. 

표 16. FRIDEVI 사(社) 개요

항목 내용 비고

처리능력 8000두/월

가동일수 5일/주

종업원 340명

쉬프트 도축, 커트부문: 5:00-14:00

도축두수 51,576두(2016년 7월-다음해 6월)

생산량 12,079톤(2016년 7월-다음해 6월) 지육중량 기준

수출량 277.7톤(2016년 7월-다음해 6월) 지육중량 기준

주요 수출처 EU, 브라질 등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그림 15. 쇠고기 생산 공정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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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량은 연간 300톤 정도로 생산량의 3%에도 못 미친다. 이 중 EU로의 수출

이 약 90%로 브라질과 러시아로도 수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힐튼의 틀에 의한 쿼

터물량을 200톤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EU로의 수출 대부분이 힐튼의 틀 이내이

다. 도축두수 기준으로는 20~25%가 수출용이지만, EU에 수출할 수 있는 부위는 

설로인(Sirloin), 립로스(Lib loast), 등심살(fillet) 등과 같은 고급 부위에 한정되

어, 생산량 기준으로는 아주 적어진다. 그러나 EU에서는 아르헨티나 쇠고기에 대

한 평가가 좋아 EU용 쇠고기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익률은 큰 것으

로 알려져 있어, 각 사(社)는 EU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국내용 소의 출하체중이 300~400kg으로 수출용과 비교하면 

상당히 작다. 때문에 Rioplatense 사(社)처럼 수출용 크기의 소를 기준으로 가격

을 설정하여 조달을 꾀하는 패커도 있지만, 많은 패커들은 수출용 거세우 수집을 

위해 고생하고 있다. 

특히 FRIDEVI 사(社)를 포함한 파타고니아 지역의 패커는 북부지역에서 집하

(集荷)를 하지 못하고 파타고니아 지역 내에서 집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에 FRIDEVI 사(社)에서는 수출용 거세우를 일정량 회사에서 

생산한다는 계약을 비에도마농협에 소속된 60명과 국내시장 전용 소(牛)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분을 확보하고 있다. 가격의 추가

분은 국민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아사도’39)용 뼈있는 고기 판매에서 보충하고 있

다고 한다. 

북부지역에서 파타고니아 지역으로 쇠고기 제품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탈골․숙

성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사도용 뼈있는 고기를 파타고니아 지역에 반입할 

수 없다. 때문에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팔리는 아사도용 뼈있는 고기는 모두 파타

고니아산이다. 아사도 용 쇠고기는 스펙요구도 강하고 이익률이 높다고 한다(표 

17). 

39) asado. 쇠고기에 소금을 뿌려 숯불에 구운 아르헨티나의 전통요리. 아르헨티나의 원주민인 가우초(g

aucho)들이 먹던 요리에서 유래하여 전통음식이 됨. 숯불이나 그릴의 한 가지인 파릴라(Parilla)에 쇠

고기 중에서도 특히 갈비뼈 부위를 통째로 굽어 만듦. 다른 양념은 하지 않고 굵은 소금만 뿌려서 

간을 맞추어 조리함. 오레가노·파슬리·칠리 등으로 만든 치미추리(chimichurri) 소스와 함께 먹는 음

식임. 아르헨티나의 국민음식 아사도에 대해서는 <부록 3> 참조(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

er.com/entry.nhn?docId=1233722&cid=40942&categoryId=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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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FRIDEVI 사(社) 직영점 가격

부위 현지호칭
판매가격
(페소/kg)

엔 환산
(엔/kg)

원 환산
(원/kg)

(참고)
부에노스아이레스시내 

판매가격(페소/kg)

엔 환산
(엔/kg)

원 환산
(원/kg)

립플레이트 ASADOCHUESO 199.9 1,059 10,844 158.0 837 8,571

스트립로인 BIFE ANGOS 289.0 1,532 15,688 171.5 909 9,308

텐더로인 LOMO 299.0 1,585 16,230 199.0 1,055 10,803

램프테일
COLITA 
CUADRIL

209.9 1,112 11,387 213.5 1,132 11,592

척롤 PECETO 209.9 1,112 11,387 230.0 1,219 12,483

숏플레이트 VACIO 199.9 1,059 10,844 228.9 1,213 12,421

주 1: FRIDEVI사 직영점 판매가격은 2018년 3월 15일 기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판매가격은 3월 22일 기준

    2: 당시의 환율인 1페소 = 5.3엔, 1엔=10.24원으로 환산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를 기초로 필자 보완

5.2. 파타고니아 지역 수출여력과 일본으로의 수출금지 해제 시의 효과 

가. 수출여력 

파타고니아 지역 최대 패커인 FRIDEVI 사(社)의 수출물량은 연간 약 300톤으

로, 이 중 약 90%가 EU 수출용이다. 앞으로도 힐튼의 틀을 활용한 고급 쇠고기를 

EU로 수출하는 형태가 중심이 되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

만, 생산량을 급속히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RIDEVI 사(社)에 따르

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EU와 같이 고급부위가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으로의 수출의 길이 풀린다 하더라도 그 수량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파타고니아 B지역 및 남파타고니아 지역의 패커는 규모가 작으며, 항구

까지 거리가 1,000km 이상 떨어진 패커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일

본으로의 수출이 가능한 패커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나. 일본으로의 수출금지 해제 시의 효과 

일본으로의 수출금지조치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수출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ICCRA의 미겔 회장은 ‘싼 부위를 싸게 팔지는 않겠다’며, 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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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2주 정도 숙성시킨 뒤 냉동함으로써 미국의 냉장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인 쇠

고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상사에 따르면, ‘원래 수출물량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송기간과 유효기한을 감안하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냉동제품으로 거의 한정될 것

이므로, 테이블 미트가 아닌 다짐재 등 가공용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

냐’는 얘기도 있다. 

6. 맺음말 

아르헨티나 전체적으로는 이전에는 가뭄에 의해 목초와 곡물의 생육상태가 좋

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었지만, 2015년 정권교체 후 쇠고기 생산량, 수출량은 동시

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비 잠재력이 매우 큰 중국의 쇠고기 수요와 

EU 수출용 힐튼의 틀 소화율도 회복되어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출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쇠고기 생산과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파타고니아 지역만 생각할 경우에는 건조한 기후와 지리적인 문제로 북부지역과 

비교하여 곡물급여도 급격히 늘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쇠고기 생산의 커다란 증

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40). 

또한, 파타고니아 지역은 구제역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의 위상을 받아냄으로써, 

북부지역에서 생우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수출량의 대폭 증가는 예상하

기 어렵다. 수출량 증가를 위해서는 꾸준한 생산기반 확대가 요구된다. 

북부지역에서 생우 도입을 가능토록 하려면 북부지역이 백신접종을 중단하고 

구제역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의 위상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북부지역은 2000년에 OIE로부터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후 

2개월 만에 구제역이 대규모로 발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백신접종을 바로 끊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표 14, 그림 16). 

40) 2019년 이후 새로 들어서는 페르난도 정권에서 수출세가 부활된다면 수출과 생산의 커다란 증가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아르헨티나의 곡물 및 쇠고기 생산·수출 현황과 파타고니아 지역의 잠재력

135

그림 16. 아르헨티나 각 지역의 OIE에 의한 구제역 스테터스 인정 경위

그림 17. 아르헨티나 각 주의 구제역 최종 발생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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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파타고니아 지역의 대일 수출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량

을 생산해 낼 수 없다는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의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작을 것이다. 만일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해

지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측에서도 일본으로의 수출 금지조치 해제로 인한 쇠고기 대일 수출

이 수출물량 증가라는 직접적인 측면보다 일본 수출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통해 1

개의 브랜드력이나 북부지역의 수출금지 조치 해제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간접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 검사가 가장 까다로운 

EU에 40년 가까이 수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한 실적이 있는 평가를 

얻고 있는 아르헨티나 쇠고기는 수입 쇠고기 선택사항의 1개가 될 것이다. 

이상의 조사 및 연구결과를 국제곡물 수급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보자. 먼저 아

르헨티나의 곡물생산량은 크게 늘 것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축산의 확대에 의

한 국내용 사료곡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타고니아 지역의 

새로운 축산진흥도 기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곡물 생산량 증가분의 일정부분

은 국내 수요로 충당될 것으로 보이며, 파타고니아 지역의 축산진흥이 소 방목 위

주로 예상되는 바, 파타고니아 지역에서의 곡물 수요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곡물과 쇠고기 수출에 대한 수출세 부활 또한 아르헨티나산 곡물 

수출물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

헨티나의 곡물생산량 증가의 속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곡물 수출량은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국제 곡물가격 하락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아르헨티나의 곡물 및 축산상황에 대해 지속

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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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등급 시스템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등급은 제품수율과 지방두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지

방 두께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로스의 심(芯)이 아닌 지육의 외관에 의해 판

단한다. 

부록 1 표 1.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등급 규격

수율(고←저) 지방두께(엷음←두꺼움)

거세우 JJ J U U2 N T A

0 1 2 3 4기타
(미경산우 등)

AA A B C D E F

자료: MINAGRO,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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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북부 지역 패커의 사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가 출장조사를 실시할 때,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북부 지

역)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두 번째로 큰 패커인 Frigorifico Rioplatense 사(社)

를 방문하였다. 여기에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가 보고한 이 회사의 개요에 대

해 알아본다. 

이 회사는 1974년 설립 이후 40년 이상 주요 패커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도축능력은 1일 1,750마리로 현재 100명 정도의 생산자와 거래를 하고 있다. 가격 

협상은 1주일에 1회 열리며, 방문 때에는 (1) 중량: 반도체 125~150kg(생체 

450~470kg), (2) 등급: 지방 등급 1~2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64페소(약 339

엔)/kg(도체중 기준)을 받으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분만큼 하향 

설정한다. 국내 전용과 비교하여 무거운 중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수출을 전제

로 하기 때문이다. 

부록 2 사진 1. EU 수출용 텐더로인 부록 2 사진 2. 가공라인의 모습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이 회사는 생산량의 약 30%를 수출하기 위해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중국과 EU 

수출용이 중심이다. 중국은 값싼 부위가 중심이며, 특히 싼 가격으로 경산우에 대

한 수요가 높다고 한다. 때문에 예전처럼 경산우를 삶은 고기나 콘비프로 조리하

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또 EU 수출용은 힐튼의 틀과 QUOTA 481로 총 연

간 2,000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지만, 이런 고급 쇠고기는 중동과 러시아,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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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에서도 수요가 있다. 이들 시장에는 주로 항공편으로 냉장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중국 및 필리핀 시장의 성장성을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들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냉동시설 신설을 실시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자사 곡물비육장 건

설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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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출인정 시설 

패커가 수출에 나설 때는 수출국과 수출품목 등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SENASA(국가동식물위생기구)에 먼저 신청하여 인정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패커

는 신청 후, 패커에 상주하는 SENASA의 수의관 및 SENASA 본부의 감사를 받는

다. 

한편, 수출 대상국에 따라서는 수출 상대국의 가축위생기관의 감사를 받을 필요

가 있다. SENASA에 따르면, 수출인정을 위한 확인 항목과 기준은 수출 상대국마

다 다르지만, 확인항목은 공장 내부 기기의 능력과 냉장능력 등 ‘시설’과 도축 과

정이나 내장의 취급 등과 같은 ‘제조공정’ 두 가지로 대별된다. 또한, 수출 대상국

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수출인정 취득 후에도 매년 혹은 몇 년 간격으로 수출상대

국 가축위생기관의 감사가 이루어진다. EU 수출용 인정시설에서는 약 50개 정도

의 인정시설에서 매년 2~3개를 추출하여 감사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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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아르헨티나의 양고기 산업 

아르헨티나는 양고기 생산이 활발하며, 그 중에서도 파타고니아 지역이 국내에서 

도축되는 양의 약 85%를 차지한다. 사육 품종은 북파타고니아 지역에서는 메리노

종41), 남파타고니아 지역에서는 코리데일종42)이 중심이며 램43) 생산이 주류이다. 

2016년 아르헨티나의 양고기 생산량을 보면, 2011년보다 21.8% 줄어든 5만 

1,590톤이다. 이처럼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북파타고니아 지역의 주

산지에서 발생한 가뭄과 칠레 화산폭발에 따른 낙진이 주산지에 떨어진 때문이라

고 한다. 

부록 4 그림 1. 양고기 생산량 추이

41) merino. 양의 한 품종. 스페인이 원산지이나 세계 각국에 이식되어 현재는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

카 연방,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사육되고 있음. 모육겸용종(毛肉兼用種)이지만, 특히 양모를 생산하는 

데 적합한 품종이며, 메리노 양모는 세계적으로 유명함. 메리노양모(merino wool, Merinowolle)는 메

리노종의 양에서 취한 털을 말함. 세계 양모 생산 중 이 메리노종 양모가 35%를 차지하며, 그 양모

의 질은 60~120'S로 감촉 및 색깔이 양모 중 최상급임. 60'S 정도의 것을 스트롱 메리노(strong 

merino), 64'S 정도를 미디엄 메리노(medium merino), 70'S 정도를 파인 메리노(fine merino), 

74~80'S 정도를 슈퍼파인 메리노(superfine merino), 80'S 이상을 엑스트라 슈퍼파인 메리노(extra 

superfine merino)라 부름. 일반적으로 섬유가 가늘고, 곱슬곱슬하며 가는 실을 만드는 데 적합함.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86228&cid=60227&categoryId=60227)

42) Corriedale. 모육(毛肉) 겸용종 양의 한 품종. 몸무게는 암컷이 55∼80㎏, 수컷이 80∼110㎏ 정도임. 

뉴질랜드 원산으로, 메리노종에 영국 원산의 장모 육용종을 교배시킴. 체질이 강건하고 환경 적응력

이 뛰어남. 한국에서도 많이 사육하고 있음. 털 생산량은 연간 1마리당 4∼7㎏으로 몸무게의 10% 

정도임. 암수 모두 뿔이 없고, 얼굴은 흰색이며, 얼굴과 발에 털이 길게 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음. 

육질은 좋으나 털의 품질은 보통이며, 양복감이나 내의 등의 원료로 많이 쓰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0055&cid=40942&categoryId=32626)

43) Lamb. 생후 1년 미만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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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고니아 지역의 평균 도체중은 12~13kg으로, 호주 평균인 22kg을 크게 밑

돈다. MINAGRO에 따르면, 생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한 17kg까지 비육하여

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후문제 등으로 생산비용이 수익을 상회하고, 주산지는 

주로 시골이기 때문에, 생산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문제가 큰 과제이다. 이러한 문

제는 향후 생산 확대에 큰 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록 4 사진 1. 양 방목 풍경 부록 4 사진 2. 양고기 아사도 모듬

(이전 촬영) (부에노스아이레스 고기요리점)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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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아르헨티나 국민 음식, 아사도 

아르헨티나에서 쇠고기를 먹는 방법으로는 스테이크 외에 ‘아사도’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식 숯불구이가 인기이다. 아사도는 19세기 가우초44) 식문화의 한가지

이며, ‘파리자(parrilla)’라는 철망 석쇠 위에서 굽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하는 부

위로는 뼈있는 갈비가 가장 일반적이며, 등심과 설로인, 램프캡(아사도용 갈비부

위) 등도 많이 쓰인다. 레스토랑에서는 350~500g 단위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

며, 가격은 부위마다 다르지만 뼈있는 갈비의 경우 300~450페소(1,590~2,385

엔, 16,282~24,422원)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주말이나 휴일에는 아사도를 많이 먹고 있다고 한다. 슈퍼

마켓에서는 아사도용 쇠고기가 많이 팔리고 있으며, 닭고기나 돼지고기의 2~3배 

정도의 매장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점포가 많다. 가격도 1kg당 100~250페소

(550~1,375엔, 5,632~14,080원)으로 일본의 닭고기나 돼지고기 조각고기 등과 

비슷한 정도의 가격 수준이다. 

부록 5 사진 1. 

레스토랑 문 앞에서 

숯불구이를 하고 있는 모습

부록 5 사진 2. 

레스토랑에서 

조리하고 있는 모습

부록 5 사진 3. 

레스토랑에서 제공된 아사도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44) gaucho. 남아메리카의 라플라타 강 유역과 우루과이 강·파라나 강 하류 등의 광대한 목축지대인 팜

파스의 주민 또는 목동(牧童)을 의미하는 말임. 포르투갈어로는 ‘가우쇼’라고 함. 이들은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등지에서 온 사람들과 원주민의 혼혈로, 독특한 인종형(人種型)을 형성하였는데, 초원에서 

말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유목민족(遊牧民族)과 같은 생활 형태를 이루게 됨. 19세기 말 이후 목축

업이 근대화되자, 오늘날에는 목장에서 일하는 목동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음.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5115&cid=40942&categoryId=3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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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위생 방역 경계 포인트 

북부지역에서 파타고니아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상에 설치된 위생방역 경계포인

트에서는 생축이나 동물제품을 실은 트럭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을 포함한 통행하

는 모든 차량을 검사하고 있다. 생축이나 동물제품을 실은 트럭은 위생방역 경계

포인트 통과 시에, (1) SENASA가 발행하는 생축이나 동물제품 운반증, (2) 가축 

이동 기록소(DT-e) 또는 동물제품에 관한 이동제한 허가증(PTR)등에 대한 확인

이 이루어진다. 

DT-e에는 이동 전 농장번호(RENSPA), 이동할 장소의 농장번호 또는 도축장번

호, 이동하는 동물의 종류와 개체 수, 백신접종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PTR에는 이동 전의 도축장 번호, 이동할 도시 이름, 컨테이너 온도, 소비기한, 컨

테이너의 내용물 중량 등이 기재되고, 패커에 상주하는 SENASA 수의사관의 확인

이 있어야 한다. 

위생방역 경계포인트에서는 통과하는 트럭 10대당 1대 정도를 추출하며, 적하물

이 DT-e 또는 PTR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대당 평균 20~25분이지만, 컨테이너 포장작업을 실

시했을 경우나 증명서류에 차질이 있을 경우 등은 몇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고 한다. 

부록 6 사진 1. Point 714km45) 부록 6 사진 2. PTR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7월호

45) 아르헨티나 국도 3호선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기점으로 714km 지점에 있는 위생방역 경계포인트를 

point 714km라고 함. 12개 있는 위생방역 경계포인트 중 최북서(最北西)에 위치하며, 가장 교통량

이 많음. 앞쪽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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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곡물 관련 정책1) 

허 덕(세계곡물시장동향 편집인)*1)

1. 머리말

최근 들어 브라질의 곡물2) 생산량이 크게 늘어 세계 생산량 중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량도 세계 수출량 측면에서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브라질은 명실상부

한 농업대국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두, 옥수수는 생산량․수출량 면에서 미국

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산 경향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물론 이전에도 브라질 곡물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지만, 이처럼 크게 부

각된 데에는 브라질의 농업정책에 힘입은바 크다. 개방화를 기본으로 한 브라질의 

농업정책은 성공사례로도 많이 소개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도 많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브라질의 농업부문을 둘러싼 역사와 제도적 틀에 대해서도 알

아본다. 이어 브라질의 주요 농산물인 대두와 옥수수를 중심으로 주요곡물에 관련

된 전후방산업에 대한 국내 물류문제도 다루었다. 

2. 브라질 농업 정책사 

1) 식민지 시대부터 공화제까지 

1500년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발견하면서부터 1822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기 

까지는 브라질은 식민지 체제가 이어져 왔다. 이어 1822년부터 1889년까지 이어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林瑞穂의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プロ研資料 第７号(2018.3) 第６章 

ブラジル의 관련부분을 기초로 하여 필자가 곡물수급 관점에서 재정리․보완 및 해설을 추가한 것임.

2)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이 취급하는 브라질의 곡물(grão)의 개념에는 쌀, 옥수수 외에 면과 대두 

등 유지종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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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제정시대까지 브라질 농업의 변천에 대해서는 Fausto(1995)와 金七(2009)의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자료의 내용에 근거하여 재정리해 보

았다. 

포르투갈에서는 15세기 초부터 ‘대항해시대’가 시작되었다. 포르투갈은 1498년 

인도에 도달한 바스코다가마를 비롯하여 유명한 항해자를 배출하였으며, 1500년

에는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이 브라질을 발견하였다. 발견 당초만 하더라도 포르

투갈 본국의 입장에서는 브라질이 향신료 교역을 가져 온 인도처럼 매력적인 땅은 

아니었다. 1530년대 초반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질 연안에 식생하던 ‘파우브라

질’이라는 나무에서 채취한 붉은 물감을 유럽에 판매하는 사업 외에 특별한 경제적 

활동은 없었다. 

16세기경부터는 프랑스가 해외 영토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포르투갈이 취

급하던 ‘파우브라질’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경계감을 가

진 포르투갈은 이전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1532년에 마르틴 아폰소 데 소우자를 

원정군으로 파견하여, 상파울루 연안에 있는 ‘산 비센테’에 파우브라질을 이식하는 

등 실효적인 지배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경험을 살리는 형태로, 후에 브라질 

경제를 지탱하는 사탕수수를 ‘마데이라 섬3)’에서 들여왔고, 사탕수수 농원과 제당

공장도 설립하였다. 

상파울루 주변에서 시작된 사탕수수 생산은 이후 생산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찾

아내었고, 점차 생산지역이 북상하면서 브라질 동북부에 위치한 ‘페르난부코’와 

‘바이아’까지 확산되어, 수출시장인 유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브라질에서의 설탕생산은 1570년부터 1620년 사이에 크게 확대되었다. 그 배경

에는 유럽 설탕에 대한 수요 증가는 물론이고 경쟁국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618년부터 유럽에서 삼십년 전쟁과 1620년대 네덜란드에 의

한 브라질 동북부 침략에 의해 이러한 확대 속도는 둔화되었다. 1630년대에는 카

리브 해에 진출한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시작되었고, 브라

질의 독점상황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단, 브라질에서 설탕의 중요성은 여전

히 18세기 중반에도 브라질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탕수수가 브라질 경제의 초석이 된 한편, 생산지인 북동부에서는 플랜테이션

의 노동인구를 양성하여 카사바와 축산이라는 농축산물 생산도 생겨나기 시작하였

3) 북아프리카 모로코 서쪽 대서양 상에 있는 포르투갈의 섬. 1420년 포르투갈령으로 편입된 이후 유럽

의 전통적인 밀 재배와 흑인노예의 노동력에 의해 사탕수수 재배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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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움직임은 16세기 후반부터 상파울루 주변에도 일어나며, 포도, 면화, 

밀 또는 축산이 시작되었다. 축산은 남부에 위치한 산타 카탈리나와 리우그란데 

도 술로 확대되어 현재 브라질 농업의 골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브라질 형성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농산물은 커피이다. 1727년 브라질 북

부에 위치한 ‘파라’라는 곳에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커피나무가 반입되었다. 당초 

국내소비 때문에 생산되었으며, 1760년에는 리우 데 자네이루에 들어왔다. 이후, 

리우 데 자네이루와 상파울루 주변으로 생산이 확산되어, 광대한 토지와 풍족한 

기후 풍토를 겸비한 미나스제라이스에서도 체계적인 생산이 시작되었다. 국제적

으로는 커피가 기호품으로 보급되는 경향에 맞추어 19세기 초의 커피는 브라질의 

중요한 수출 상품으로 변모하였다. 

커피산업의 확대에 수반되는 자본집적은 브라질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항만설

비의 정비, 고용이나 새로운 금융시스템 창출 그리고 수송수단 혁신을 가져왔다. 

이를 배경으로 1870년 무렵에는 커피산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동북부의 쇠퇴와 남

쪽의 경제발전 차이가 결정화되어, 현재의 브라질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인 남북격차의 구조로 이어지게 된다. 

1889년부터 1930년까지는 구 공화제가 시작되어 이어진 시기이다. 이 때 상파

울루 주, 미나스제라이스 주에서 커피산업의 자본집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와 

더불어 커피 부루조아지가 등장하여, 이들 조직체제에 의한 과두정치가 시작되었

다. 주요 산업이 커피산업(카페)인 상파울루 주와 축산(레이테, 라떼)이 주 산업인 

미나스제라이스 주에서 국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카페콘레이테(밀크커피) 체제

로 불렸다. 

이 과두정치 시대의 한 예로, 1906년에 도입된 ‘타우바테 협정(Convenio di 

taubate)4)’을 꼽는다. 이는 유럽과 미국의 커피 수요증가를 배경으로 브라질은 커

피 재배면적을 확대시켜 왔지만, 어느 순간 공급과다에 빠져 커피의 국제가격이 

하락하게 되었다. 국제가격 하락은 브라질 통화하락을 유발하였다. 하지만, 국내 

생산자에 대한 지불은 통화가치 하락 전의 환율로 이루어지지만, 커피단가는 커피

가격이 하락한 후에 환산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여기

4) 브라질 커피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최초의 정부수매에 의한 가격보호조치. 시칠리아노라는 사

람이 아이디어를 내어 실시하게 됨. 시칠리아노는 상파울루 출신으로 이탈리아계 브라질 사람이며, 

경작자이자 상인이었음. (출처: [최우성의 커피소통㊲] 타우바테 협정(Convenio di taubate’)과 과잉생

산의 딜레마(dilemma),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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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입제품의 가격급등이라는 현상도 동시에 발생하였다5).

이에 연방정부는 커피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의 협력 하에 생산

자로부터 일정량의 커피를 수매하여, 국제시장 가격이 좋은 수준일 때 매각하겠다

는 내용의 협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는 리우 데 자네이루 주, 상파울루 주, 미

나스제라이스 주6)의 유력한 커피생산자의 압력 아래 만들어진 제도였다. 결과적

으로는 연방정부가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아 상파울로 주가 단독으로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제도는 가격하락 속도를 일정 정도 완화하는 데는 성

공하였다. 

브라질 정치는 커피 부르조아지가 우위에 서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

으로 커피 자본축적을 배경으로 공업화와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노동자․도시의 중

산계급도 이즈음에 탄생하였다. 

국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브라질의 기간산업인 커피산업은 매우 어려운 정세에 

직면한 적도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유럽의 수요가 위축되는 시점을 

시작으로, 1920년대 후반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커피 과잉생산, 1929년 세계 대공

황에 의해 커피가격은 하락일로를 걷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 대선을 놓고 상파울로 주와 미나스제라이스 주 사이에 균열이 빚어지

면서, 상파울루 주와 반(反)상파울루 주였던 그 밖의 지방주로 구성된 ‘자유동맹’

의 대립구조로 발전하여, 카페콘레이테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자유동맹은 

군부도 연루되었던 바, 리오그란데 도 술 주의 제튜리우 발가스를 중심으로 노동

자 도시 중산계급의 지지를 얻어, 1930년에 ‘발가스 혁명7)’을 성공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과두정치를 탈피하여 중앙집권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현재 농업에 있어 중요한 생산지인 남부에 있는 리오그란데 도 술 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공화제 시대 이 주의 경제는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다양

화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쌀, 옥수수, 완두, 담배 등의 재배 외에 와인 재배․제

조도 시작되었다. 옥수수는 주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되어 가축인 돼지사료

로 주로 이용되었다. 20세기 초에는 식육 냉동기술이 도입되어 이 지역의 정육산

업이 발전하였다. 다만 상파울로 주가 수출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한 반면, 리오그

5) Fausto, Borris(1995) pp.266-267 

6) 1891년에 공포된 브라질공화국헌법에 의해 연방제가 도입되어, 주(州)라는 자치권을 가진 행정단위가 

탄생하였음. Fausto, Borris(1995), pp. 249-250 

7) 1930년 1월 21일, 브라질에서 반란 일어나 지도자 발가스가 대통령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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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데 도 술 주는 어디까지나 국내시장을 겨냥한 경제구조였다. 

2)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앙집권화가 시작된 193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업정책 동향에 대해서는 

Alston&Mueller(2016)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다. 

1930년대 브라질은 커피의 국제시황 악화에 따라 외화사정이 어려워져, 공업제

품 수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시 공업화를 지향하는 정책 입안 그룹은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공업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수입대체 공업화’를 주요 시

책으로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커피가격이 안정된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계속되었다. 수입대체 공

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외화자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기대

는 컸지만, 그동안 이 부문에 대한 국가의 산업진흥책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농업

부문의 생산소득을 국내에 분배하기 위해 농산물을 수출할 때 유통세 부과나 자국 

통화고를 유지하는 대책 외에 국내 농산물 가격을 낮게 고정하여 인플레이션 대책

을 마련하는 등 이 부문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애당초 비옥하고도 광대한 땅을 배경으로 농업부

문은 어느 정도 실적을 낼 수 있었다. 또한 국가경제를 지탱하며 기존 엘리트층이 

관여하는 전통적인 농작물인 커피와 설탕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주의적 정책을 취

할 수 있도록, 1931년 국가커피위원회(CNC, 1933년 국가커피부, 1946년 커피경제

국, 1952년 브라질커피원으로 개편)와 1933년의 설탕․알코올원(IAA) 등과 같은 정

부기관이 설립되었다. 

1960년 이후 브라질에서는 노동자와 영세농가 지지를 배경으로 한 좌익적인 정

권이 농지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브라질 보수 세력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미주대륙을 둘러싼 환경요인으로 인해 1964년에 군부에 의한 좌파정

권을 부정하는 쿠데타가 발생하여, 1985년까지 이어지는 군사정권이 탄생하게 되

었다. 

최근의 거시정책은 ‘개발주의’에 근거한 외화차입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수입대

체 공업화도 더욱 활발히 추진되었다. 

한편, 농업부문에 대한 자세는 군정 이전과 다르며, 종래형의 비효율적인 대토

지 소유제를 개정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근대화와 농지개혁에 힘썼다. 아울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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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위해 현 농업정책의 주축인 ‘제도금융’과 ‘가격지지’ 정책의 확충도 실시하

였다. 이 외에 연구기관으로 브라질농목연구공사(EMBRAPA)를 설립하여 도로망

이나 저장고에 대한 투자 등도 촉진시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당 정책이 자급자족을 위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영세농

가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하였고, 농지개혁 측면도 대지소유주로 대표되

는 기존 엘리트층의 저항으로 일련의 근대화 정책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

다. 

비록 강권적이기는 하였지만, 군부집권 동안에도 경제운영이 무난하게 진행되

는 동안에는 군부집권에 대한 정당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재정적자와 누적

채무에 의한 위기요인으로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자, 국

민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갈수록 커졌다. 군부가 정권유지를 못하게 될 때

까지 압력이 높아진 결과, 1985년 민정이관이 실현되었다. 민주화 상징으로 1988

년 현행 헌법인 ‘브라질연방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내용은 주로 마이너리티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것들이 많다. 또한, 급

격한 체제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채무정리 해고를 

위한 교섭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장개방이나 자유화를 요구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농업정책은 자유화를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농지개혁은 계속되었

다. 기존 엘리트층의 압력으로 제도로서의 ‘제도금융’과 ‘가격지지’도 남아있었다. 

하지만, 정부에 의한 보조금이나 개입 정도를 저하시켜 투자환경을 정리할 수 있

도록 IAA를 폐지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다. 

다양한 시도에 나선 민주화 이후의 브라질 정부로서는 브라질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연이어 연율 3자릿수,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연이어 연율 4자릿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8)을 어떻게 극복하

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역대 정권은 물가동결 등 재정규율을 수반하지 않

는 이교적인(heterodox한) 인플레대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수습한 것처

럼 보였지만, 곧바로 인플레이션이 재연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2년에 대통령이 된 인터마르 타마르 프랑코 하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카르도조가 1994년에 ‘헤알(레알)플랜9)’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급

8)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급격한 물가인상.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에 혼란이 발생하고 실

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도 함.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06281&cid=50305&categoryId=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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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진정되어, 1994년 이후는 1자릿수가 되었다. 이 계획은 자국 통화에 대한 신

용을 높이기 위해 세출삭감 등의 재정균형과 미국 달러 환율과 링크(크롤링 펙, 

crawling peg)10))된 통화를 외환준비고에 맞춘 발행량으로 컨트롤하는 정통적인

(Orthodox한) 대책이었다. 1999년 크롤링 펙으로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

지만, 이 계획이 도입되어 현재의 테멜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마다 정도의 차이

는 있었지만, 재정균형주의는 유지되고 있었다. 

이처럼 브라질 정부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정리하여 왔으며, 

농업부문에서도 외국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혜택이 있었다. 또한, 정부는 농산물 

수출을 지향하며, 상품유통에 대해 주가 과세하는 ‘상품유통서비스세(ICMS)’라는 

세금에 대해, 1996년에 수출 농산품에 대해 ICMS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통칭)

캉질법’을 제정하는 등 수출촉진책을 추진하였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의 왕성한 곡물수요와 EMBRAPA의 농업기술개발 

진전 등도 브라질 농산품 수출촉진의 주요 요인이었지만, 이러한 정부에 의한 수

출에 유리한 환경조성도 수출촉진을 이루는 데 주효하게 작용하여, 현재와 같은 

농업대국 브라질을 이룰 수 있었다. 

3. 브라질 농업부문의 제도적 장치 

1) 정부 조직 

<그림 1>은 브라질 농업부문을 관할하는 정부조직을 도식화한 것이다. 농목공

급성( 農牧供給省, MAPA)을 필두로, 7개 보좌기관, 5개 행정국, MAPA가 의장을 

맡고 있는 관계 각료위원회가 6개 있으며, 공사 및 관민합작기업을 포함하여 5개 

공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9) 1994년 7월, 당시 재무 장관이었던 카르도조가 입안한 ‘헤알플랜’ 실시를 통해 최대 경제현안이었던 

물가 안정화에 성공하였고, 이후 경제성장 기조를 회복할 수 있었음. 1993년 1,850%, 1994년 

2,054%에 달하던 인플레율이 1995년 66%, 1996년 16%, 1997년에는 7%로 안정을 회복하였으며, 

물가 안정과 경제 자유화 정책 시행으로 내수 및 투자가 회복되고, 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직

접투자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1997년까지 3~6%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 (출처: 네이버, 브라

질 경제사(https://luis2012.blog.me/221010130065))

10) 점진적 평가 변경 방식. 평가 절하 또는 절상을 소폭으로 변경하는 일.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52

그림 1. 농목공급성(MAPA) 조직도(2017.11.1. 시점)

자료: MAPA 홈페이지(http://agricultura.gov.br)

MAPA의 준거 법11)에 의하면, 농목공급성은 (a) 생산･유통･공급･비축･최저가격 

보장에 관련된 농업정책, (b) 양잠을 포함한 농목생산･진흥, © 비축관리전략을 포

함한 농목시장･유통･공급, (d) 농업관련 정보, (e) 동식물 위생, (f) 농목업에서 사

용되는 투입 경제재와 서비스 감독, (g) 무역에 관련된 재무부에 의한 행위지원을 

포함, 동식물 산품과 그 파생 상품의 분류･검사, (h) 토양보호･관리･취급, (i) 농목 

관련 기술 연구, (j) 기상학과 기후학, (k) 협동조합과 협회, (l) 농촌에 대한 전력

공급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m) 농촌에서의 기술 및 확장 지원, (n) 커피･설탕･알

코올에 대한 정책, (o)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 알코올 산업에 대한 정부행위의 기

획과 실행, (p) 어업･수산양식의 위생 등 이상 16개 항목에 걸친 농목․수산분야 진

흥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전통적이며 특정 산업인 

‘커피’ 및 ‘주정당･알코올’ 분야와 식물 유래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관여가 큰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농지개혁과 영세농가 보호육성정책 분야에서 기존에는 농업개발부(MDA)

가 주무부서12)였지만, 2016년 5월에 루세프 대통령(당시)이 탄핵절차 시작으로 정

11) Decreto N8,852 de 20 de Setembro de 2016 

12) 2000년부터 MDA 감독 하에 있던 국립식민농지개혁원(INCRA)을 2016년에 대통령부 관방청 직할 

아래로 이전하였음. INCRA는 1970년 법령 1,110호에 의해 제정된 브라질 농지개혁과 국토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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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되자, 임시 대통령에 취임한 테멜이 부처의 슬림화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대통령

부 관방청 내에 가내농업･농업개발특별국(SEAD)을 설립하고, 여기에 MDA의 행

정기능을 이관하였다. 

브라질 농업진흥 및 감독을 수행하는 MAPA 감독 하에 국가식량공급공사

(CONAB)와 브라질농목연구공사(EMBRAPA)가 있다. CONAB은 브라질 전역의 

생산자에서 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농산물 비즈니스 흐름에 관여하고 있다13). 또

한, 재배･수확･재고에 관한 타이밍 결정에 관련된 사항 외에 정부가 정하는 최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써 생산자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구입한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하여 국민에게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 외

에 생산과 가격에 관한 통계 정리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EMBRAPA는 산･관･학

으로 구성된 국가농목연구체제(SNPA)와 함께 열대농업의 특성을 가진 브라질 농

목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를 실시하는 기관14)이며, 세라도 개발 때에도 토양개

량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2) 농업정책

과거 브라질 농업정책은 농업부문 전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에 의한 보호정

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국제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 구

조조정을 계기로 정부의 관여도를 크게 수정하였다. 현재는 세계적으로도 공적지

원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업정책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는 

OECD가 산출하는 ‘농업정책으로 발생하는 농장출하단계에서 계측하는 소비자 및 

납세자로부터 생산자로의 금전적 이전의 연간 총합을 나타내는 지표15)’인 생산자

지지추정(Producer Subsidy Equivalent, PSE16))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

13) CONAB 웹사이트 http://www.CONAB.gov.br/CONAB-quemSomos.php 

14) EMBRAPA 웹사이트 https://www.embrapa.br/quem-somos 

15) 安達(2013)

16) 생산자 보조상당치(生産者補助相當値)라고도 함. PSE는 일정 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

자로 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 즉, 농정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보조의 

총화폐금액을 측정하는 것임.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농업정책의 중단 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소득 

손실액을 지칭하며, 이는 정부개입 시와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가상적인 상태간의 비교임. 여기에는 

정부지출이 수반되는 농민에 대한 보조와 저리융자, 세금감면 등 정부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농민에 

대한 보조도 포함됨. PSE의 구성요소는 생산자 및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장가격지지조

치, 가격상승 없이 납세자로 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되는 직접지불조치,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요소비

용을 낮추는 모든 투입비용보조조치, 생산자에게 지불되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갖는 일반서비스정책 등 5가지 범주이며, 지방정부보조 및 세금감면도 포함됨. PSE 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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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지표의 동향을 살펴본다.

PSE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인 내외가격차에 생산량을 곱한 값에 정부 

재정지출을 더한 것이며, 그 PSE를 생산액에서 제외하여 생산자보호의 정도를 측

정한다(%PSE17)). 2000년 이후의 %PSE 추이를 나타낸 <그림 2>에 의하면, 브라

질은 과거 17년 평균이 5.5%이다. 참고로 미국은 보호 정도를 개선하고는 있지만 

평균 12.2%이다. 또한, OECD 전체로는 23.4%로 브라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

다. 위의 내외가격차에 생산량을 곱한 금액은 ‘시장가격지지’라 하며, 브라질의 

2016년 PSE총액은 73.6억 달러였으며, 이 중 52.7%인 38.8억 달러가 시장가격지

지, 나머지 47.3%인 34.8억 달러는 세제나 대출금리 우대 등을 포함한 재정지출

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브라질 정부가 MAPA의 근거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커피산업, 사탕수수

로 만든 설탕, 알코올 산업이나 바이오매스 에너지 분야 진흥과 인프라 개발 실시 

외에, 제도금융, 가격지지, 농업보험, 지역설정계획과 같은 4가지 기본정책을 산업

진흥의 툴(tool)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 4가지 정책 툴에 대해 MAPA는 매년 계

획개요18)를 공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말까지를 

대상으로 한 ‘농목업계획 2017/2018(Plano Agrícola e Pecuário 2017/2018)’의 자

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외사항으로는 농민들이 수령하지 않은 예산지출(식품가공과 유통분야에 대한 보조), 농업부문과 

관련이 없는 지출, 농업부문에서 자원을 탈농시키는 조치와 관련된 지출임. OECD 연례보고서에서 

매년 측정 발표되는 계산대상 표준품목수는 밀, Coarse grain(옥수수, 보리, 귀리, 사탕수수), 쌀, 유

지작물(대두, 유채, 해바라기씨), 설탕,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양모, 계란 등 12개 

품목임. OECD Country Study 시 PSE 계산에서는 각 국의 농업사정을 고려하여 생산자자격으로 농

업생산액의 1% 이상인 품목을 모두 포함함. PSE=Q(DP-WP) + S - LV - FA, Q: 생산량, DP: 국내

생산자 가격, WP: 국제가격, S: 정부보조(직접지불 및 기타 모든 정부예산지원 포함), LV: 생산부과

금(Production levies), FA: 사료보정(가축에만 해당). 

(출처: 산림임업 용어사전 https://www.kofpi.or.kr/info/tech_04.do) 

17) 퍼센트 PSE (%PSE)란 생산액에서 PSE를 제외한 것으로, ‘PSE = 시장가격지지액 + 재정지불액’으

로 농가 총수취액 중에서 정부의 농업지지정책으로 인한 수취액을 의미하며, 국가간 비교에 주로 

사용됨. PSE는 정책수단의 성격, 목적, 농가생산 및 소득에 대한 영향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발생

하는 모든 농가지지를 측정. 결국 완전자유시장 상태와 실제시장상태를 비교하여 지지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임.

    (출처: 네이버지식,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20&docId=62589151&qb=

Yq4UFNF&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18) ‘농목업계획 2016/2017’에서는 기상리스크에 있어 농업 조닝(zoning)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이 

조닝은 EMBRAPA와 협력하여, 토양, 기상, 작물 등에 관한 히스토리칼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해석

함으로써 작부의 적정한 타이밍을 찾아내고, 생산자가 직면하는 기상리스크의 극소화를 도모함. 

2016/2017년에도 44개 작물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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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산자지지 추정(%PSE) 추이

자료: OECD자료에서 하야시(林) 작성. 林瑞穂,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プロ研資料 第

７号(2018.3) 第６章 ブラジル에서 재인용.

(i) 제도금융 

브라질에는 전국농업융자제도(SNCR)라는 농업부문에 대한 융자시스템이 있다. 

이 융자 시스템은 브라질의 금융제도를 정하는 국가통화심의회(CMN)에 의해 규

정되며, CMN의 하부조직인 브라질중앙은행이 작성한 농업융자안내(MCR)에 근거

하여 금융기관에 의해 실행된다. 

이 제도는 농업생산자나 협동조합이 투자, 생산, 유통에 관련된 비용, 이노베이

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장환율에 비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며, 브라질중앙은행, 브라질은행, 동북부은행, 아마조니아은행 등 4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브라질 국립경제사회개발은행(BNDES)19)과 민간 상업은행․

브라질연방저축은행(CEF)등의 금융기관이 주요 자금 출자자이다. 

<표 1>은 2017/2018년도의 제도금융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MAPA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5%가 늘어난 1,884억 레알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그 내역을 보면, 생산자와 협동조합에게 운전자금으로 주어지는 생산․유통․판매자

금이 1,503억 레알, 설비 및 기술 개량을 위한 투자자금이 381억 레알 이다. 또한, 

적용금리는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의 인플레율 안정에 따라 정책금리가 인하되어, 

전년대비 1.0%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의 금리란에 기재되어 있는 ‘TJLP 

19) BNDES는 브라질의 산업육성과 인프라개발을 목적으로 1952년에 창설됨. 

    BNDES 웹사이트 https://www.bndes.gov.br/wps/portal/site/home/quem-so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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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 de Juros de Longo Prazo)’란 인플레이션과 리스크 프리미엄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장기대출에 이용되는 베이스 레이트이다. 

표 1. 2017/2018년도 제도금융 실행 계획 
단위: 금액 십억 레알

2016/2017 2017/2018

금액 금액 기간 금리

생산.유통.판매자금(a=b+i) 149.8 150.3

적용금리 한도 있음(b=c+d+e+f+g+f) 115.6 116.3

   일반농업융자(C) 81.6 74.1 14개월 8.50%

   국가 중규모농가 보조 프로그램(Pronamp)(d) 15.7 18 14개월 7.50%

   커피생산자경제방위기금(Fundcafe)(e) 4.6 4.9 수확후 90일 8.50%

   헌법기금(f) 1.7 3.6 규정 없음 차입자 규모에 따라

   알코올스톡(g) 2 2 270일 TLJP+3.7%

   애그리비지니스 신용증권(LCA)(h) 10 13.7 규정 없음 12.75%

적용금리 한도 없음(i) 34.2 34 14개월 -

투자자금(j=k+p) 34 38.1

적용금리 한도 있음(k=l+m+n+o) 29.3 33

   헌법기금(l) 4.6 5.9 12년 차입자 규모에 따라

브라질국가사회경제개발은행(BNDES)농업프로그램(m) - 2 규정 없음 TLJP+3.7%

   농업혁신프로그램(Prorenova Rural)(n) - 1.5 18개월 TLJP+3.7%

   기타(o) 24.7 23.6 - -

적용금리 한도 없음(p) 4.7 5.1 규정 없음 -

합계(a+j) 183.8 188.4

주: ｢적용금리 한도 있음｣으로 표시된 곳은 정부에 의해 대출금리 상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며, ｢적용금리 한도 

없음｣은 금융기관과 차입자의 합의에 의해 시중 이율이 적용됨. 또한, TJLP는 CMN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금리

를 나타내며, BNDES 경유 중장기 파이넌스의 베이스 레이트로써 이용됨. 인플레이터 겟 레이트와 리스크 프리

미엄을 감안하여 4분기 마다 계산되기 때문에, 시장조달 레이트와는 괴리가 있음. 때문에 TJLP 대신에 시장조

달 레이트를 참고치로 하여 계산하는 새로운 장기금리 베이스 레이트 TLP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자료: MAPA의 자료로 하야시(林) 작성. 林瑞穂,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プロ研資料 

第７号(2018.3) 第６章 ブラジル에서 재인용. 

<표 2>는 2016/2017년도 제도금융실행금액을 원자(原資)별로 묶어 놓은 것이

다. 이하에서는 표 안의 번호 순으로 설명한다. 

우선 첫 번째 농업정기예금(Poupanç a Rural)이다. 이는 고객에게서 이 예금

을 모은 시중 금융기관이 이 예금 평균 잔액의 65%를 농업부문에 쓰도록 대출에서 

요구하는 예금이다. 주로 <표 1>의 ‘생산･유통･판매자금’ 내역에 있는 적용 금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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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일반 농업융자로 충당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금은 조달한 

자금에 대해 통상적인 금융상품보다 리턴은 낮지만 금리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강제적 원자(Recursos Obrigatórios)이다. 이는 상업은행, 투자은

행, 연방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고객성 예금(vista) 평균 잔액20)의 34%를 농업부문

에 사용하는 대출에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에서 은행면허를 가진 형태의 금

융기관은 고객성 예금의 평균 잔액 45%를 국내의 유동성 관리 관점에서 브라질중

앙은행에 강제예탁금으로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되어 있다. 이 예치금에는 금리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강제예탁금제도로 인해 조달한 자금의 유효 활

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에 사용할 목적으로 융자를 

실시하는 경우, 그 예탁금액을 산출하는 원인이 되는 평균 잔고에서 융자잔고를 

공제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융자제도는 금융기관이 크레디트 리스크를 

지지만 운용할 수 없는 예탁금액을 압축하여, 본래는 금리가 부여되지 않은 자금

이 금리 이익을 낳기 때문에 금융기관에게는 메리트가 된다. 

세 번째는 애그리비즈니스 신용증권(Letra de Crédito do Agronegócio/LCA)이

다. 이는 금융채(金融債)의 하나이며, 발행단체인 금융기관이 LCA을 통해 조달한 

금액의 35%를 농업부문에 사용하는 대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LCA는 발행금융기관이 과거에 추진하던 농업융자 채권을 담보로 기채(起債)21)를 

하고 있어, 해당 채권을 구입하는 투자가에게 만일 LCA 발행금융기관이 망하더라

도 그 증명 자산으로 별채권이 있기 때문에 크레디트 리스크가 경감된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에게는 기존의 채권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달수

단이며, 한편 통상 예금과는 달리 조달자금은 브라질 중앙은행 전용으로 강제 예

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메리트도 있다. 

네 번째는 BNDES이다. 이는 저장고나 관개설비를 위한 융자 등 다양한 농업융

자제도를 제공할 수 있는 국영개발은행이며, 시중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 사용을 

제한하되 시장조달 환율보다 저리 레알 자금을 공급한다. 시장조달 환율과 금융기

20)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객성예금의 평균잔고가 70백만 레알 이하의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됨.

21) 공채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재정수단을 얻기 위한 방법인데, 기채는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는 

차입계약 즉, 채권자가 국가에 자본액을 지불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해야 할 의

무가 있는 계약임. 공채의 모집은 공모 또는 인수발행 등이 보통이나, 강제적 발행법으로 소위 교

부공채가 있음. 이 교부공채는 정부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률상의 채무부담 발생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임. 예컨대 전재사망자보상금(戰災死亡者補償金)같은 것으로 교부하는 것 

등임. (출처: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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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주는 환율차이를 재무국이 보전해줌으로써 이 대출 모델을 가능하게 하고 있

다. 아울러 BNDES의 계획을 활용하여 실시한 농업부문 전용 융자의 크레디트 리

스크는 기본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이 부담하며, BNDES는 자금 공급처인 금융기관

의 리스크를 취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헌법기금이다. 이는 1988년 브라질연방공화국 헌법 제159조에 의

해 소득세와 공산품세 세입의 3%를 브라질 북부․동북부․중서부지방 개발에 충당하

도록 정해졌으며, 1989년 법률 7,827호에 의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현재는 북

부대출헌법기금(FNO), 동북부대출헌법기금(FNE), 중서부대출헌법기금(FCO) 등 

3가지가 있다, FNO는 아마조니아은행, FNE는 동북부은행, FCO는 브라질은행을 

경유하여 대출이 나가고, 그 일부가 농업부문용으로 열려 있다. 

여섯 번째는 일반자금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일반대출 행태를 보인다. 

일곱 번째는 커피생산자 경제방어기금(Funcafé)이다. 이는 1986년 대통령령 

2,295호로 제정되었다. 1987년 법령 94,874호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커피산업 

보호육성과 커피 수출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 대출이다. 기금은 커피산업에서 징

수한 세금과 기부금 등으로 성립되며, Funcafe의 프로그램에 의한 융자는 시중 금

융기관을 경유하여 이루어진다.

표 2. 2016/2017년도 원별 제도 금융 대출 실적

단위: 십억 레알

금액 비율(%)

1. 농업정기예금 48.2 31.7

2. 강제적 원자(原資) 47.2 31.0

3. 애그리비즈니스 신용증권 17.8 11.7

4. BNDES 15.8 10.4

5. 헌법기금 10.7 7.0

6. 일반자금 5.7 3.8

7. Funcafe(커피생산자 경제방어기금) 2.5 1.6

8. 기타 4.2 2.7

합계 152.1 100.0

* 브라질 중앙은행 자료에서 하야시(林) 작성. 林瑞穂,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プロ研

資料 第７号(2018.3) 第６章 ブラジル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기타는 재무국이나 주정부의 자금을 원자로 한 융자 등이 계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 제도융자의 특성으로는 구조 측면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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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작성하고 있지만, 그 원자재 조달비용이나 신용위험은 실제로 융자를 실시하

는 시중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곳이 많은 모델이며, BNDES에 대한 이자지원이나 

헌법기금 등을 제외하면, 재정 출동형의 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ii) 가격지지 

브라질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에는 시장가격 변동에 대처하고 국내 식량공급 안

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최저가격보증정책(PGPM)이 있다. 최저가격은 MAPA를 

중심으로 하여 재무성이나 기획․예산․운영부와 함께 결정하며, 이 가격에 따라 

CONAB이 농산물 구입 등을 실시한다22). 일례로, <그림 3>과 <그림 4>은 대두와 

옥수수의 마토그롯소 주(MT)와 파라나 주(PR)의 생산자가격지수와 최저가격 추이

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저가는 생산자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시장메카니즘이 기능하고 있다. 또한 대두의 최저가격은 브라질 

전국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7년 10월 시점에서 60kg당 30.17 레알로 

운영되고 있다. 옥수수는 지역마다 설정되어 있는데, 2017년 9월 시점에서 옥수수 

60kg당 마토그롯소 주에서는 13.56 레알, 파라나 주에서는 17.67 레알로 운영되

고 있다.

그림 3. 대두 생산자가격지수와 최저가격 추이 

자료: MAPA자료로 하야시(林) 작성. 林瑞穂,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プロ研

資料 第７号(2018.3) 第６章 ブラジル에서 재인용.

22) 최저가격은 작물별․지역별로 설정되어 있음. 곡물 이외에도 오렌지나 우유 등 30 종류 이상의 작물에 

대해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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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옥수수 생산자가격지수와 최저가격 추이 

    자료: MAPA자료로 하야시(林) 작성. 林瑞穂,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プロ研資料 

第７号(2018.3) 第６章 ブラジル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PGPM의 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이 제도에 대해 2017/2018년도(대상 시기는 2018년 1월부터 12월 말까

지) 예산은 14억 레알을 설정하고 있지만, 방법으로는 구입과 대출이라는 2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우선, 구입을 통한 방법은 주로 5가지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연방정부수매제

도(AGF: Aquisicao do Governo Federal)이다. 이는 시장가격이 최저가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정부가 CONAB를 통해 생산자나 농협에서 구입하는 제도로, 구입

된 농작물은 전국에 있는 CONAB 저장고에서 관리된다.

두 번째는 생산자구입프리미엄(PEP: Prêmio para Escoamento de Produto)

이라는 제도이다. 이는 정부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자가 생산자나 농협

으로부터 최저가격으로 구입하여 시장가격과의 괴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통업자

에 대해 보충하는 구조이다.

세 번째는 생산자용 지불균등화 프리미엄(PEPRO: Prêmio Equalizador para 

o Produtor)이다. 이는 생산자나 농협이 매각하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판매를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시장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를 생산자․농협 측에 보

전한다. 이들 PEP나 PEPRO 모두 시장가격이 최저가격을 밑도는 경우 정부는 보

충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다. 

네 번째는 판매옵션계약(COV: Contrato de Opção de Venda)이다. 이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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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가 연방정부에 대해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으로 팔 수 있는 옵션을 구

입함으로써, 시장가격이 생산자의 기대수준을 밑돌았을 때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COV는 AGF와 달리 정부가 즉시 구입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

산자에 대한 보험기능 외에 국내시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가격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이 거래는 브라질의 

클리어링 하우스인 CCTIP를 경유하여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리스크 옵션 프리미엄(PROP: Prê mio de Risco de Opcao 

Privada)이다. 이는 정부가 농산물을 구입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시장가격이 최저

가격을 밑돌 경우 차액을 프리미엄으로 지불하는 옵션을 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전제에는 민간기업판(版) 형태의 COV가 있다. 즉, 정부 대신 민간

기업이 농가나 농협에 COV와 같은 내용의 옵션을 매각하고, 만약 농작물 시장가

격이 예정했던 가격보다 밑돌 경우 그 민간기업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 

때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기 위해 PROP가 이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에 

의한 직접 구입을 원인으로 한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 외에 민간의 상거

래 리스크를 경감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의 효과도 기대된다. 

다음으로 연방정부대출(EGF: Empretimo do Governo Federal)이라는 융자를 

통한 프로그램이 있다. EGF는 금융기관이 생산자나 농협에 대출해주는 대신 최저

가 기준으로 농작물을 담보로 징구하는 제도이다. 이 농작물은 CONAB에 의해 국

가의 식량저장 용도로 관리되지만, 금융기관 앞으로 상환할 때 시황가격이 최저가

격을 밑돌 경우, 채무자인 생산자나 농협은 최저가격으로 정부에 그 농산물을 팔 

수 있으며, 그 대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된다. 따라서 시황이 좋지 않을 때의 재고를 

지지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EGF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격지지를 목적으로 한 특별 융자범위

(LEC: Linha Especial de Credito)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는 EGF가 최저

가격에 근거하여 기능하는데 반해, 최저가격과는 링크되지 않는 파라미터로 융자 

실행되기 때문에, 채무자인 생산자나 농협에게는 EGF보다 유연성이 있는 프로그

램이다. 

지금까지 최저가격보장정책을 실행하는 툴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가 생산자나 농협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식량유통을 담보하는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옵션매각 등의 금융계획(scheme)을 이용하여 재정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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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iii) 농업보험 

브라질에서 농업보험은 농업재해 보상이 주체가 비교적 새로운 제도이다. 또한 

기상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리스크 요소를 내포하는 상품 특성이라는 점에서 보

험료가 매우 높은 상품적 특성 때문에 농업생산자에게 좀처럼 침투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농업보험 확충을 목표로 2003년 공포한 

법률 10,823호와 2004년 공포한 법령 5,121호에 의해 농업보험료 보조프로그램

(PSR)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PSR에 의해 농업보험 계약을 촉진하고, 농업생

산자가 직면한 기상 리스크를 경감함으로써 안정된 경영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농업보험 구매를 예정한 생산자에 대해 제도대출의 틀을 평소보

다 15% 정도 확대하거나, 농업보험의 보험금 대출 및 일부 보충, 그리고 심각한 

기상 리스크에 의한 지불이 발생한 보험회사에 대한 자금적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브라질 재보험기관(IRB)이 재보험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 시장에서도 자유

화를 실시하였다. 2018년 PSR 예산은 5.5억 레알로 전년대비 37.5%의 증가할 것

으로 보고 있다.

(iv) 조닝

기상 리스크 극소화를 위해 1996년부터 MAPA가 지역마다 각 농산물 경작시기

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20가지 종류의 일년생 작물과 24가지 종

류의 다년생 작물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데, 농업보험에 대한 정부보조를 받을 때, 

생산자는 이 지역 설정계획에 따라야 한다. 

3)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 

이 부분에서는 2016년 5월 프로 비즈니스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테멜이 임시대

통령(당시)에 취임한 이후 논의가 갑자기 활성화된 외국국적 자연인 및 법인의 농

지취득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브라질에서 브라질인에 의한 농지취득을 제약한다는 원칙은 없다. 한편, 외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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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브라질에 거주하지 않는 자연인’ 및 ‘브라질에서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법

인’은 농지취득이 불가하며, 같은 외국국적이라도‘브라질에 거주하는 자연인’ 및 

‘브라질에서 활동허가를 받은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식민농

지개혁원(INCRA)의 관리 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책

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i) 적용되고 있는 법제도 

외국국적의 자연인과 법인이 임차를 포함한 농지를 취득하는 데 대한 제약을 정

한 주요 법률에는 3가지가 존재한다. 

우선, 1971년 공포된 법률 5,709호이다. 이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자

연인’과 ‘브라질에서의 활동을 인정받은 기업(해외에 사는 외국국적의 자연인 및 

해외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주식의 과반수를 가지는 브라질 기업도 포함)은 일정

한 제약 하에서 인가를 얻으면 농지구입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다음으로 1979년 공포된 법률 6,634호이다. 이 법률에서는 국방평의회(제정 당

시에는 Conselho de Segurança Nacional로 표기되었지만, 1988년에는 Conselho 

de Defesa Nacional로 개명)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외국국적의 자연인 및 법인

이 국경에서 150km 권내에 있는 농지나 국방 상 중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취득

은 불가하다고 정해져 있다. 

마지막으로 1993년 공포된 법률 8,629호이다. 이 법률은 1971년 법률 5,709호

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구입 외에 임차에도 제한을 두고, 외국국적 법인에 대한 절

차를 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법률의 근간으로 1988년에 만들어진 브라질연방공화국 헌법(이후 

1988년 헌법)인 190조가 있다. 이 조항에는 ‘법률에서 외국국적 자연인과 법인의 

농지구입이나 임차를 제약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인가를 필요로 한다.’라

고 규정되어 있다. 

각 법률마다 구체적인 절차와 제약내용에 대해 <그림 5>에 정리하였다. 원래, 

외국국적 자연인 및 법인은 모두 브라질 국내에 있는 것이 전제 요건이었기 때문

에, 농지구입이나 임차할 때에는 자연인에게는 RNE라고 불리는 외국인등록증이 

그리고 법인에게는 영업허가증이 필요하다. 또한, 구입․임차 대상물건의 부동산등

기를 하고, INCRA가 관리하는 국가농지등록시스템(SNCR)이나 연방수세국(S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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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리하는 농업부동산등기(Cafir)에 등록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크게 취득면적

의 개별적 규제, 취득면적의 총량규제, 국가안전보장 상의 규제 3가지 범주로 분

류된다. 

먼저, 취득면적의 개별규제이다. 브라질 전 토지의 단위지자체(시․읍․면)는 

INCRA에 의해 경제규모나 인구동태를 감안하여, 9개의 ZTM(Zona Típica de 

Módulo)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분류되며, 그 각 ZTM에 대응하여 농지취득에 사용

되는 기준 단위인 MEI(Módulo de Exploração Indefinida)의 면적이 규정되어 있

다. 또한, 자연인․법인 각각이 취득하는 MEI에 따라 수속절차가 정해져 있다. 

1 MEI당 면적은 ZTM에 따라 5~100㏊ 정도의 레인지를 두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국적 자연인은 3 MEI까지는 특단의 허가를 얻지 않고도 취득이 가능하지만, 

3 MEI 이상 20 MEI 이하는 INCRA의 인가를 필요로 하며, 20 MEI 이상 50 MEI 

이하는 INCRA의 인가 외에 관계부처에 개발계획을 제출한 다음 그 부처로부터 인

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외국국적 법인에 대해서는 자연인과 달리 취득면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INCRA의 인가 외에 관계 부처에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이들 부

처로부터의 인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인은 50 MEI 이상, 법인은 100 

MEI 이상 면적을 취득할 때, 국회의 승인도 요구된다. 

다음으로 취득면적 총량규제이다. 기초지자체(시․읍․면) 면적에서 차지하는 외국

국적 자연인․법인이 보유한 농지면적 모두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또한 동일 

국적의 것이 그 면적의 25%, 즉 기초지자체 면적 전체의 10%를 넘어 점유해서는 

안 된다는 총량규제가 있다. 다만, 외국국적 자연인은 브라질 국적인과 결혼하여 

재산을 공유하는 경우나 브라질에서 출생한 아이가 있는 경우는 이 규제의 대상에

서 제외된다. 

국가안전보장 상의 규제는 국경에서 150㎞권과 국방상 중요한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국방평의회의 사전 인가가 없는 한, 외국국적 자연인과 법인이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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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외국국적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한 농지취득 제한

외국적 자연인
외국적 법인

(외국자본 과반출자 기업 포함)

취득면적(개별규제)

ZTM
코드

ZTM
1 MEI당 
면적(ha)

1 A1 5

2 A2 10

3 A3 15

4 B1 20

5 B2 25

6 B3 30

7 C1 55

8 C2 70

9 D 100

3 MEI 이내 INCRA의 승인 불요

① INCRA 본부 심의회 승인 
후, INCRA 총재명에 의한 
인가 필요
② 기타, 개발계획의 
제출의무가 있으며, 관계 
성청에 의한 승인 필요 

3~20 
MEI 이내

INCRA본부 심의회 승인 
후, INCRA총재명에 의한 
인가 필요

20~50 
MEI 이내

① INCRA 본부 심의회 
승인 후, INCRA 총재명에 
의한 인가 필요
② 기타, 개발계획의 
제출의무가 있으며, 관계 
성청에 의한 승인 필요 

50~이내

국회 승인 필요

100 MEI~ 국회 승인 필요

취득면적(총량규제)

① 외국국적 자연인 및 법인에 속하는 농지 합계가 
기초지자체 면적의 25%를 넘으면 불가
② 동일국적의 자연인 및 법인에 속하는 농지 합계가 
기초지자체 면적의 10%를 넘으면 불가

국가안전보장상의 규제

① 국방평의회에 의한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외국국적의 
자연인 및 법인은 국경으로부터 150km 권내 및 국방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농지취득은 안됨.
② 외국국적 기업이 아니려면 브라질인이 주식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종업원의 2/3 이상이 브라질인일 필요가 
있음.

자료: INCRA자료로 하야시(林) 작성. 林瑞穂,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プロ研資料 第

７号(2018.3) 第６章 ブラジル에서 재인용.

(ii) 법제도에 대한 해석의 변천 

이상과 같이 1988년 헌법 190조와 앞에서 기술한 3개 법률에 의해 외국국적 자

연인 및 법인의 농지취득에 관한 현재의 틀이 구성되었지만, 외국국적의 정의를 

둘러싸고 법률 해석에는 시대배경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브라질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는 외국자본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국내시장 개방에 노력하고 있었다. 그 때까지 군정시절이나 

민정 이관 후 얼마동안 민족자본과 외국자본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1988년 

헌법 171조에서도 브라질 기업 및 민족자본을 정의하고 또 민족자본을 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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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브라질 정부는 외국국적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한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방총변호청(AGU)에 법해석의 변경을 촉진하였다. 원

래 브라질에서는 전통적으로 브라질기업을 ‘브라질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내

에 경영본점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은 이 브라질

기업 이외를 의미하고 있었다. 

때문에 AGU는 1988년 헌법 171조 제1항에서 ‘본점 및 경영실태가 브라질 국내

에 있으며, 브라질 국내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을 브라질 기업으로 간주한다.’

라고 하고 있어, 어떤 기업은 1988년 헌법 190조의 외국국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

하였다. 

이에 따라, ‘브라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자연인 및 브라질 국내에서 활동

을 인정받은 외국국적 법인은 1971년 법률 5,709호 규정에 근거하는 한, 농지구입

이 가능하다. 해외거주 자연인이나 해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주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기업도 이 법률에 준한다.’라고 한 1971년 법률 5,709호 제1

항 제1단락은 1988년 헌법과의 정합성이 없다고 한 의견서(Parecer no GQ-22)를 

1994년에 AGU가 발표하였다. 

1995년에는 외자차별이었기 때문에 1988년 헌법 171조를 삭제하는 개헌을 벌였

으나, 이 때문에 AGU는 1994년의 의견서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1995년 개헌에 따른 1994년의 의견서를 뒤집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1971년 법

률 5,709호의 제1항 제1단락을 무효로 하는 의견서(Parecer no GQ-181)가 1998

년에 제출되었다. 이후, 외국자본이 브라질에 경영본거지가 있는 기업은 자유롭게 

농지취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노동자당인 룰라 대통령 시절인 2007년에 개최된 대통령부 

관방청 회의에서 그 흐름이 바뀌었다. 이 회의에서 ‘식량위기’와 ‘바이오연료 추진’

을 중요 의제로 꼽는다면서, 농지에 관한 논의가 초점23)이 되었다. 

AGU의 해석 변경으로 외국적의 자연인 및 법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

어 환경보호지역 침식과 농지가격의 부적절한 폭등 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AGU에 대해 1998년의 의견서 재검토를 요청하

였다. 

23) Hage(2012，17항)에 의하면, 2004년경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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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GU는 2010년에 새로운 의견서(Parecer no LA-01)을 내놓았고, 

1971년 법률 5,709호의 유효성을 재차 인정하여, ‘브라질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자

연인’과 ‘브라질에서의 활동을 허가한 외국국적 법인’외에 브라질에 설립된 기업이

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자연인이나 해외에 본점을 둔 외국국적 법인이 과

반출자 또는 실제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경우에는 농지취득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현재까지 2010년의 판단을 답습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에는 

상파울루 주 최고법원이 1994년과 1998년 AGU의 의견서와 같이, 1971년 법률 

5,709호 제1항 제1단락에서 1988년 헌법은 정합성이 없다며, 2010년의 AGU의 의

견서를 번복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브라질 경제를 견인하는 프로비즈니스 시점에서 상파울루 주만의 판결이

지만, 연방정부와 INCRA는 이 판결이 연방정부의 국가안보 업무를 침해한다며 연

방대법원에 호소하고, 연방대법원은 2016년 9월에 상파울루 주 최고법원 판결을 

정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최근에는 외국자본의 브라질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테멜 정권에서 외국국

적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농지취득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잠정조치법 제정을 검토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2017년 중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각

내(閣內)에서도 완화에 대한 신중파의 의견도 있었다. 

4. ‘브라질 코스트’라 불리는 물류 문제 

브라질의 농업부문은 광대한 국토를 배경으로 경작 가능지 개발 여력 외에도 국

가의 낮은 개입에 의해 앞으로도 계속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졌다. 그런데 그런 브

라질 농업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에는 ‘브라질 비용24)’이 병목(bottle-neck)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브라질 농업부문에도 해당되는 현상이다. 브라질 마토그롯소 주에서 상파

울로 주에 위치하는 브라질 최대의 항구인 산투스항과 북부에 위치한 아마존 강 

수계의 하천항인 산타렌항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곡물을 수출할 경우, 그리고 파라

나 주에서 파라나그아항까지 운반할 경우의 3패턴과,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미시

24) http://jp.camaradojapao.org.br/brasil-business/advocacia/custo-br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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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피 강을 이용하여 미시시피항에서 중국으로 곡물을 수출할 경우를 비교해 보자. 

대두 생산비용25)은 미국 측과는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트럭 및 수로를 이용하

여 항구까지 운반하는 경우, 파라나 주 파라나구아항까지 운반하는 경로를 제외하

고는 브라질의 물류 코스트가 미국을 크게 웃돈다. 즉, 대두 생산에 드는 비용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데도 대표적인 브라질 비용인 물류 미정비라는 병목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26). 

1) 브라질의 물류개관과 개발계획 

<그림 6>은 브라질 주요 항구와 현재 예정된 물류개발 및 컨세션 계획을 지도 상

에 나타낸 것이며, <표 3>은 2016년 지역별․항구별 대두 수출량을 나타낸 표이다. 

브라질 최대 대두 생산지인 마토그롯소 주는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항구도시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예컨대 산토스항과 파라나구아항과 같은 동

남부와 남부에 위치한 브라질 주요 항구까지는 2,000㎞ 이상 떨어져 있다. 그런

데, 이곳에서 수출되는 대두의 약 57%는 남동부․남부 항구까지 옮기고, 일부는 론

도노폴리스에서 나오는 철도 Ferronorte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부설은 도로에 비하여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로 트럭으

로 운반하고 있다. 한편, 물류 코스트를 억제하려는 관점에서 마토그롯소 주 대두 

운반의 일부는 북부에 있는 아마존강을 이용한 수로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토그롯소 주에서 론도니아 주 포르토베료까지 잇는 국도 BR364나 시놋피에서 

미리티투바를 잇는 국도 BR163 등의 간선도로를 일부 이용하지만, 마나우스항이

나 산타렌항까지 운반한 후에는 아마존 강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수로가 있다. 특

히 포르토베료에서는 아마존 강과 합류하는 마데이라 강도 활용되고 있다. 

남부 파라나 주와 리오그란데 도 술 주의 대두는 산토스항, 파라나구아항, 리오

그란데항 3가지로 집약되어 있는데, 생산지에서 항구까지는 국도 BR392나 국도 

BR487 등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마토그롯소 주에 비하면 거리도 짧

고, 물류비용도 낮아진다. 

마트그롯소주 동부와 대두 신흥산지인 마트피바 지역의 대두는 아나폴리스에서 

25) 기준년도는 2010년 시점임. 브라질은 비료나 농약 등 투입재는 수입품으로 사용하고, 금융비용과 

세금․보험에 관한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이들 점에서는 미국보다 코스트가 높아지게 됨. 한편, 토

지관련비는 브라질이 미국보다 크게 우위성이 있음.

26)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연재 될 ‘브라질의 곡물산업’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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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루이스까지 연결하는 철도 Ferrovia Norte Sul을 이용하여 수출되고 있다. 일

본계 상사는 북부･남동부･남부의 요소를 장악하고 있는 ADM, 방게, 카길, 루이드

레퓨스 등 곡물 메이저에 대항하는 형태로 산루이스 항을 중심으로 한 투자 및 개

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코스트’라는 물류정비에 대해 농업부문의 제약으로

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2003년 노동자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현

재까지 주요 아젠다로 설정되어 있다. 

우선, 룰라정권(2003년~2010년) 하에서 2007년 4월 ‘국가물류계획(PNLT)’이 

공표되었다. 2005년 시점에서 브라질의 물류수단은 트럭수송이 58%, 철도가 

25%, 수로가 13% 비율에서 2025년까지 철도를 32%, 수로를 29%로 끌어올림으로

써, 트럭으로 운반하는 의존도를 33%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2023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1월에는 ‘경제성장 가속화계획(PAC)27)’에 의해 인프라 개발로 인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039억 레알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던 일본의 물류투자계

획을 국가물류계획인 PNLT와 통합 추진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호세프 정권은 2012년 8월 ‘물류투자계획(PIL)’을 

발표하였다. PIL은 25년간을 기간으로 철도와 도로에 대한 투자계획이며, 초기 5

년간 795억 레알, 이후 20년간 535억 레알, 합계 1,330억 레알을 투자한다는 내용

이었다. 

그리고 PIL을 관리하기 위해 물류기획공사(EPL)를 설립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항만에 대한 542억 레알 투자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 둔화,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청 등 정치적 혼란, 브

라질석유공사에 대한 비리 문제 등으로 이들의 계획의 추진은 애로에 빠져버렸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에 대해 60% 정도의 진척에 머물고 말았다. 

2016년 5월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시작되어 탄생한 테멜 잠정정권

(당시)은 민간기업과 제휴하고 인프라부문에 투자한다는 ‘투자연계 프로그램(PPI)’

을 목표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PPI사’를 설립하였다. 

27) UOL의 보도에 의하면, 2010년 3월 29일에 룰라정권은PAC의 후계계획으로 2011년부터 시작하는 

인프라투자계획 ｢경제성장 가속화계화(PAC2)｣를 발표하였음. 이 시점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9,589억 레알, 2014년 이후에는 6,316억 레알을 투자하여, 합계 1조 5,900억 레알 이상의 투자계

획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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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호세프 정권에 의해 설립된 EPL을 PPI국 산하에 두면서 PIL도 함께 추진

하였다. PPI는 컨세션 및 민영화에 의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자당 정권 

시대의 인프라 개발계획과 비교하여, 대상 항목을 작성하였다, 현재는 450억 레알 

정도의 계획 규모이다. 

특히 곡물수송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3개의 철도개발 계획이다. 

첫 번째는 북부 항구에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시놋피에서 밀리티투바를 잇는 

‘Ferrogrão’로 불리는 EF-170의 개발이다, 곡물 메이저들의 컨세션에 관심을 보

이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산루이스항과 상파울루 주를 잇기 위해 팔마스에서 에스테라데오에

스치 사이에 부설한 EF-151이다. 

마지막으로 ‘동서통합철도(FIOL)’로 불리는 카에치테와 이료우신을 잇는 EF-334

의 부설 계획이며, 서 바이아의 곡물을 수출하는 경로로 여겨지고 있다. 

표 3. 2016년 대두의 지역별·항구별 수출 물량 

단위: 톤

항구명
주명

북부 북동부 남동부 남부

기타 합계마나우
스

바르
카레나

상타렌
상루
이스

상바
도르

비토
리아

상토스
파라나
구아

리오
그란데

1 마토그롯소 1,434,848 1,813 1,249,146 1,320,970 895,465 7,148,369 630,246 1,543 2,540 15,222,273

2
리오그란데

도술
1,186 197,469 9,134,227 197 9,529,690

3 파라나 137,179 5,540,843 389,491 1,905 7,972,653

4 고이아스 580 24,519 2,996 1,071,924 2,021,453 188,085 - 240 3,549,453

5 상파울로 8,680 48,643 5,700 2,898,008 126,158 41,526 24 3,152,853

마토
피바
지역

바이아 1,159 30,910 1,266,549 10,389 92 7,500 85 1,402,068

토칸친스 2,766 981,513 92,442 3,374 980 1,081,074

마라뇬 27,996 859,631 49,530 4,431 941,587

피아우이 245,889 12,752 2 260,652

기타 539,465 2,154,686 435,605 338,121 33,063 908,584 2,264,066 1,474,451 129,784 191,747 8,469,570

합계 1,974,313 2,187,261 1,695,169 3,850,196 1,407,801 2,944,967 14,475,763 8,157,251 9,704,071 5,185 51,581,875

자료: 개발상공성(MDIC) 자료에서 하야시(林)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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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요 항구와 물류 및 개발·컨세션 계획 개략 지도

자료: Projeto Crescer 사이트 및 USDA 자료에서 하야시(林)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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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브라질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수의 농업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 배경에는 천

혜의 기상조건 외에도 개방이라는 농업정책이 주효하였다. 브라질 농업정책의 성

공은 세계적으로도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곡물을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은 물론이고 타 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보고서

들도 많이 발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브라질 물류비용인 ‘브라질 코스트’ 개선 대책의 추진에 의해 브라질 경

쟁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발전전략

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곡물 수입국의 입장에서 브라질 곡물생산 증

산은 곡물 공급량 증가라는 측면에서 국제가격 하락으로 수입가격이 낮아질 수 있

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국제곡물 가격은 기상 리스크가 크고, 옥수수나 대두를 에탄올 생산에 이

용하는 것과 같이 곡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속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곡물

가격 급변의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에 대비한 곡물확보 대

책이 요구된다. 

곡물 확보 차원에서 일본처럼 우리도 해외진출에 의한 곡물 확보의 노력이 필요

하다고 본다. 2019년 3월 우크라이나에서 포스코대우 인터내셔널이 곡물터미널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이나 미국에서도 활발한 해외곡물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료곡물 수입선 다변화는 우리 축산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 중 하나이다.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도 브라질을 우리의 수입대상국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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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곡물수출과 축산물 생산·수출확대1)

허 덕(세계곡물시장동향 편집인)*1)

박지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국제곡물 관측 담당 연구원)**2)

1. 서론

과거 소련은 축산에 따른 방대한 사료곡물 소비로 인해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

이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는 밀을 중심으로 곡물 수출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

며, 2017/18년도에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이 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는 현저

하게 축소되었던 축산업도 2000년대 후반 이후 양계, 양돈을 중심으로 급속히 회

복되어 확대되는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국내 수요가 포화에 이르러 

수출 촉진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8년 5월에 출범한 제4기 푸틴 정권

에서는 농업 관련부문의 수출확대를 주요 목표의 하나로 내걸었으며, 러시아 농정

의 과제는 지금까지 자급률 향상에서 수출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에서 축산의 회복과 그 배경을 추적하고, 사료곡물 소비의 관점에서 곡물 수출확

대와 축산물 생산·수출확대가 양립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러시아의 곡물 생산· 수출 동향

(1)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이 된 러시아

미국 농무부(이하 USDA)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밀 수출국으로 세계에서 상

* huhduk@krei.re.kr 

** jione1105@krei.re.kr

1) 이 글은 長友謙治(나가토모켄지), “二兎を追うロシア農業”, �畜産の情報�, 2019년 7월호, 일본농축산물

진흥기구(ALIC)의 내용을 번역․편집 및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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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위 내외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7/18년도(2017년 7월~18년 6월)에는 마침내 

세계 제1위의 밀 수출국이 되었다. USDA는 2018/19년에도 러시아가 3,700만 톤

의 밀을 수출하여 세계 제1위의 밀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주로 수출되는 곡물은 밀, 보리, 옥수수이다. 생산의 호조를 배경으

로 러시아의 곡물수출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며, 2017/18년도에는 사상 최고

의 5,319만 톤의 곡물(밀 4,096만 톤, 보리 589만 톤, 옥수수 590만 톤)을 수출하

였다. 2018/19년도의 수출량은 2019년 3월말 현재 곡물총량으로 3,790만 톤(밀 

3,131만 톤, 보리 394만 톤, 옥수수 209만 톤)이다. 밀 수출량은 전년 동기를 약간 

밑도는 정도지만, 작황이 별로 좋지 않았던 보리, 옥수수 수출량이 줄어 예년에 비

해 밀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러시아의 주요 밀 수출 대상지역은 중동·북 아프리카 지역(이집트, 터키, 이란 

등)이며, 2013/14년도에는 총 수출량의 63%를 차지하였다. 이 지역으로의 밀 수

출은 그 후에도 절대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총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수

출 대상국의 다각화도 진행되고 있다. 2017/18년도에는 중동·북 아프리카 지역의 

점유율이 52%로 저하된 한편, 아시아 지역(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19%, 서브사하라아프리카 지역(나이지리아 등)이 16%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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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러시아의 밀 수출에 있어, 수출 관세를 당분간 제로로 하는 조치가 적용되

고 있다. 이 조치의 적용 시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알려졌지만, 시한 연장을 

검토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2)

(2) 최근 러시아의 곡물생산 동향

<그림 2>는 러시아의 곡물·두류(이하 곡물이라고 함) 수확량의 추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3). 러시아 곡물 산지는 대체로 따뜻한 시기가 짧아 강수량이 적은 데다 

기본적으로 천수에 의존한 생산을 하고 있어, 곡물 생산은 날씨 영향을 쉽게 받아 

연도에 따른 수확량 변동이 크다. 그동안 몇 년마다 가뭄과 윈터킬(동기의 혹한에 

의한 가을 작물의 고사)에 따른 흉작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2010/11년과 

2012/13년이 두드러진 흉작이었다. 그러나 그 후 날씨에 큰 문제가 없는 연도가 

이어져 곡물 수확량은 2014/15년부터 2019/20년까지 6년 연속 1억 톤을 넘어섰

다. 특히 2017/18년의 곡물수확량은 1억 3,554만 톤으로 사상 최고였다. 이후 주

요 곡물의 주생육기 기상악화로 2018/19년과 2019/202년이 2017/18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년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 러시아의 밀 수출세액은 "과세 가격의 50%～6,500 루불/톤이며, 단 10 루불/톤을 밑돌지 않는다."라

는 수출 관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루불화로 환산한 밀의 수출 가격이 톤당 13,000 루불(이를 

"경계수출가격"이라고 함)을 밑도는 경우는 수출 관세를 톤당 10 루불이라는 경미한 금액을 형식적으

로 부과하지만, 수출가격이 경계수출가격을 넘어서면 넘어선 금액의 절반을 수출관세로 징수하여, 수

출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구조이다. 이 밀 수출 관세의 세액을 제로로 하는 조치

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27일 러시아 연방 정령 제737호에 의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것

으로 결정되었다.

3) 곡물·두류에는 밀, 보리, 옥수수, 연맥, 호밀, 메밀, 쌀, 호밀 보리, 기장 및 수수 및 두류가 포함된다. 

(그림 2)에서는 메밀 이하의 곡물과 두류를 ‘기타’에 정리하였다. 대두는 곡물․두류가 아닌 공예작물

이라는 별도의 품목 구분으로 분류된다. 이 점을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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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곡물은 밀, 보리, 옥수수이다. 밀이 2017년 8,600만 톤, 2018년 7,214만 

톤으로 특히 많고, 곡물 총 수확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도 포함하여 

판로가 넓고 수익성이 높은 품목이라는 점에서는 밀뿐만 아니라 옥수수도 유력 후

보가 되지만, 온난한 시기가 짧고 강수량이 적은 러시아 기후에서는 재배적지가 

한정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재배가 가능한 밀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밀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곡물생산·수출이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속적인 루블화 약세 경향이 있다. 루블-달러 환율은 2014년 가을 이

후 원유가격 하락이나 경제제재를 배경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14년 1월 1

달러=34루블이었다. 2015년 1월에는 달러 환율이 65루블로 크게 약화되었다. 루

블화 약세는 그 뒤에도 이어져 2019년 4월에도 1달러 65루블에 그쳤다. 이로 인해 

러시아산 밀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는 한편 루블화 환산 수출가격은 상

승했기 때문에, 국내 밀 가격은 이에 끌려가는 형태로 상승하여 밀 생산자의 수익

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증산 의욕을 자극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러시아에서 밀 생산 확대의 중심이 된 지역은 곡물수출항 접속조건이 

좋은 흑해에 가까운 지역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밀의 파종면적 확대와 더불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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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단수 상승은 수익이 양호한 상황 하에서 진행된 생산

측면의 개선, 구체적으로는 무기질 비료 등 투입 증가, 기계장비 확충, 우량 품종

의 종자 이용 확대 등이 날씨 좋은 시기와 맞물려 효과를 내게 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러시아의 축산업

이 부분에서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정책과 농업 생산주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

어,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축산업에 일어난 변화와 그 배경을 파악해 보고자 한

다.

(1) 소련 해체부터 오늘까지 러시아의 축산업의 변화 개관

<그림 3>은 소련 해체의 전 해인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러시아의 주요 축산물 

생산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990년대에 모든 축산물 생산

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먼저 계란과 가금육류 생산이 1990년대 말부터 회

복세로 돌아서고, 2005년 이후에는 돼지고기 생산도 본격적으로 회복하였다. 한

편, 우유 및 쇠고기 생산은 1990년대에 크게 감소한 뒤 정체가 계속되고 있어, 양

계, 양돈과 같은 현저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최근 러시아 농무부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가 2014년 8월 6일부터 실시한 수출

금지 조치에 의해 그 후 5년간 돼지고기 생산이 60%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수입을 줄이고 산업을 지원한 덕분이며 이에 따라 자급률도 같이 늘어났다고 하였

다4). 2014년 8월 당시 러시아는 유럽, 미국 등 서방국가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

와 경제제재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금수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러시아 전체 식품

수입이 2013년 433억 달러에서 2018년 298억 달러로 31.2% 감소했으며, 감소한 

식품수입은 자국의 농축산물 생산 증가로 대체하였다. 돼지고기 생산을 예로 들어

보면, 2018년 410만 톤으로 2013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였으며, 곡물은 동기간

에 9천 240만 톤에서 1억 1,300만 톤으로, 콩은 150만 톤에서 400만 톤으로 크게 

4) 양돈타임즈 2019년 8월 22일자 기사 “러시아, 금수 5년간 돈육 생산 60% 증가”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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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났다. 이에 따라 육류 및 육류제품 자급률은 93% 수준이며, 곡물 및 대두작물

도 99.4%에 달한다. 

(2) 1990년대의 축산 축소

1991년 연방 해체까지 소련 시대에는 축산의 주요 부분은 계획 경제 체제 속에

서 콜 호즈(집단농장)과 소프 호즈(국영농장)이 맡고 있었고, 소련의 축산업이 서

방국가들과 비교해서 생산성이 매우 낮았다. 1930년대의 농업 강제 집단화를 거치

면서 형성된 콜 호즈 등에서는 농민들은 생산수단 및 성과물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단순 노동자화 되었다. 이러한 점이 가축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어렵게 만드는 방

향으로 영향을 주어, 축산에서는 특히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도 소련 시절에는 콜 호즈 등에 생산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된 축

산물의 비싼 값에 사들여 소비자에게는 저가로 판매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즉, 

러시아는 축산물 공급에 있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펴며 축산을 

유지 확대해왔다. 부족한 사료곡물은 서방국가에서 대량으로 수입되었다. 식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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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표되는 축산물의 염가·대량 공급이 국민생활 향상의 상징이 되고 있어 체제 

유지의 관점에서도 그 확보가 불가결했기 때문이지만, 소련 말기에는 농업·식량정

책의 재정부담이 국방비에 필적하는 수준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빠

져 있었다.

소련 해체 후의 러시아에서는 급진적인 시장경제 이행이 진행되었다. 가격은 자

유화되고, 소련시대의 농업·식량정책은 폐지되었다. 콜 호즈 등은 사기업화 되고, 

국가의 관리와 지원에서 해방되었다. 무역도 농산물을 포함하여 자유화되었다. 그

러나 경제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은 급진개혁파의 예상과는 달리 단기간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는 대혼란에 빠지고 실질 GDP는 1990년부터 1998년 사

이에 43%로 축소되었다. 이 시기에 농업의 실질생산액도 45% 감소하였다. 실질생

산액 축소 폭은 경종농업에서는 36%였지만, 축산업에서는 50%에 달했다. 축산업 

축소가 대폭적이었던 이유는 수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990년대의 러시아에서는 국민 소득수준이 크게 떨어지지만 가격자유화로 식품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요는 축소되었다. 이때 곡물처럼 수요의 가

격탄력성이 낮은 저급재는 수요축소가 비교적 소폭이었지만, 식육이나 치즈처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고급재는 수요가 크게 줄었다. <그림 4>는 식육·육제품품

의 국민 일인당 연간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식육·육제품의 1인

당 소비량은 1990년 75킬로그램에서 1999년 44킬로그램까지 감소하였다. 여기에 

축소된 수요는 무역자유화로 유입된 값싼 수입 축산물에 의해 잠식되었다. 이 시

기에 육류·육제품의 생산량이 1,011만 톤에서 431만 톤으로 줄어든 반면, 수입량

은 134만 톤에서 213만 톤으로 증가하면서 자급률은 87%에서 65%로 떨어졌다. 

이처럼 러시아의 축산업은 1990년대에 진행된 시장경제 이행 개혁의 와중에서 대

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3) 2000년대의 축산 회복

러시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계기가 된 것은 1998년 외환 위기였다. 이때 실

시된 루불화의 대달러 환율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는 러시아 제품에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하여 기업의 수익을 개선시켰다. 이후 러시아 경제는 유가의 지속적인 상

승을 원동력으로 2000년대에 빠르게 회복·성장하였다.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회복이 진행되면서, 축산물 수요도 회복되었다.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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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는 식육·육제품의 수요는 회복되었지만, 국내 생산의 회복 이상으로 수입이 

증가되었다. 식육·육제품의 국민 일인당 연간 소비량은 1999년 44킬로그램을 바

닥으로 2005년에는 55킬로그램까지 회복하였다(그림 4). 신속하게 수요가 회복된 

것은 값싼 가금육류, 계란이며, 계란은 1996년, 가금육은 1997년을 바닥으로 생산

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축산물은 생산의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었다(그

림 3).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육류·육제품 생산량은 431만 톤에서 497만 톤

으로 66만 톤 증가한 반면, 수입량은 213만 톤에서 309만 톤으로 97만 톤 증가하

고, 자급률은 65%에서 63%로 낮아졌다(그림 4).

식육·육제품 생산량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난 2005년 이후 돼지고기 생산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작함과 동시에, 가금육 생산도 이때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한편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온 식육·육제품 수입은 

200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2000년 210만 톤, 2008년 325만 톤, 2009년 

292만 톤), 2014년 이후 갑자기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났다(2014년 195만 톤, 

2017년 110만 톤. 이상 그림 4 참조).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이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융

자이자 지원으로 대표되는 생산진흥시책의 확충과 관세할당제도를 비롯한 국경조

치 도입·강화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4) 축산 회복의 배경 1: 생산진흥시책의 확충

현재 러시아의 농업 정책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농업의 발전에 관한 러시아 연

방법’(2006년 12월 29일자 연방법 제264호) 및 동 법에 근거하는 ‘농업의 발전 및 

농산물 농산 원료 및 식품시장의 규제에 관한 국가 계획’(이하 ‘농업발전계획’)에 

의해서 정해졌다. 농업발전계획이 시작된 것은 2008년이다. 이에 앞서 2006-07

년에는 푸틴 대통령의 지휘 하에 경제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분야의 진흥을 목

적으로 한 ‘우선 국가프로젝트’가 실시되었고, 대상 분야의 하나로 ‘농산 복합체의 

발전’이 거론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농업발전계획'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축산부

흥은 우선적 국가 프로젝트 단계부터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우선적 

국가 프로젝트나 농업발전계획에 근거하는 시책 중에서 금액적으로 최대의 웨이트

를 차지한 것이 융자 이자조성이었다.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86

융자 이자조성은 농업생산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지급액

의 일부를 재정지출로 보전함으로써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구조이다. 러시아에서 

이 제도가 출범한 것은 2000년이지만, 러시아의 금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

우 높은 수준이어서, 이자조성에 따른 부담경감은 농업 생산자가 운전자금과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신규 이자지원 융자 총액을 보면, 2005년 1,145억 루불, 2006년 2,002억 루불, 

2007년 3,801억 루불로 우선 국가프로젝트 시기에 대폭 증액되었으며, 그 후에도 

농업발전계획 하에서 이자조성 대출의 적극적인 제공이 계속되어 왔다5).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2005년 이후 축산의 본격적 회복(그림 3)이라는 움직임과 시기적으

로 부합한다. 그러나 2008년까지는 식육·육제품 생산이 증가한 한편 수입도 확대

되고 있으며, 수입이 줄어든 것은 2009년 이후였다(그림 4). 이에 관련되는 것이 

식육의 국경조치를 둘러싼 움직임이다.

5) 나가토모(長友, 2017), “제4장 러시아-농업·농산물 무역정책과 식량 안전보장-”, �평성 28년 컨트리 

리포트: 태국 베트남 호주 러시아�,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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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산 회복의 배경 2: 국경조치의 도입과 강화

러시아가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대상으로 관세할당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3년

이다. 가금육에 대해서는 그 때 수입 할당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5년부터 관세할

당제도로 이행하였다. 당시 러시아는 WTO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식육

의 관세할당제도 취급은 수출국인 미국 및 EU와의 주요 협상 테마가 되었다. 

2005년에는 잠정적 합의가 성립되고, 이를 토대로 러시아 정부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저율의 일차 세율이 적용되는 할당물량(이하 ‘일차율 범위’)의 단계

적 확대와 범위 내·범위 밖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은 그 뒤에로 미루어져 2012년 8월에야 회원이 되었다.

그동안 러시아는 2005년 시점에 합의한 식육 관세할당제도의 완화를 서서히 후

퇴시켜, 2009년부터는 육류수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전환하였다. 그 전년

도인 2008년부터 WTO에 가입한 2012년까지 그리고 2013년 이후 WTO회원 합의 

수행 과정에서의 러시아의 육류 관세할당제도의 변화과정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러시아 식육관세할당제도의 추이(발췌)

2008년 2009년 2012년
WTO가입(2013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

가금육

1차세율범위(천 톤) 1,21.6 952 330 364

관세율

1차(범위 내) 25%(최저 0.2유로/kg) 25%^

2차(범위 밖)
60%(최저 

0.48유로/kg
80%(최저 0.7유로/kg) 80%

돼지
고기

1차세율범위(천 톤) 521.5 531.9 430 430 폐지

관세율

1차
15%(최저 

0.2유로/kg)주1) 15%(최저 0.2유로/kg) 0%

25%

2차
60%(최저 

0.2유로/kg)
75%(최저 1.5유로/kg) 65%

쇠고기

1차세율범위(천 톤)주2) 473.9 479.5 560 570

관세율
1차

15%(최저 
0.15유로/kg)주3) 15%(최저 0.2유로/kg) 15%

2차 30%(최저 0.3유로/kg) 50%(최저 1유로/kg) 55%

주1) 냉동돼지고기 세율. 신선․냉장돼지고기 세율은 15%(최저 0.25유로/kg), 표 중 이 이외의 돼지고기 관련 세율
은 모두 돼지고기와 공통

주2) 쇠고기 관세할당 범위는 신선․냉장육과 냉동육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합계함. 예를 들면, 2008년의 경우 전
자가 2만 8,900톤, 후자가 44만 5,000톤.

주3) 냉동쇠고기의 세율. 신선․냉장쇠고기의 세율은 15%(최저 0.2유로/kg). 표 중 이 이외의 쇠고기 관련 세율은 
모두 쇠고기와 공통

자료: 관계 러시아연방 정령. 벨라루스, 카지흐스탄, 러시아 관세동맹 결정, 러시아 WTO가입 의정서에 의해 나가
토모(長友)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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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9년의 방침 전환 내용을 확인해 본다. 우선 가금육에 대해서는 일차율

은 25%(최소 0.2유로/킬로그램)을 유지했지만, 일차율 범위는 2008년 121만 톤에

서 2009년 95만 톤, 2012년에는 33만 톤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돼지고기에 대해

서는 일차율 15%는 유지하면서 일차율 범위는 2008년 52만 톤에서 2009년 53만 

톤으로 일단 확대한 뒤, 2012년 43만 톤까지 축소되었다. 가금육도 돼지고기와 같

이 2009년부터 2차 세율을 올렸다. 러시아가 2009년부터 관세 할당제를 사용하고 

가금육과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육류의 수입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음은 리먼 쇼크

에 의한 마이너스 성장이 2009년부터 러시아의 식육·육제품 수입을 감소시킨 주요 

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WTO 가입 협상 결과 러시아의 육류 관세할당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표 1>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가금육 및 쇠고기에서는 

관세할당제도가 유지되면서 일차율 범위를 약간 확충하는 한편, 관세율은 현상 유

지되었다. 한편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도는 당분간 유지됐지만 2020년

에 폐지하게 되어, 관세율은 WTO 가입 후 즉시 일차 세율이 15%(최소 0.25유로/

킬로그램)에서 0%, 이차율이 75%(최소 1.5유로/킬로그램)에서 65%로 인하되고 

2020년 관세할당제도 폐지 후는 25%로 단일화 되었다. 더욱이 생돈에 대해서도 

가입 후 즉시 관세율을 40%(최소 0.5유로/킬로그램)에서 5%로 낮추게 되었다. 러

시아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EU 등과의 협상 결과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WTO 가입 후에는 러시아의 돼지고기나 생돈 수입량이 증가할 가능

성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WTO 가입 후 모두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동물위생상의 조치를 발동하고 돼지고기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

을 규제했기 때문이다6).

그리고 2014년에 우크라이나 위기가 정점에 달하고, 유럽제국 등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하자, 러시아는 2014년 8월에 대항조치로서 이들 국가

에 대한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하였다(표 2 참조7)). 대상 품목에는 이전부터 

자급률 향상이 과제가 되었던 식육·식육제품, 우유, 유제품, 채소, 과일 등이 포함

6) 일부 회원국의 동물 질병 발생을 이유로 EU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금수조치에 대해서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논의된 상급심의 보고서도 공개되었지만 현재도 해결되지 않았다. 나가토모(長友 2017), 

"러시아의 곡물수출 국가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제약 요인"(홋카이도대학 박사논문), 180-184쪽 참조

7) 2019년 5월 현재 2018년 7월 12일 러시아 연방 정부 시행령 제816호로 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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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데, 이를 기회로 자급률 향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014

년에는 대러시아 경제제재 외에도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원유 가격도 하락하

고, 루불화-달러 환율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식품 수입금지조치와 더불어 식육·육

제품 등의 수입 감소량이 더 많아졌다.

표 2 대유럽 역제재로서의 러시아 식품 수입금지 조치 개요

발동 연월일 2014년 8월 7일

대상국․지역

당초 미국, EU가입국가,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2015년 8월 추가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2016년 1월 추가 우크라이나

주요 대상품목 식육․육제품, 수산물, 우유․유제품, 채소, 과일 등

발동 기간 2019년 12월 말까지(당초에는 2015년 8월까지였으나 누차 연장)

자료: 長友, 축산의정보 2019년 7월호

(6) 축산 회복의 배경 3: 축산 담당자의 변화

이 부분에서는 이자조성 융자를 비롯한 생산진흥시책을 이용하여 축산물 생산

을 확대한 담당자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소련 시절 농업생산 주체는 대규모 

기업체인 콜 호즈나 소프 호즈와 이들 종업원이나 도시주민 등이 식량자급을 주목

적으로 하는 영세민 부업경영의 이중구조였다. 주로 1990년대 전반에 열린 러시아

의 토지개혁 집단농장 개혁에서 콜 호즈나 소프 호즈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사기업(‘농업조직’ 이라 함)으로 이행하고, 주민부업경영은 계속 존속했지만, 이와 

함께 서방 세계의 주로 가족경영으로 운영되는 기업적인 농가에 상당하는 ‘농민경

영’의 창출이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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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주요 농수축산물별로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3가지 유형인 생산 주

체의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소련 시절이던 1990년에는 축산물 생산의 주

된 부분은 콜 호즈나 소프 호즈에 의해서 맡고 있었지만, 이들을 계승한 농업조직

에 의한 축산물 생산은 1990년대 시장경제이행 개혁과정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2000년에는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농업조직의 점유율은 대규모 공장적 생산 시스

템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가금육류, 계란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하고, 쇠고기, 우유, 

돼지고기에서 나머지 생산의 과반을 자급적인 주민부업경영이 맡게 되었다. 그리

고 2005년 이후 축산의 본격적인 회복과정에서는 돼지고기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듯이, 축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조직의 점유율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축산은 1990년대의 축소, 2000년대 후반 이후의 본격적 회복 모

두 중심이 된 것은 농업조직이었다.

그러나 같은 축산업을 하는 농업조직이라고 해도 축소 전과 회복 이후엔 실태가 

크게 다르다. 1990년대의 축소 과정에서는 많은 농업조직이 파탄되었고, 회복 과

정에서는 농외 자본이 이들을 인수하는 형태에서 대규모 그룹화가 진행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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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형성된 그룹은 '아그로홀딩'으로 불리며, 많은 농업조직을 산하로 끌어들여 

사료곡물 생산에서 가축의 사육, 처리 가공, 유통에 이르는 수직통합(버티칼 인테

그레이션)을 구축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의 식육생산에 있어서는 소수의 대규모 아그로홀딩이 총생산에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적인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아그로인베스톨지 2018년 

8월호에 따르면, 2017년에는 상위 25위까지 아그로홀딩스가 식육 총생산량의 

48%를 차지하였다. <표 3>은 그 중 상위 10위를 발췌한 것이다. 태국 자본의 차롱

포카팬 푸즈가 제 7위에 들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아그로홀딩 산하의 농업조직에서는 경종농업에서도 축산에서도 유럽제국 등에

서 우량한 종자와 능력이 높은 가축, 최첨단 농업기계, 축산시설 등을 도입하여 효

율이 높은 농업생산을 하고 있다.

또 러시아의 쇠고기, 우유 생산이 1990년대에 급감한 뒤, 가축이나 돼지처럼 회

복세로 돌아서지 않고 장기정체가 계속된 배경에는 쇠고기, 우유, 유제품 수요는 

가금육이나 돼지고기와 같이 현저한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소의 육성 기간이 닭

과 돼지와 비교해 현격하게 길며,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 이

자지원(조성) 중에서 특별히 무이자 대출 제공이라는 우대조치를 강구하더라도 농

업조직에 의한 새로운 투자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낙

농부문 최대 아그로홀딩에서 사업확대를 계속하는 에코니바(사진)와 육(肉)전용종

에 의한 쇠고기 생산을 확대한 미라톨그(표 3의 제2위)등8), 소 부문에서도 대형 

아그로홀딩의 움직임이 자주 보도되게 되어, 우유 생산량은 증가량은 작지만 

2017/18년과 지난해 증가가 이어져 쇠고기 생산량도 2018년에 조금 증가로 돌아

서는 등(그림 3 참조), 기나긴 침체나 축소가 계속된 쇠고기, 우유 생산이 회복으

로 돌아설 조짐도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8) 러시아에서는 그동안 쇠고기 생산은 낙농과 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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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7년 식육 생산량 상위 10위 아그로홀딩

순위 명칭 주요 생산품목 식육생산량(만 톤)

1 체르키조바 가금, 돼지 65.5

2 미라톨그 가금, 돼지, 소 52.1

3 푸리오스토코리에 가금 48.9

4 레스루스 가금 34.1

5 베르그란콜룸 가금, 돼지 28.6

6 N. 토카초프기념 아그로 컴플렉스 가금, 돼지, 소 26.9

7 차롱․포카팬․푸즈 가금, 돼지 23.7

8 베라야․푸팃차 가금 22.7

9 프로드 가금, 돼지 16.3

10 루스아그로 돼지 16.2

주: 식육생산량 수치는 도체중(지육에 가까운 개념)

자료: 아그로인베스톨지 2018년 8월호를 참조하여 나카토모(長友)가 작성한 것을 長友, 축산의정보 2019년 7월호

에서 인용

4. 러시아의 곡물 수출과 축산 확대의 양립 가능성

(1) 러시아의 곡물 순 수출국 전환과 곡물 수급구조의 변화

러시아는 2017/18년도에 세계 제1위의 밀 수출국이 되었지만, 러시아가 곡물 순

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한 것은 2001/02년도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또

한 원래 소련은 1980년대에는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이었다. 러시아가 곡물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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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곡물 수급구조 변화를 <그림 

6>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소련 시대 말기인 1988/89년도부터 1990/91년도까지 3년 평균으로는 러시아의 

곡물 소비량은 1억 2,033만 톤(식용 등 4,008만 톤, 사료용 등 8,025만 톤)이었으

나, 국내 생산량은 9,941만 톤으로 소비량을 밑돌아 곡물의 순수입량은 2,143만 

톤에 달했다. 한편 최근 2015/16년도부터 2017/18년도 3년 평균은 국내 소비량 

7,168만 톤(식용 등 3,265만 톤, 사료용 등 3,903만 톤)으로 생산량은 1억 1,357

만 톤이었고 수출 물량은 4,028만 톤이었다. 이 두 시기를 비교하면, 국내 소비량 

4,865만 톤 감소(식용 등 743만 톤 감소, 사료용 등 4,122만 톤 감소), 생산량 

1,416만 톤 증가, 순수출량 6,281만 톤 증가로, 러시아의 곡물 순수출량의 증가에 

가장 기여한 것은 사료용 등의 수요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별로 보면, 1990년대에는 곡물사료 등 수요가 감소되는 한편 곡물생산도 

감소하면서, 수요감소로 발생한 곡물의 수출 여력은 표면화되지 않아 러시아는 곡

물 순수입국에 그쳤다. 1998/99년도 이후 곡물 생산이 회복·증가로 돌아서는 한

편, 사료 등 수요의 증가는 완만하게 이어져 곡물 수출 여력이 가시화되고, 러시아

는 2001/02년도 이후 곡물의 순수출국으로 돌아섰다. 최근에는 2013/14년도 이후 

계속된 곡물 생산 확대가 곡물수출 여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2) 사료곡물 수급구조 변화의 배경

<그림 6>에서 흥미로운 것은 왜 소련 말기에서는 이처럼 곡물사료 등 수요가 컸

을까?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이후 양계, 양돈을 중심으로 축산물 생산이 본격적으

로 회복되고 있는데도 곡물사료 등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 원인으로는 러시아 축산에서의 사료효율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표 4>는 러시아 농업조직의 ‘농후사료요구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사료요구

율은 축산물 생산량 1단위당 사료소비량이며, 가축의 능력 향상이나 사양관리의 

개선 등에 의해 일정 양의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사료의 양이 감소하면 

사료요구율은 떨어진다. 사료 요구율의 저하는 축산물 생산에 있어서 사료 이용의 

효율화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후사료에 국한하여 사료

요구율을 산출하여 ‘농후사료요구율’로 보았다.

소련 말기인 1990년의 농후사료요구율은 돼지고기 6.89, 가금육·란(卵) 3.5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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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았다. 돼지의 몸무게를 1킬로그램 늘리기 위해서 6.89킬로그램의 농후사료

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값은 1990년대의 축산 축소 과정에서 더 커졌지만, 2000

년대에는 저하가 진행되고, 2015년에는 돼지고기 3.29, 가금육·란 2.06이었다. 돼

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농후사료의 양은 1990년의 절반 이하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쇠고기 및 우유는 1990년과 비교해서 2015년의 농후사료요구율이 상승하고 있지

만, 이는 사료 중 조사료의 비율이 낮아지고 농후사료의 비율이 상승한 데 따른 것

이다.

표 4 러시아 농업조직의 농후사료요구율 변화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쇠고기 2.88 3.94 2.59 2.92 3.35 3.49

돼지고기 6.89 11.05 8.83 6.27 4.04 3.29

가금육․란 3.55 4.10 2.97 2.38 2.18 2.06

우유 0.42 0.49 0.35 0.40 0.44 0.44

주 1: 농후사료요구율은 축산물마다 대응하는 농후사료소비량을 축산물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 축산물생산량은 

식육에서는 도체중량, 우유, 계란에서는 생산량(계란은 개수 통계치를 1개 60g으로 중량 환산)

    2: 가금의 육․란별 농후사료 소비량 데이터를 입수할 수 없어, 육과 란의 사료요구율을 같다고 가정.

자료: 長友, 축산의정보 2019년 7월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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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시대에 축산 사료효율이 매우 나빴던 배경에는 콜 호즈 등 조직에서 축산의 

비효율성이 있었다. 당시 가축의 능력은 낮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충분히 배려하

지 않고 곡물만으로 급여하는 등 사양관리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축산은 1990년대의 축소 과정에서 모두 

없어졌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이후 본격 회복과정에서는 대규모 글로벌 홀딩

스를 중심으로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후발자의 이익’을 살리는 형태로 능력의 

높은 가축이나 선진적인 기기․시설 도입, 사양관리 기술의 향상 등이 진행된 결과, 

농후사료요구율의 대폭적인 저하가 실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5. 향후 주목해야 할 점

러시아에서는 최근 천혜의 날씨의 영향으로 곡물생산이 순조롭게 확대되는 한

편, 사료효율 향상에 의해 가금육이나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하여 축산의 확대에 

따른 사료곡물 수요증가가 억제되면서 밀을 중심으로 곡물수출이 더 확대되고 있

다9).

2018년 5월에 출범한 제4기 푸틴정권은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농업 관련 부문의 

수출액을 2017년 216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450억 달러로 늘릴 것을 제시하며, 

러시아 농정의 과제는 농산물의 자급률 향상에서 수출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곡물수출이 더욱 확대될 뿐 아니라, 앞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생산 확대에 대한 국내수요 포화가 지적되고 있는 가금육과 돼지고기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쇠고기나 우유에 대해서도 생산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 향

후 러시아의 곡물수출 여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국내 수요측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에 수반하는 사료곡물 수요가 어느 정도 확대될지, 

그리고 공급측면에서는 러시아의 곡물생산은 향후도 한층 더 확대될지, 지금까지 

기후 의존도가 컷던 만큼 이에 수반하는 수확량의 변동은 개선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등과 같은 점에 계속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9) 러시아에서 밀은 식용뿐 아니라 사료용으로도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밀 자체에 대해서도 ‘러시아 국

내 사료 수요가 감소하여 외국에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수급 변화가 존재하였다. 또한 사료 

곡물 수요가 줄면서 보리나 연맥 같은 사료곡물의 생산이 감소하고 수출 수요가 큰 밀 생산이 늘어

난 것도 밀 수출량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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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주요 곡물(옥수수, 대두) 산업, 
사료산업 및 축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

허 덕(세계곡물시장동향 편집인)*1)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2)

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대만 주요 곡물(황두, 옥수수) 산업 동향 및 수입 시장구조 파악

- 대만에서는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

는 식용으로 공급되고, 일부는 소 사료로 사용됨. 대두 또한 상당수는 풋

콩(green soybean) 상태로 식용으로 제공되며, 풋콩의 껍질은 소의 먹이

로 쓰임.

- 2017년 기준 대만의 옥수수와 대두 수입량은 449만 4,200톤, 대두 225만 

3,000톤으로 자급률은 각각 2.9%, 0.2%에 불과함. 이처럼 곡물원료의 상

당수가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량은 축산물 총생산량에 따라 변동하고, 수

입가격 또한 국제 가격 추세에 따라 변동됨.

○ 대만 사료산업 및 축산업 실태 파악

-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대만은 가축․가금육류 공급량이 증가하고 수입육

의 물량도 크게 늘고 있음. 2017년 기준, 대만의 사료 생산량은 761만 

8,790톤 임. 이 중 71%(535만 2,551톤)는 126개의 배합사료공장에서 생산

한 것이며, 나머지 39%(226만 6,239톤)은 자가배합사료임. 

- 자가배합사료는 농장이 소형 혼합기로 사료를 배합·제조하여 자가에서 가

축·가금의 먹이로 주는 것으로, 그 중 상당수는 양돈장에서 사용됨. 산란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98

계나 식용계 대부분은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사용 중임.

-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옥수수 가격변동에 대

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지만, 자가배합사료의 경우 매우 큰 영향을 받

음.

○ 대만 사료 도입 항구의 시설 파악

- 대만의 사료 주요 수입항구는 타이중에 거의 한정되어 있음. 이 한정된 수

입 항구는 우리나라 수입항구와는 달리, 수입 곡물을 실은 배가 쉽게 배를 

대고 하역 및 운송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수입곡물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함. 

2. 주요 조사내용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면담(곡물 수급 및 축산관련 통계 수집)

대만 중화경제연구원 면담(항만시설 관련 정보 취득) 

대만 식물유제조공업협회 방문(착유(搾油)산업 실태 파악)

대만 사료협회 방문(축산업 및 사료산업 실태 파악)

대만 식량비료기술센터 방문(비료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실태 파악)

3.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소속 출장자 직위 출장기간 출장지

농림산업정책
연구본부

허 덕 선임연구위원 12월 16일~
12월 21일

(총 5박 6일)

대만
(타이베이, 타이중)

김태련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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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수행업무 주요내용

12/16
(월)

◦나주→인천공항→대만(타이베이)

◦대형 유통업체 수입곡물 가공식품시장 조사
- 곡물의 유통 실태 및 가격 동향 파악

◦까르푸

12/17
(화)

◦臺灣 行政院 農業委員會(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R.O.C) 

◦대만 곡물확보 정책
◦대만 축산 진흥정책
◦대만 곡물 수급 및 축산 관련 통계
◦대만 곡물 유통구조 등

◦CIER(대만중화경제연구원)
◦대만 곡물 주요 수입항(高雄臺中항, 臺中항)의 

특히 하역시설에 대한 자료 요청
◦高雄臺中항 또는 臺中항 견학 예약 가능 여부

12/18
(수)

◦台灣區植物油製煉工業同業公會(식물유제조공
업협회-Taiwan Vegetable Oil Manufacturers 
Association) 

◦대만 착유산업 실태
◦대만 대두 가공산업 실태
◦대만 대두, 옥수수 등 유지작물 수급 및 유통
◦대만 식물유가공업체 최근 동향 및 관련 통계

◦대만사료협회(臺灣 飼料協會-Taiwan Feed 
Industry Association) 

◦대만 축산업 및 사료산업 실태(관련 각종 통계)
◦대만 사료산업 수입 방법 및 동향
◦대만 사료산업 주요 수입 항구 및 항만 시설
◦대만 사료 유통구조 등

12/19
(목)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대만 곡물 수입 시장 동향과 전망
◦대만 곡물 가공 현황

◦食糧肥料技術(식량비료기술센터-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Center) 

◦대만 주요 식용 및 사료용 곡물 현황
◦대만 식량작물 분야 기술 개발 및 보급 실태
◦대만 비료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실태
◦대만 식량작물 유통구조 등

12/20
(금)

◦타이중 FWUSOW(곡물업체) 

12/21
(토)

◦대만(타이중)→인천공항→나주

4. 출장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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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출장결과

1.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R.O.C 면담

○ 방문 일자: 2019년 12월 17일(화), 오후 2시~3시 30분

○ 주요 면담자: Department of Animal Industry Ph. D. Chen Pei Mei

○ 전화번호: +886-2-2312-5829

○ 주소: 37 Nan Hai Road, Taipei, Taiwan 10014, R. O. C.

1.1. 대만의 관세

○ 대만의 관세는 최종 11단위의 C.C.C코드(대만 HS Code)를 기준으로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Ministry of Finance에서 고시하는 관세율표에 따라 

부과됨. 

- CCC코드는 11자리로 Tariff No(8) + 통계번호(2) + 체크코드(1)로 이루어

져 있음.

○ 옥수수 및 대두(사료용) 또한 CCC코드를 이용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대두

의 경우 CCC코드가 올해 새로 신설됨. 신설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식

품위생관리법 하에서 관리되어왔음. 

표 1. 대만 HS Code

HS Code 내용

0203 Meat of swine, fresh, chilled or frozen

0203.1- Fresh or chilled:

0203.11- Carcasses and half-carcasses

0203.11-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of swine, fresh or chilled

0203.11-00100-
Whole carcasses (including the head, skin, ears, tail and feet, no entrails) of 
swine, weighing not more than 8 kg, fresh or chilled

0203.11-00903- Other carcasses and half-carcasses of swine, fresh or chilled

자료: 통합무역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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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관세 종류는 크게 7개로, Column I(WTO세율), Column II(특혜･

FTA세율), Column III(기본세율), 감면관세(Exemption of Duty), 덤핑방

지관세(Anti-Dumping Duty),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세이프가

드(Safeguard)로 구분됨.

표 2. 대만 관세 종류

관세 종류 내용

Column I
(WTO세율) 

·대한민국 등 WTO회원가입국 및 대만과 상호 우대관계를 체결한 37개 국가에 적
용하는 세율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Column I 세율 적용

Column II
(특혜･FTA세율)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경제협력협정(ECA)을 체결한 국가 또는 특정 개발도상국
(LDCs)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특혜관세율

Column III
(기본세율)

·Column I과 Column II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세율

감면관세
(Exemption of Duty)

·산업, 경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 일시 
수입물품, 재수입 물품 등에 대해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제 해
주는 관세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y) 

·수출국 기업의 부당하게 낮은 금액(원가 이하, 이하 덤핑가격)의 수출로 인하여 수
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이하 덤핑 마진)에 대하여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수입국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본관세
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세이프가드
(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으로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

자료: 통합무역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대만의 세율 유형은 종가세율(Ad Valorem duty), 종량세율(Specific duty), 

혼합세율(Compound duty)로 구분됨. 

- 종가세율: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

- 종량세율: 수입물품의 수량, 중량 등의 단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

- 혼합세율: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혼합하여 부과하는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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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만 세율 적용 우선순위

순위 세율 종류 구분 요건

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덤핑, 보조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 
관세의 부과
→기본세율에 일정률을 추가하여 부

과 

·부과 대상의 조사 및 선정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의 물품 별로 

부과
·현재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대상 

없음

2순위
Column II세율

(특혜·FTA세율)

FTA, ECA등 협정 상대국에 부과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 또는 0

의 세율이 적용 

·특혜세율 적용 요건 등의 충족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경우 적용
·현재 우리나라는 협정 대상국이 

아님

3순위
Column I세율
(WTO세율)

WTO가입국 및 대만과 우대관계를 
체결한 국가에 적용
→Column II와 경합시 낮은세율 우

선 적용 

·WTO회원국 또는 대만과 우대관
계를 체결한 국가에 적용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 
Column II세율 적용

4순위
Column III 세율

(기본세율)
상기 세율에 해당사항이 없는 물품
에 대하여 부과

자료: 통합무역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2. 대만 축산 관련 주요 규제(환경, 질병) 정책

○ 대만의 축산농장은 현재 중부와 남부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금년 5월 

기준 조사에 따르면, 양돈장의 경우 6,999호, 547만두 규모이며, 축우농장

(젖소, 일반소 모두 포함)의 경우 823호로 대부분 소규모로 50두 이하인 경

우가 많음. 축우농장(소)은 557호, 12만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양계

장(식용)은 3,900호, 양계장(계란)은 1,890호임.

○ 대만은 축산 관련 주요 정책은 크게 2개로 나눠볼 수 있음. 첫째는 축산 목

장 등록의 조건에 관한 것임. 돼지는 20두 이상일 경우 축산 목장으로 등록

해야 하며, 가금류의 경우는 500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함. 앞으

로 신규증설을 하는 축사의 경우 반드시 밀폐식이어야 하고, 또한 통풍이 

가능해야 함. 현재 계란 생산을 위한 양계장의 경우 신설을 장려하지 않는

데 이는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임. 

○ (자급률) 대만은 돼지고기 소비량 중 전체의 85%가 자체 수급되고 있으며, 

우유의 경우 자체 공급률은 85% 이상임. 소고기의 경우 거의 수입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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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자급률 수치는 따로 조사된 바가 없으며, 젖소의 경우에도 도

태되면 식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조사된 수치는 없음.

○ 주요 정책의 두 번째는 사료관리법임. 이는 대만 국내에서 사료를 제조하거

나 수입하는 조건을 관리하는 법임. 사료는 동물성 사료, 식물성 사료, 광물

성 사료, 배합사료(상기 3개 중 2개가 혼합된 사료)로 4가지로 나눠짐. 작년 

대만의 자체 생산 배합사료는 770만 톤임. 옥수수 및 대두는 해외에서 95%

를 수입함. 2014~2018년까지 연간 평균 옥수수 수입량은 388만 톤, 대두 

252만 톤이며 이중 옥수수는 53%를 대두는 62%를 미국에서 수입함.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미국 다음

으로 2번째 수입국은 브라질임. 참고로 현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옥수수 

및 대두는 GMO인 경우가 많음.

○ 대만에는 160여 개의 사료공장이 있는데, 이 중 53개의 사료공장이 대만사

료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사료공장은 많이 있으나 규모가 작아 가

입이 되지 않은 공장들이 많음. 사료 제조 공장은 반드시 지방 정부에 등록

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사료 생산을 할 수 있음.

○ 사료공장의 설치에 관한 기본 표준법이 있는데, 사료를 생산할 때 반드시 이 

표준에 부합해야 함. 허가 관련 여부는 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

위원회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음. 농업위원회는 법규 제정에 관여함.

○ 농업위원회는 매주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동물 시장 현황에 대해 분석

을 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쪽의 운수 현황도 모니터링하고 있음.

○ 2017년도부터는 동물성유지를 판매할 경우 원자재의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정책이 신설됨. 

○ 사료가 GMO하고 연관되어 있어, 2019년도 1월 1일부터는 동물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컨테이너를 랜덤 검사하는 정책이 시행됨. 주

요 검사 항목은 동, 아연, 사료 부패 여부, 곰팡이 여부 등을 검사함. 

○ 2017년부터 사료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옥수수가 땅에 떨어져서 자생되는지

에 등에 대해 검사를 필요로 함.(일본의 정책을 참고하여 만들어짐)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204

2.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면담

○ 방문 일자: 2019년 12월 17일(화), 오후 4시 30분~6시

○ 주요 면담자 

   - Vice President Chun-Hsien Yeh

   - Ph. D. Hen-I Lin, Fang-I Wen, Jen-Hung Hus

○ 전화번호: +886-2-2735-6006

○ 주소: 10672  台北市大安區長興街 75  號 

○ 1979년 1월 중국과 미국 간의 외교 관계 단절로 인한 갑작스런 변화와 안정

적인 경제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1981년 대만중화경제연구원을 설립하였

음.

○ 대만의 주요 곡물 수입항은 가오슝 항과 타이중 항이 있으며, 규모는 가오슝 

항이 더 큼. 그러나 타이중 항 또한 곡물 수입 관련하여 중요한 항구 중 한 

곳임.

○ 가오슝 항의 현대식 시설이 다른 항구와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한 결과, 가오

슝은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대만 산업에서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적 상

업항구 도시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컨테이너 수송항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 

○ 2018년 기준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 취급량은 1위 상하이항(중국) 4,201만 

TEU, 2위 싱가포르항(싱가포르) 3,659만TEU, 3위 닝보-저우산항(중국) 

2,635만TEU 등 순이며, 6위 부산항(한국) 2,166만TEU, 16위 가오슝항(대

만) 1,044만 TEU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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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세계 주요 항만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

단위: 천TEU

순위 국가명 항만
물동량

2017 2018 증감율(%)

1 중국 상하이 40,233 42,010 4.4 

2 싱가포르 싱가포르 33,667 36,599 8.7 

3 중국 닝보-저우산 24,307 26,351 8.4 

4 중국 선전 25,209 25,736 2.1 

5 중국 광저우 20,372 21,920 7.6 

6 한국 부산 20,493 21,663 5.7 

7 중국 홍콩 20,770 19,596 -5.7 

8 중국 칭다오 18,300 19,315 5.5 

9 미국 LA/LB 16,888 17,550 3.9 

10 중국 톈진 15,069 16,007 6.2 

11 UAE 두바이 15,440 14,954 -3.1 

12 네덜란드 로테르담 13,734 14,513 5.7 

13 말레이지아 포트 클랑 11,978 12,316 2.8 

14 벨기에 앤트워프 10,451 11,100 6.2 

15 중국 샤먼 10,381 10,702 3.1 

16 대만 가오슝 10,271 10,446 1.7 

17 중국 다롄 9,707 9,767 0.6 

18 말레이지아 탄중 펠레파스 8,377 8,961 7.0 

19 독일 함부르크 8,840 8,770 -0.8 

20 태국 람 차방 7,784 8,075 3.7 

자료: 부산항만공사, 「2018 부산항 컨테이너화물 처리 및 수송 통계」, 2018

○ 주요 선사별 선대보유 현황을 보면, 덴마크의 Maersk가 4,183천 TEU로 역

대 최대량을 기록했고, 대만은 Evergreen(7위) 1,265천 TEU, Yang 

Ming(8위) 638천 TEU, Wan Hai(12위) 265천 TEU, TS Lines(20위) 74천 

TEU를 기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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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선사별 선대보유 현황

순위 선사 국적
총계 자사선 용선

TEU 척수 TEU 척수 TEU 척수

1 Maersk 덴마크 4,183,978 697 2,356,393 314 1,827,585 383 

2 MSC 스위스 3,825,921 569 1,047,480 178 2,778,441 391 

3 COSCO 중국 2,926,382 480 1,522,917 174 1,373,465 306 

4 CMA-CGM 프랑스 2,694,506 505 1,001,111 126 1,693,395 379 

5 Hapag-Lloyd 독일 1,744,872 247 1,052,321 112 692,551 135 

6 ONE 일본 1,569,879 219 530,184 73 1,039,695 146 

7 Evergreen 대만 1,265,738 197 557,629 107 708,109 90 

8 Yang Ming 대만 638,111 99 192,497 42 445,614 57 

9 PIL 싱가포르 392,410 119 157,057 69 235,353 50 

10 현대상선 한국 389,695 63 135,789 15 253,906 48 

11 ZIM 이스라엘 289,505 60 4,992 1 284,513 59 

12 Wan Hai 대만 265,554 92 160,636 66 104,918 26 

13 Zhonggu 중국 161,068 113 96,600 37 64,468 76 

14 IRISL 이란 152,419 48 94,387 44 58,032 4 

15 고려해운 한국 152,298 64 58,262 26 94,036 38 

16 Antong 중국 145,772 116 114,353 61 31,419 55 

17 X-Press 싱가포르 117,584 81 50,121 28 67,463 53 

18 SITC 중국 113,381 79 83,826 61 29,555 18 

19 UniFeeder 덴마크 93,772 65 5,042 1 88,730 64 

20 TS Lines 대만 74,477 32 17,171 10 57,306 22 

주: 2020년 1월 28일 기준임.

자료: Alphaliner Monthly Monitor.

○ FWUSOW INDUSTRY 사를 통해 타이중 항만 견학 어레인지를 추진하였으

나, 방역 등의 이유로 항만의 주요 시설들에 대한 견학은 이루어지지 못함. 

시설 소개 영상으로 대체하여 조사함. 

○ 세계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대만 또한 곡물을 확보하기 어려울 텐데 곡물 확

보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대만의 경우 사료용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콩, 옥수수, 보리(3대 작물), 낙농용 사료 또한 거의 수입

에 의존하고 있다고 함. 현재 농업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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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감소추세임. 일반 곡물 위주에서 부분적

으로 잡곡 또는 사료용 옥수수 재배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함. 더불어 현재(겨울~내년 봄)까지 가뭄에 처할 경우 벼농사를 짓는 농민

들에게는 농사포기를 권유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보조지원금을 

편성하여 지원 중에 있으나 작물을 아예 심지 않는 것보다 소득 창출의 일환

으로 사료용 옥수수 재배를 권장하고 있음. 

3. TAIWAN VEGETABLE OIL MANUFACTURES ASSOCIATION 면담

○ 방문 일자: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12시

○ 주요 면담자: Lin Chuan Cheng, Jill Shang-Ching Lee

○ 전화번호: +886-2-2561-6351

○ 주소: 6F., N.27, Sec.1, Chang An East Rd., Taipei 10441, Taiwan, R.O.C.

○ 식물유제조공업협회는 195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16개 업체가 가입

되어 있음. 주요 생산 품목은 대두유이며, 참기름 또한 생산 중에 있음.

○ 주요 항구는 타이중 항과 가오슝 항이 있으며, 이 두 곳에서 주요 곡물(대

두, 옥수수, 밀)의 수입이 이루어짐. 항구에는 보통 한 번에 6만 톤짜리 큰 

배가 들어오며 창고로 이동됨.

그림 1. 대만의 주요 항구

자료: TAIWAN VEGETABLE OIL MANUFACTUR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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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의 95%는 대두, 5%는 기타(낙화생유, 참기름)이며, 1년에 착유되는 양

은 180만~200만 톤임. 연간 수입량은 230만~250만 톤(두부, 간장을 만들 

수 있는 양 포함)임. 50만 톤 정도 중 절반은 식용이며, 나머지 절반은 사료

용임.

○ 대두유의 시장 점유율은 60%임. 38%는 팜오일이며, 2%는 참기름임. 참기

름은 보양식품에 첨가제로 많이 사용되며, 해외에 중화민족이 거주하는 곳

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음.

○ 현재 대두유를 생산하는 곳은 4개소가 있음. CENTRAL UNION, TTET 

UNION, Ever Light, Taiwan Sugar이 있는데, 이 중 TTET UNION이 가

장 규모가 크고, Taiwan Sugar은 국영기업으로 생산량이 가장 적음.

그림 2. 대두유 생산업체 위치

자료: TAIWAN VEGETABLE OIL MANUFACTURES ASSOCIATION

○ 하루 기준으로 TTET의 대두유 생산량은 4,700만 톤(52%), CENTRAL 

UNION은 3,000만 톤 (33%), EVERLIGHT은 1,000만 톤(11%), TAIWAN 

SUGAR은 300만 톤(4%)임. 하루 총생산량은 9,000톤까지 가능하며, 1년에 

300만 톤까지 생산 가능함. 현재는 200만 톤(60%) 정도임. 대만은 현재 한

국에 수출하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며, 올해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양이 

상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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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두유 생산업체의 생산능력

자료: TAIWAN VEGETABLE OIL MANUFACTURES ASSOCIATION

○ 1997년 이전에는 대만의 돼지고기를 일본으로 많이 수출했으나, 1997년 낙

화생(땅콩) 관련하여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됨. 그 당시에 사료용으

로의 대두 사용량이 276만 톤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었으나, 1998년도에는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수입량은 200만 톤까지 감소하였음. 돼지 구제역에 

의해 수입이 감소된 영향이 가장 큼. 일반적으로 연간 대두 수입량은 250만 

톤 내외이며, 이 중 분쇄용은 180만~200만 톤이고, Full-fat SBM 및 식용

은 50만 톤 정도임.

○ 20여전에는 공장들이 각각 존재했으나, 경제적 효율성 창출을 위해 이들 공

장들이 연합을 해서 합작회사를 설립함.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뉘며 

South Group, Central Group, Others로 나뉨.

그림 4. 대두 구매 그룹 현황

   자료: TAIWAN VEGETABLE OIL MANUFACTUR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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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구입할 때 6만 톤 화물을 구입하는데, South Group과 Central Group

이 연합을 해서 구매하며, 이는 선박의 운송비 면에서 경제적임. 이런 협력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일본에서도 많이 참고하고 있음.

○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브라질이며, 전체 수입량의 55%는 미국, 45%는 브라

질이나 수입비율은 수입당시 가격과 연관되어 해마다 조금씩 상이함.

그림 5. 대만의 대두 수입 추이(2013-2018)

자료: TAIWAN VEGETABLE OIL MANUFACTURES ASSOCIATION

○ 2018년의 경우 조금 특별한데, 미국 86%, 브라질 12%였음. 이는 중국과 미

국의 무역 현상이 반영된 결과임. 중국에 들어가려면 관세가 25% 붙고, 브라

질의 경우 적정가격 범위보다(미국보다) 가격을 올렸기 때문임. 미국의 가격

이 많이 하락해서 대량 구매함. 최근 중국에서 대두 관련된 관세를 철폐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전하고 비슷한 수입비율을 보일 것임.

○ 팜오일의 수입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1년에 23만 톤 정도 수입

됨. 말레이시아에서는 원유를 그대로 들여오며, 크로드오일(처음 짜는 오

일)을 수입 후 대만에 다시 재가공함. 팜오일은 고온에도 강하기 때문에 높

은 온도에서 튀기는 음식이 많은 대만의 경우 팜유의 수입이 점차적으로 늘

어나는 추세임. 팜유의 이런 추세는 대두에 영향을 미침. 카놀라유 수입량

은 3만 톤 내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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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만의 베지터블 오일 수입 추이(2011-2018)

자료: TAIWAN VEGETABLE OIL MANUFACTURES ASSOCIATION

○ 현재 대만의 수입관세는 굉장히 낮은 편임.

- Soybean: 0%, Soybean Oil: 5%, Soybean Meal: 3%, Canola Oil: 4%, 

Sunflower Oil: 5%, Palm Oil: 0%. 

○ (향후전망) 수요랑은 거의 비슷하거나 감소할 전망임. 그 이유는 대만의 인

구 출생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해외 인구 이동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임. 또한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입맛 또한 단백한 맛으로 변화되고 있음. 현재 대두유의 경우 재고량

이 자꾸 쌓여가기 때문에 수출량을 증대하고자 함.

○ 최근 11월~12월 사이 팜유 가격이 팜유의 가격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수입

량이 하락세를 보임. 팜유는 디젤에도 이용됨.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오디젤에 반드시 팜유가 함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함.

○ 대두에서 착유를 한 다음에 남는 대두박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문의

한 결과, 보통은 사료로 많이 이용된다고 함. 대두 중에서 20%는 착유되고, 

나머지 80%는 대두박이며, 이는 사료용으로 사용됨.

○ 대두박은 사료공장에 직접 판매하는지 아니면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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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도달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직접 사료공장에 판매하는 형식으

로 이루어진다고 함.

○ 판매가격은 국제가격과 비슷한가에 대해 문의한 결과, 거의 비슷하다고 함. 

○ 대두박의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으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현상이 발생하

기 때문에 국제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대만에도 목축업이 발달해서 

대두박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오히려 기름보다 대두박이 판매하기가 더 

용이함.(기름의 경우 다른 기름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두박이 더 판

매하기 용이함.)

○ 최근 식물유 업계의 이슈와 대두 및 팜유 가격에 대해 문의한 결과는 다음

과 같음.

○ 미국의 high oleic Soybean Oil은 거의 올리브유하고 성분이 비슷함. 미국

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한국의 유통처는 롯데푸드임. 대만은 이를 수입하는 

데에 있어 아직 검토 중에 있으며, 한국이 대만보다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이

고 있음. 한국이 내년에 이 오일 부분의 사업이 잘 진행되면 대만에서 한국

에 방문하여 현장을 방문견학하고 싶음. (https://ussoy.org/)

○ 최근 착유산업의 당면문제와 대응방안

- 1년에 생산 가능한 기름이 300만 톤인데 현재는 200만 톤만 생산되고 있

어 생산 재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대만의 대두유와 대두박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서 일본 쪽으로 많이 수출되

며, 말레이시아에도 수출중임. 한국에는 수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가능하

면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원활해지면 좋겠음. 한국은 미국하고 아르헨티나

에서 많이 들여오며, 한국의 대두 착유 기업은 3개뿐이며 양도 미미함.

- 한국도 목축업이 있기 때문에 대두박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됨.

○ 시설 가동률을 높이려면 수요(식용 및 사료용)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료용을 수출하는 방법뿐인데 가동

률을 높이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나? 앞으로 돼지사육이 늘어서 돼지사료

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예전처럼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임. 구제역 이전에는 1,400만두에서 이후 800만두로 감소했는데,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음.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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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대만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방역 및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음. 중국에서 돼지고기가 귀하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전 세계 가격도 상승함.

○ 가오슝 항이 현대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시스템 체계가 잘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항과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한 결과, 규모는 타이중항에 비

해 가오슝 항이 더 큼. 생산능력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가격도 저렴해짐. 타

이중도 시설을 현대적인 시설로 바꾸고 있음.

○ 무엇을 목표로 바꾸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배에서 곡물을 흡

입하는 장비가 노후화되면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인력을 줄이려고 함. 설비 갱신으로 가격이 상승하

기는 하였으나, 사용요금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싼 편임.

4. TAIWAN FEED INDUSTRY ASSOCIATION 면담

○ 방문 일자: 2019년 12월 18일(수), 오후 3시~6시

○ 주요 면담자: Wills W. Y. Cheng, Chloe Lee

○ 전화번호: +886-2-2507-7071

○ 주소: 9F., No.368-1, Sec. 1, Fusing S. Rd., Da-an District, Taipei City 106, Taiwan 

○ 2018년 기준 대만의 돼지 사육농가는 7,241호, 사육두수는 5,447,283두, 

도축도수는 8,073,454두임. 소 사육두수는 150,346두, 도축두수는 35,278

두임. 가금류의 경우 사육두수는 110,997천 두, 도축두수는 393,053천 두

임. 2019년도 자료는 2020년 가을에 발표될 예정임. 한국은 1년에 4번 조

사치가 발표되지만 대만의 경우 연 1회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발표함.

  ※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축산부문에서 구체적인 통계 조사 체계 등을 가지

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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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만의 돼지·소 사육현황

연도

돼지 소

양돈장 수(호)
연말 

사육두수(두)
연말 

도축두수(두)
연말

사육두수(두)
연말 

도축두수(두)

2015 7,846 5,496,216 8,212,000 149,379 34,360

2016 7,523 5,430,843 8,127,000 146,030 34,074

2017 7,407 5,432,676 7,947,275 147,152 35,121

2018 7,241 5,447,283 8,073,454 150,346 35,278

자료: TAIWAN FEED INDUSTRY ASSOCIATION

표 7. 대만의 가금류 사육현황

단위: 천두, %

연도 2015 2016 2017 2018

총계

연말 
사육두수

86,633 89,950 90,922 96,039

연말 
도축두수

321,139 340,754 335,214 353,047

산란계

연말 
사육두수

38,205 39,270 39,646 40,979

연말 
도축두수

18,904 19,518 17,598 17,568

(전체대비 
비율)

(5.89) (5.73) (5.25) (4.98)

육계

연말 
사육두수

19,804 21,445 21,313 23,122

연말 
도축두수

196,539 209,170 211,111 226,540

(전체대비 
비율)

(61.20) (61.38) (62.98) (64.17)

유색용
육계

연말 
사육두수

28,624 29,235 29,963 31,938

연말 
도축두수

105,696 112,066 106,505 108,939

(전체대비 
비율)

(32.91) (32.89) (31.77) (30.86)

자료: TAIWAN FEED INDUSTRY ASSOCIATION

○ 돼지, 소, 산란계, 육계의 생산액에 대한 정확한 수치 자료는 없음. 금액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총량으로 생산 규모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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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PSY는 생산지역마다 상이함. 모돈 한 마리가 1년에 새끼돼지를 

22~23마리 낳는 경우도 있고, 27마리를 낳는 경우도 있음.

- MSY(Marketted-pigs per Sow per Year): 모돈 한 마리당 1년간 생산된 

돼지 중 출하체중(=판매체중)이 될 때까지 생존하여 판매된 마릿수 

- PSY(Pig(=piglet) per Sow per Year): 모돈 한 마리가 1년에 육성하는 새

끼돼지의 마릿수 

- PSY는 생물학적 생산성의 지표인 반면 MSY는 농장의 경제적 실질 효율

성을 알려주는 지표임. 과거에는 PSY와 MSY의 수치가 크게 차이는 없었

으나, 비육 육성 과정 중 각종 질병과 환경 요인에 의한 폐사율이 높아짐

에 따라 농장별 PSY - MSY 수치 차이가 크게 나면서 부각됨. 

- PSY는 출산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미돼지의 생물학적 생산능력을 비

교적 정확히 표현해주지만, 생산된 새끼돼지의 그 이후 판매 시점까지의 

생존률을 알려주지 못하므로 경제적 실질 효율성을 알려주지 못하는 단점

이 있음.

    ※ 대만의 경우 아직은 PSY나 MSY와 같은 지표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경우 돼지 사육두수가 1,000만두 내외 수준이나 대만의 경우 600

만~650만두 수준임. 대만은 과거 800만두까지 기록했으나, 환경보호가 강

화되고 있어 많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한국 또한 마찬가지임. 한국도 환경

보호 때문에 새로운 축사를 설립하는 것은 어려움. 원래 있는 농장의 규모

를 늘리는 추세임. 한국과 대만 두 나라 모두 양돈장이 작은 곳은 도태되고 

큰 농장만 점점 커지는 추세임. 

○ 한국과 대만은 같은 아시아 국가로 식문화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됨. 한국의 

연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8~20kg, 소고기는 9~10kg, 닭고기는 

11~12kg임. 대만의 경우(2018년 기준) 연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37.3kg, 가금류 소비량은 38.6kg, 계란 소비량은 18.1kg, 소고기 소비량은 

6.40 kg임.

○ CP Group은 태국, 베트남, 대만, 러시아의 합작 회사인데, CP Group의 전

체 돼지 사육두수는 2천만 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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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경우 사료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며 옥수수와 대두가 대부분이고, 밀

과 수수는 수입량이 미미한 편임. 원당 또한 수입량이 거의 없음. 

표 8. 대만의 옥수수 수입 현황

단위: metric ton, %

연도 전체 미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기타

2016
3,815,618 2,178,216 1,635,375 

　- -　
2,027 

(100) (57.09) (42.86) (0.05) 

2017
3,990,912 2,102,834 1,472,024 213,025 139,545 63,484 

(100) (52.69) (36.88) (5.34) (3.50) (1.59) 

2018
4,178,497 3,132,201 745,078 154,773 136,504 9,941 

(100) (74.96) (17.83) (3.70) (3.27) (0.24) 

자료: TAIWAN FEED INDUSTRY ASSOCIATION

표 9. 대만의 대두 수입 현황

단위: metric ton, %

연도 전체 미국 브라질 캐나다 기타

2016
2,348,370 1,242,400 1,105,767

-
203 

(100) (52.90) (47.09) (0.01)

2017
2,438,211 1,360,204 1,078,007

-
8,129

(100) (57.92) (45.90) (0.35)

2018
2,621,736 2,262,288 307,761 48,448 3,239 

(100) (96.33) (13.11) (2.06) (0.14)

자료: TAIWAN FEED INDUSTRY ASSOCIATION

○ 대만의 곡물원료는 주로 미국,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되는데, 어느 항구를 통

해서 대만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대만의 경우 곡물 수입은 

컨테이너 또는 6만 톤짜리 선박 전체를 들여오는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함. 

선박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다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

구매 방식으로 이루어짐. 보통 입찰을 통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항구

를 통해서 들어오는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님.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와 C&F(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의 가격 차이는 중화식물망 웹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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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가오슝 항과 타이중 항의 곡물 저장능력 및 수송량

곡물 저장고 저장량 수송량

(Kaohsiung#71GrainSilo) 100,000MT/사일로 3,000,000MT/년

(Kaohsiung#72GrainSilo) 80,000MT/사일로 2,400,000MT/년

(Taichung#1GrainSilo) 90,000MT/사일로 2,700,000MT/년

(Taichung#3GrainSilo) 60,000MT/사일로 1,800,000MT/년

總儲存量及營運量(총계) 330,000MT/사일로 9,900,000MT/년

자료: TAIWAN FEED INDUSTRY ASSOCIATION

그림 7. 가오슝 항 및 타이중 항 사진

가오슝 항 타이중 항

자료: TAIWAN FEED INDUSTRY ASSOCIATION

그림 8. 곡물 운송 사진

타이중 항에 도착한 화물 공장 창고로 화물 운송하는 트럭

자료: TAIWAN FEED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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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미국과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구입하는 반면, 현재 대만은 우크

라이나에서 수입을 하고 있지 않음. 과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했으

나 곡물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겨울에는 선박이 제때 배달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입을 하지 않음.

○ 한국의 경우 닭은 1.6kg에 출하가 되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임. 출하되기까지 1마리를 사육하는데 30∼35일 정도 소요됨. 대만

은 기본적으로 2kg이 되어야 출하가 되며, 출하되기 까지 32~33일이 소요

됨. 사료요구율은 평균 1.5 정도라고 함. 

○ 대만이 한국보다 사료에 투입되는 단백질 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대만이 한국보다 기후가 온화한 것도 관련이 있고, 사료 배합에 따른 

단백질 열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대만의 총 사료 생산량은 7,023,251 톤으로, 그 중 자가배합사료는 

1,818,784톤, 시판사료는 5,384,467톤을 차지함. 자가배합사료는 돼지가 

1,621,332톤, 시판사료는 가금류가 3,517,575톤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남.

표 11. 2017년 종류별 배합사료 생산량

단위: metric ton

구분 총계 돼지 가금류 소 수산 기타

자가배합사료 1,818,784 1,621,332 24,105 96,765 44,202 32,380

시판사료 5,384,467 1,230,932 3,517,575 159,882 425,284 50,794

총 생산량 7,023,251 2,852,264 3,541,680 256,647 469,486 83,174

자료: TAIWAN FEED INDUSTRY ASSOCIATION

○ 대만의 사료협회 회원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18년 기준 총 시판사료량

은 5,308,590톤 중 회원들의 생산량은 전체의 90.72%를 차지한 4,816,003

톤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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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18년 대만 사료협회 회원 시장 점유율

단위: metric ton, %

구분 돼지 가금류 소 수산 기타 총계

총 시판사료량 1,182,530 3,474,333 156,995 439,316 55,416 5,308,590

회원 생산량
999,972 3,404,710 138,791 221,892 50,638 4,816,003

(84.56) (98.00) (88.40) (50.51) (91.38) (90.72)

자료: TAIWAN FEED INDUSTRY ASSOCIATION

5.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면담

○ 방문 일자: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12시

○ 주요 면담자: 오승희

○ 전화번호: +886-2-2725-2324

○ 주소: TWTC, 333 KEELUNG RD, SEC.1, TAIPEI, TAIWAN 

5.1. 대만 통관 및 검역 제도 

○ 대만의 수입통관은 수입신고→접수→물품 분류→검역→비용납부→통관허가

로 이루어짐.

① 수입신고

  - 서면신고 시 수입업자나 통관업자가 수입 관련 자료를 세관에 직접 제출하

고 세관에서 전자시스템에 자료 입력 및 물품 분류 후 검역 필요여부 고지

  - 전자시스템을 통한 신고 시 수입자가 재정부 관무서 세관신고시스템에 관

련서류 신고

② 물품 분류(접수자료 및 세관이 채취한 샘플 등을 바탕으로 물품 분류)

③ 검역

  - 세관은 수입화물을 3가지(C1·C2·C3)로 분류

  - 분류 후 해당제품에 규정한 방법으로 검역 실시

④ 비용납부

  - 검역에 소요한 비용 납부 후 통관

⑤ 통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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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대만 수입통관 절차도

자료: Kati 홈페이지

○ 대만의 수입식물 검역 절차 

① 제품의 항구 도착 후 동⋅식물방역검역국이 지정한 도착 항구⋅역⋅검역소

에서 진행 

② 수입업체⋅대리인은 담당기관에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검역 신청 

③ 식물 관련 식품검역은 검역 신고 후 서류 심사를 거쳐 1. 검역조건 있는 물

품, 2. 특별검역 조건이 없는 제품, 3. 격리검역 필요제품, 4. 수입금지제품

으로 분류 

④ 현장 검역을 실시하고 1. 병충해 발견 시 재검역 실시 후 통과, 검역포기 시 

반송⋅폐기, 2. 검역증 미제출 또는 검역증 내용 실격 시 정정을 거쳐 검역

통과, 3. 격리검역이 필요한 제품일 경우 특정 구역 내 격리검역 후 보충서

류 필요시 요청하며 합격제품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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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대만 수입 식물 검역 절차도

자료: Kati 홈페이지

5.2. 대만 수입 및 수출 현황

○ 대만의 10대 농산물 수출국은 2018년 기준 중국(23.2%), 일본(16.9%), 미

국(10.3%), 베트남(8.6%), 홍콩(7.5%) 순이며, 대한민국(3.7%)은 7위를 차

지함. 對중국 수출액은 12억 6,761만 달러이고, 對한국 수출액은 2억 437만 

달러로 나타남.

표 13. 대만 10대 농산물 수출국

단위: 천 달러, %

순위
2018 2017

국가명 수출액 비중 국가명 수출액 비중

1 중국 1,267,615 23.2 중국 1,028,985 20.7 

2 일본 922,489 16.9 일본 870,180 17.5 

3 미국 564,723 10.3 미국 569,258 11.4 

4 베트남 469,198 8.6 베트남 431,153 8.7 

5 홍콩 410,658 7.5 홍콩 377,370 7.6 

6 태국 301,833 5.5 태국 286,253 5.7 

7 대한민국 204,376 3.7 대한민국 192,903 3.9 

8 호주 116,962 2.1 인도네시아 111,203 2.2 

9 말레이시아 111,520 2.0 호주 105,877 2.1 

10 인도네시아 109,255 2.0 말레이시아 94,775 1.9 

합계 - 4,478,629 100.0 - 4,980,778 100.0 

자료: 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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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 2017 2018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사료 합계 1,767 3,205 1,383 2,893 2,296 3,989 

배합사료 894 1,233 457 998 1,143 1,605 

개사료 202 694 147 619 197 861 

기타사료용조
제품

458 465 566 548 668 629 

사료첨가제 153 603 151 540 216 598 

보조사료 40 163 41 133 44 216 

기타사료 20 47 21 55 28 80 

○ 대만의 10대 농산물 수입국은 2018년 기준 미국이 43억 1,725만 달러

(39.7%)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 12억 4,125만 달러

(11.4%), 태국 8억 7,612만 달러(8.1%), 뉴질랜드 8억 4,573만 달러(7.8%) 

순임. 

표 14. 대만 10대 농산물 수입국

단위: 천 달러, %

순위
2018 2017

국가명 수입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1 미국 4,317,257 39.7 미국 3,655,293 24.1 

2 중국 1,241,257 11.4 중국 1,049,004 6.9 

3 태국 876,124 8.1 브라질 848,291 5.6 

4 뉴질랜드 845,736 7.8 호주 831,108 5.5 

5 호주 775,958 7.1 태국 806,347 5.3 

6 일본 756,770 7.0 뉴질랜드 791,984 5.2 

7 말레이시아 532,381 4.9 일본 705,036 4.6 

8 영국 532,282 4.9 말레이시아 568,332 3.7 

9 프랑스 502,956 4.6 프랑스 505,788 3.3 

10 인도네시아 483,951 4.5 인도네시아 502,283 3.3 

합계 - 10,864,672 100.0 - 15,190,523 100.0 

자료: 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 2018년 한국의 對대만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사료는 전체 2,296톤으로 그 

중 배합사료가 1,143톤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곡류는 총 46톤, 식

물성유지는 총 52톤으로 나타남.

표 15. 한국의 對대만 사료·곡류·식물성유지 수출 현황

단위: 톤, 천불



대만 주요 곡물(옥수수, 대두) 산업, 사료산업 및 축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

223

구분
2016 2017 2018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곡류 합계 85 154 38,636 9,058 46 119 

밀 11 11 13 14 15 17 

보리 2 13 3 16 4 55 

옥수수 0 0 38,579 8,960 0 0 

쌀 8 26 1 3 0 0 

기타곡물 64 104 40 65 27 47 

식물성유지 합계 18 122 17 144 52 437 

들기름 1 30 2 37 18 204 

참기름 8 61 8 73 23 181 

기타비휘발성
유지

4 12 6 19 9 25 

대두유 0 0 0 5 1 10 

잇꽃유 0 0 0 4 0 6 

옥수수유 4 15 0 0 0 5 

해바라기유 1 4 1 5 1 3 

면실유 0 0 0 0 0 2 

기타식물성유
지

0 0 0 0 0 1 

팜유 0 0 0 1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8.

6. Food & Fertilizer Technology Center 면담

○ 방문 일자: 2019년 12월 19일(목), 오후 3시~6시

○ 주요 면담자

   - Ph. D. Kuo-Ching Lin, Kun-Chan

   - Lar-Dar Juang, Chao-Hsing Huang, Liu-Shao Kuo

     (AGRICULTURE & FOOD AGENCY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 Dr. Yuhsin Chen

    (TAICHUNG DISTRIC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TATION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 전화번호: +886-2-2725-2324

○ 주소: 5F, 14 Wenchow St., Taipei 10648 Taiwan  

○ 대만의 식량 작물 범위는 크게 5가지로 ①쌀과 밀 ②기타 곡물: 옥수수, 수

수, 염주(念珠), 메밀 ③숙곡류(菽穀類): 녹두, 팥, 완두 ④콩류 및 오일시

드: 콩, 땅콩, 참깨 ⑤기타: 고구마, 감자, 얌으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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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벼(稻米) 재배면적은 최근 5개년 동안 27만ha 내외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130만 톤 내외수준을 유지해오다 2018년 156만 톤을 기록

하였음. 2018년 소맥 생산량은 6천 톤, 수출량은 94천 톤, 수입량은 1,227천 

톤으로 나타남. 경립종 옥수수의 재배면적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8년 12천 ha를 기록했고, 수입량은 타 곡류에 비해 월등히 높은 

4,177천 톤으로 나타남. 식용옥수수의 경우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최근 5개

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수출량은 2015년 568톤에서 2018년 29

톤으로 급감하였음. 2018년 대두 재배면적은 2014년에 비해 2.5배 증가한 3

천ha를 기록했으며, 수입량은 매년 2,600천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16. 대만 주요 곡물 생산 현황

구분 연도 면적(ha) 생산량(톤) 수출량(톤) 수입량(톤)

도미
(稻米)

2014 271,077 1,399,392 3,089 108,748 

2015 251,887 1,260,362 58,207 126,815 

2016 273,866 1,264,128 68,197 124,263 

2017 274,705 1,396,071 2,404 130,942 

2018 271,506 1,561,642 38,829 101,933 

소맥

2014 2,209 6,811 21,757 1,311,244 

2015 3,116 7,335 23,618 1,306,702 

2016 2,412 3,638 25,085 1,325,528 

2017 2,394 5,379 89,582 1,399,728 

2018 2,531 6,096 94,530 1,227,367 

경립종
옥수수

2014 10,845 63,400 153 4,211,679 

2015 11,521 60,200 380 4,210,663 

2016 11,307 74,900 229 4,221,781 

2017 11,429 61,100 202 4,446,041 

2018 12,139 68,900 91 4,177,166 

식용
옥수수

2014 13,464 103,608 568 1,356 

2015 12,618 96,613 473 4,973 

2016 14,220 99,750 184 7,974 

2017 15,215 110,347 75 6,434 

2018 14,392 106,091 29 5,458 

대두

2014 1,203 3,007 6,886 2,371,526 

2015 1,652 2,725 7,383 2,698,665 

2016 2,177 3,061 12,220 2,449,529 

2017 3,188 4,674 3,201 2,558,209 

2018 3,023 4,404 2,883 2,636,218 

자료: 대만 식량비료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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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곡물자급률은 2018년 기준 쌀이 120.1%로 매우 높은 반면 밀, 옥수

수, 대두는 각각 0.1%, 2.8%, 0.2%를 기록하며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

음. 대만의 1인당 곡물 소비량은 최근 5개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음.

그림 11. 대만 곡물자급률 현황 그림 12. 대만 1인당 곡물 소비량 추이

단위: % 단위: kg

자료: Agriculture Statistics, Council of Agriculture

6.1. 대만 GM제품

○ 대만의 GM제품에 대한 규제는 2002년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이 법률에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GM

식품의 허가기관인 보건부 규정에 따르고 있음. 

○ 농업위원회는 신규 GM제품의 포장시험과 환경방출을 규제하고 있음. 2003

년 1월부터 시행된 'GM식품 표시와 등록에 관한 규정'은 옥수수와 콩, 이로

부터 유래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보건부 식품위생

국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것을 제외한 GM옥수수, 콩 생산·가공·포장·수출입 

등이 모두 금지되었음. 

○ 또한 경제부 산하의 표준도량형검사국은 수입검사를 하는데, 보건부가 곡

물과 유지종자 선적화물에 LMO가 존재하는지 검사하는 것을 도와줌. 표준

도량형검사국은 보건부의 보조기관인 식약분석국의 GM옥수수 및 대두 이

벤트에 대한 경고 수입검사를 위해서 통관 항구에서 시료를 채취함. LM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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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의 식품안전성 승인을 얻으려면 유전자변형식품 자문위원회의 심사

를 받아야함.

○ 대만은 2005년 '형질전환 식물의 수출입과 표시 및 포장 규정'을 실시하면

서 포장시험 규정을 개정했으며, 향후 옥수수와 대두뿐만 아니라 모든 GM

식품의 등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GM식품 규정을 후대교배종과 

GM미생물 및 이에서 유래한 식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음.

○ 대만이 식용, 사료용, 가공용으로 승인한 GM제품은 옥수수 12종, 콩 1종이 

있으며, 환경방출용으로 승인한 제품은 없음. 현재 대만에서 상업적으로 생

산되고 있는 GM작물은 전혀 없으나 2003년 7월 조건부 포장시험을 끝낸 

바이러스 저항성 GM파파야가 개발자의 실험실에서 상업 과수원으로 유출

된 바가 있음. 이에 대한 대만의 GM식품 시장 감시 조사결과 GM파파야를 

발견했고, 농업위원회는 승인 받지 않은 GM파파야를 재배 및 판매하는 것

이 '식물품종 및 식물종자법' 위반임을 밝혀 위반자에게 1~500만 NTD(대만 

달러)를 부과하였음. 

7. FWUSOW 면담

○ 방문 일자: 2019년 12월 20일(목), 오후 3시~6시

○ 주요 면담자: Chia-Kuang Tsai

○ 전화번호: +886-4-2636-2111

○ 주소: 45. SHA-TYAN RD. SHA-LU. TAICHUNG, TAIWAN

7.1. Fwusow Industry의 현황

○ Fwusow Industry은 1920년에 설립된 이후, 사료, 오일, 애완동물 사료 및 

바이오 비료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 업체는 ISO 9001, TOF, ISO 

22000, HACCP, FCC-22000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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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Fwusow 공장 위치도

                  자료: Fwusow Industry

○ Fwusow Industry에서 생산되고 있는 곡물관련 제품은 아침 식사용 곡물가

공 식품, 뮤즐리, 곡물 스낵, 포장용 곡물제품이 있으며 오일관련 제품은 식

용유 및 참기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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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Fwusow의 곡물 제품류

아침 식사용 
곡물가공 식품

뮤즐리

곡물 스낵

포장용 곡물제품

자료: Fwusow Industr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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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Fwusow의 오일 제품류

조리용기름

참기름

대용량 참기름

자료: Fwusow Industr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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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대만의 곡물 유통 현황

○ (곡물운송 과정) 선적의 곡물→곡물 흡입시설→창고로 운반→자동화 시설을 

통해 차량으로 운반

○ (정박시설) 곡물 선적이 들어오면 전용부두에서 흡입하는 방식임. 이런 방식

은 예전부터 이용했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2019년도에 흡입시설을 새로 갱

신함. 원래 흡입시설은 큰 것 1개, 작은 것 1개가 있었는데, 큰 흡입 시설을 

이용한지 20여년이 되어서 올해 새로 갱신함. 큰 것은 한 시간 기준으로 

650톤을 흡입할 수 있음. 곡물 흡입시설은 현재 2부두 및 3부두에 위치하

며, 2부두에는 큰 흡입기 1개, 작은 흡입기 2개가 설치되어 있음. 한 시간 

기준으로 큰 것은 800톤, 작은 것은 400톤×2개=800톤이 처리가 되며, 총 

1,600톤의 처리능력이 있지만 현재는 800톤 기준 450톤 정도가 평균 가동

되고 있음. 곡물 시스템 라인은 6개가 존재함. 3부두에는 650톤의 기계가 

두개 있으며, 곡물 시스템 라인은 4개가 설치되어 있음.

○ 1,600톤 기준으로 하면 평균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하루에 보통 16시간 가동되며 하루 입고량은 1만 톤 정도라고 함.

○ 시설이 바뀐 후 용량 차이 및 변화된 점에 대해 문의한 결과, 용량은 기존에 

650톤에서 800톤으로 변경되었으며, 바뀐 후 변화됨 점은 시간 감축에 대

한 것 보다는 노후화된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염려가 사라졌다

고 함.

○ 2부두에는 6개 라인의 자동 수송 벨트가 있는데, 한 라인에 3~4개의 차가 

있으며, 한 시간 기준으로 한 대의 차는 25톤 정도임.

○ (사료 곡물 검사) 수입된 사료 곡물은 정부기관인 동·식물 방역 검역국에서 

이루어짐. 검사 샘플은 수시로 랜덤으로 선정됨. 검사 결과가 나오고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이 허용됨. 

○곡물은 검역과 검사 두 가지로 나뉨. 검역과 검사의 여부는 항구에 도착하기 

전부터 해당 선적이 검역대상자인지에 대해 이미 정해져있고,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는 검역만 하고 통과됨. 검역의 경우 배에 실려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 이루어지며, 검사는 그 중 원하는 샘플을 선정해서 시행됨. 검사 샘플 

표본이 걸린 배들만 홀딩 되며, 검사 대상자가 아닌 선적은 통과됨. 검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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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간은 3일정도임.

○ 곡물 검역, 검사과정에서 주로 검출되는 병균 또는 바이러스, 미생물 등에 

대해 문의한 결과, 들여오는 곡물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배가 운송되

는 과정에서 배 안에 수분 함량이 높아지면 물방울이 곡물에 떨어져 곰팡이

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함. 

○ 곰팡이제거 방식은, 부분적인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처리하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면 아예 폐기함. 검사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다 처리가 된 후 

검역관이 다시 검사하고 반출됨.

○ 곡물 창고에는 수송기계가 존재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배를 이동시킬 

수 있음. 창고의 출고자동화시설을 이용하여 곡물이 차량으로 자동 출고됨. 

○ 곡물 운송 차량의 방역 및 운전수 소독 방식은 출입 전·후 차량의 위아래 모

두 소독을 실시하고, 운전수의 경우 차안에 표백이 구비되어 있어 상시 소

독을 함.

○ (현대화 시설 교체 비용) 시설이 교체됨에 따라 비용이 상승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시설 갱신 후에 비용이 변동되지는 않았고, 효율이 높아짐. 이

용자들에게는 시설 갱신에 따른 비용이 전가되지 않음. 시설의 갱신은 부두

운영회사가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투입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

음. 하지만 바뀐 전후 이용자들의 지불 비용에는 차이가 없음.

- 부두운영회사 측에 문의한 결과, 설비교체비용은 8,000만 대만달러, 셋업 

비용은 2,000만 대만달러로 총 1억 대만달러가 소요됨.

○ 배에서 곡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비용(곡물(대두, 옥수수, 밀)의 경우)은 1톤 

당 미국달러로 5달러가 소요됨.

○ Fwusow Industry가 소유한 부두, 하역시설 등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문의 

결과,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함. 대만의 시스템은 한국과 굉장

히 유사한 반면, 일본과는 다름. 일본의 경우 사료공장이 항구 근처에 단지

처럼 다 모여 있어, 곡물이 들어오면 공장들이 필요한 만큼 조달하는 시스

템이여서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없음. 반면 대만이나 한국은 사료공장들이 

항구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부가적인 운송비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임. 일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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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농업 특성과 프로세스: 
코르도바주를 중심으로1)

최윤국(번역가)*

1. 아르헨티나 및 코르도바 개황

아르헨티나는 농업 부문과 비즈니스 내지 투자로서 적격인 나라다. 특히 코르도

바주는 다른 어떤 주보다 농업경쟁력을 지닌 대표적인 지방이다.

아르헨티나의 일반적인 개황을 보면 국토면적은 3,761,274㎢2)로 러시아, 캐나

다, 중국, 미국, 브라질, 호주 및 인도에 이어 세계 8위에 랭크되어 있다. 인구는 

2018년 현재 44,688,864명이며, 행정구역은 모두 24개의 자치주(23개의 지방과 

국가행정부가 위치한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광역시로 구분된다. 2018년 GDP는 

4,500억 달러에 달하며,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그림 1. 아르헨티나 지도와 코르도바주의 지리적 입지

* cochoi@hanmail.net

1) Pablo Trapani는 코르도바주화물운송연맹(FECOTAC) 회장으로 아르헨티나 최대 농업생산지의 유통전

문가다. 

2) 한반도의 면적은 22만 ㎢와 비교해 보면 각국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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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도바주의 일반 개황을 살펴보면 26개의 시(departamento)로 구분되며 주

도는 코르도바다. 면적은 165,321㎢로 인구는 약 356만 명(2014년)으로 인구밀도

는 18.6명/㎢이다. 현 주지사는 Juan Schiaretti로 페론정의당(PJ) 소속이다.

코르도바주의 경제적 입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제2의 경제 비

중을 지닌 지자체이며, 곡물 총생산의 37%, 고기 총생산의 15%, 유제품 생산의 

35%, 250개의 자동차 부속품 제조업체(지방 세원의 17% 차지), 10여개의 대학, 

300백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 유치를 보이고 있다.

2. 새로운 곡물 운송망 구축

아르헨티나의 라 리오하(La Rioja)주와 카타마르카(Catamarca)주는 칠레 아타

카마(Atacama)주와 안데스 산맥 너머의 칠레 태평양 연안의 3개의 항구 –

Chanaral, Caldera 및 Huasco를 연결함으로써 대서양과 태평양을 육로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운송 루트로 개척하고자 한다.3) 즉 아시아 시장과 미국 서

해안으로 향하는 수출 비용과 물류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2. 아르헨티나-칠레 그리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운송망

자료: valorsoja.com

3) valorsoja.com. 2019년 12월 1일 검색.



아르헨티나 농업 특성과 프로세스: 코르도바주를 중심으로

265

현재 아시아로 향하는 아르헨티나 수출은 선박으로 대서양을 건너 파나마 운하

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운송로인 태평양에서 선적하는 것보다 최대 20

일까지 연장되어 높은 비용과 지연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새로운 구축망을 위해서

는 아르헨티나 중북부의 Belgrano Cargas 철도 네트워크를 라 리오하와 카타마르

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인프라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

트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적극적인 공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다른 전략적 운송로는 파라나(Paraná)강과 파라과이(Paraguay)강의 수로를 

로사리오항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 수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경우 광물자원과 에너

지 자원뿐만 아니라 특히 농산물 수출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수혜국은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내륙의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그리고 인접한 브라질과 우루

과이까지 파라나-파라과이 수로의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 대형 선박의 이동을 

위해서는 준설작업이 가장 큰 과제다. 이 수로는 서쪽의 태평양 운송과 더불어 대

서양 운송을 균형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특히 코르도바는 태평양과 대서양 방

향으로 농산물 수출에 최적지로 부상할 수 있다. 

그림 3. 파라나강과 파라과이강 수로 운송로

벨그라노(Belgrano Cargas) 철도망은 대서양과 태평양 운송을 위한 전략적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벨그라노 철도망은 총길이 10,000km에 달하며, 모두 13개의 

주를 통과한다. 아울러 인접한 칠레, 볼리비아 및 파라과이와의 연계를 보이고 있

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며 내륙의 농산물을 코르도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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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르헨티나 농업 지도

로사리오항까지 운송하고 있는 핵심 노선이다.

그림 4. 벨그라노 철도망의 대서양과 태평양으로의 연계

3. 코르도바 농업부문 경쟁력 요인

코르도바의 뛰어난 지리적 입지는 농업부문 외에도 다양한 생산부문에서 경쟁

력을 보이고 있다: 축산업, 광업, 바이오연료, 식품가공업, 낙농업, 금속산업, 자

동차산업, 농기계, 항공산업, 가죽 및 신발제조

업, 목재산업, 의료장비산업, 약제산업, IT산업 

등이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부 내륙에 

위치한 코르도바는 곡물 생산과 축산업에 특화

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코르도바의 농축산업 부문 

경쟁력은 다음과 같다.

  - 국내 1위의 땅콩 생산지이면서 세계 1위의 

수출지

- 국내 옥수수 생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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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수수 생산 1위

  - 국내 대두 생산 2위

  - 국내 해바라기 생산 2위

  - 소고기 생산 3위

  - 돼지고기 생산 3위

  - 우유 생산 1위

  - 꿀 생산 1위, 세계 2위

농산물 생산 규모를 보면 우선 2018/19 영농시즌은 기록적인 생산을 보이고 있

다. 코르도바주 농업성 산하 농목공공정보통합시스템(Sistema Integrado de 

Información oficial Agropecuaria)에 따르면 코르도바는 곡물 생산 1위로 4,100

만 톤을 상회하는 곡물 수확을 기록하였다. 

땅콩은 1,060,002톤을 생산해 국내 생산의 90%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의 수출

을 기록하고 있다. 옥수수는 19,875,800톤으로 국내 생산의 38%를 차지한다. 수

수는 1.450.209톤으로 국내 생산의 72%, 대두는 15,885,860톤으로 국내 생산의 

40%를, 밀은 3,515,338톤으로 국내 2위의 생산지역과 국내 생산의 17.5%, 해바라

기는 57,265톤을 생산하였다.

곡물 외에 축산물 등의 2018/19 영농시즌에서 아르헨티나 내 코르도바가 차지

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 우유 생산 1위: 400만 리터 (국내 총생산량의 35% 점유)

  - 소고기 생산 3위(연 110만 두로 국내 총생산의 9% 점유)

  - 돼지고기 생산 3위(2018년 107,000톤 생산으로 국내 총생산의 18% 점유)

  - 꿀 64,000톤 생산(아르헨티나는 세계 2위 수출국이며, 코로도바는 국내 총

생산의 22% 점유 및 국내 최우수품질 등급 인증)

  - 식용유 전체 생산의 40% 점유. 아르헨티나는 세계 3위의 식용류 수출국이

다. 

  - 그 외에 아르헨티나는 올리브유를 40,000톤 수출하고 있는 세계 5위의 수

출국이다. 코르도바는 가장 우수한 식용유를 생산 및 수출하고 있다. 

코르도바주의 식품가공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코르도바에는 1,500개의 식품

업체가 존립하고 있으며, 코르도바의 농식품 수출의 주요 시장은 중국, 베네룩스3

국, 칠레, 인도, 브라질, 러시아, 미국, 앙골라, 베네수엘라 및 프랑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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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코르도바 주의 주요 농식품업체

이들 주요 식품가공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코르도바 주에서 활동하고 있

다: 

  - 높은 품질 생산 가능

  - 수요에 탄력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 구축

  - 우수한 식품가공 기술 존립

  - 지속가능한 투자 플랜 보유

  - 저장 설비 풍부

아르헨티나는 소고기 수출 또한 경쟁력을 지닌 국가다. 2018년 주요 수출 대상

국을 보면 중국을 선두로 러시아, 칠레,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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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아르헨티나 소고기 수출 주요 대상국

자료: IPCVA(아르헨티나 소고기수출진흥청), 2019.

소고기 수출에 있어서도 코르도바는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출을 위한 

36개 이상의 소고기 냉동설비와 24개의 돼지고기 냉동설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설비는 중국과 같이 새로 창출되는 대규모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한

다. 

로그로스(Logros) 냉동업체는 2019년 돼지열병으로 인한 중국의 수요 급증에 

대응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151% 증가하였다.4) 리오 세군도(Río 

Segundo)사는 11,015톤을 수출하였는데 이 중 72%인 8,012톤이 중국 수출이었

다. 대중국 수출의 큰 변화로는 그 동안 뼈없는 냉동 절단육만 수출하였지만 2019

년에는 뼈있는 절단육과 냉장육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낙농산업의 경우 코르도바에는 350개 낙농업체가 존립하고 있으며 일일 600만 

리터의 처리 능력을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유제품은 치즈, 우유 및 탈지분유 

등이다. 이러한 유제품은 국내 및 해외시장으로 판매된다. 2018년 아르헨티나는 

1,050만 리터를 생산하였다. 낙농업 역시 코르도바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어 2

위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4) https://www.lavoz.com.ar/temas/exportaciones-carne, 2019.12.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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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아르헨티나 낙농업 주별 분포도

양봉산업 면에서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꿀 생산국이다. 

특히 아르헨티나산 꿀은 우수한 품질과 낮은 국내 소비 습관으로 거의 전량 독일

과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주별 꿀 생산 비중을 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타

페, 코르도바 순이다. 코르도바는 약 5,000명의 양봉업자가 있으며 163,000만 개

의 벌통과 100개의 양봉처리장이 있다. 코르도바는 국내 생산량의 11%를 점유하

고 있으며, 연간 2,400톤을 생산한다.

그림 9. 주별 꿀 생산 분포도

        자료: http://www.sagpya.mecon.go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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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보면 아르헨티나의 축산업은 소 사육두수 면에서 브라질, 미국에 이어 

5,380만 두5)로 세계 3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코르도바의 축산업은 지역의 

가장 전통적인 경쟁력을 지닌 산업 중 하나다. 코르도바는 소 4,850,000두, 돼지 

414,000두, 산양 180,000두, 양 150,000두, 말 101,000두 등으로 국내 3위를 차

지하고 있다.6)

아르헨티나는 최근 2년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수입 수요 증가와 미-중간 무역전쟁 여파로 아르헨티나 소고기 수요가 중국과 러

시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에 기인한다.

그림 10. 아르헨티나 소고기(냉장, 냉동, 가공육) 수출국 분포도

자료: https://www.clarin.com/brandstudio/2019-ano-oportunidades-definiciones-carne-argentina_0_

iXe4w8I3e.html

5) USDA, 2019.

6) SENAS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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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곡물 운송 유통 동향과 FECOTAC

아르헨티나는 한국보다 면적이 약 30배 정도 크기에 유통부문 역시 중요하다. 

GDP나 1인당 GDP 그리고 경쟁력, 혁신, 수출규모, 제조품 생산 등의 각종 지표에

서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크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광대한 영토를 

기반으로 팜파스 대평원을 비롯한 내륙에서 농목업 및 가공식품 분야에 큰 기회를 

가지고 있어 투자 및 비즈니스를 창출하기에 아주 경쟁력있는 나라다. 아르헨티나

의 모든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지만 그 중 코르도바는 전국을 커버하는 운송망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철도는 코르도바를 허브로 해서 로사리오 곡물 수출항과 부

에노스아이레스항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르헨티나의 곡물 유통은 트럭과 철도 운송으로 구분된다. 현재 트럭 운송이 

95%, 철도 운송은 5%에 그치고 있다. 향후 철도 선로 및 궤도의 개선 및 확충으로 

화물 운송이 혁신될 것이다. 트럭 운송의 경우 향후 대형 트럭의 도입을 실현하고

자 한다. 대형트럭은 40~75 % 더 많은 화물을 운반 할 수 있으며 최대 35 %의 비

용 절감도 가능하다.7) 대형트럭(los bitrenes) 운송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높이 4.30미터, 길이 30.25미터의 차량 도입이 과제다. 철도는 향후 총 9,850km에 

달하는 철도화물 시스템에 88억 달러를 2030년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7

만 명 이상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도 발생한다. 2015년 철도 운송은 화물 열차는 

1,840 만 톤을 수송했으나 2031년에는 9,790만 톤 수송이 가능할 것이다.

물류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는 데 특히 기술의 발달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자

상거래는 연간 55%의 빠른 성장으로 스마트하게 물류를 원활하게 이끌고 있다. 앱

이나 기타 인터넷을 통한 주문 그리고 물류를 모니터링하면서 육상 및 해상 그리

고 항만의 물류 스마트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물류비용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서 브라질과 더불어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향후 물류비용의 절감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 물류 스마트화는 중요한 과제

로 인식하고 있다.

7) https://condorgroup.com.ar/como-sera-2019-para-el-transporte-y-la-logistica-en-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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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아르헨티나 철로 개량 및 철도 운송망 개선 계획

자료: Ministerio de Transporte.

그림 12.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물류 비용 

자료: Cá mara colombiana de infraestructura.

아르헨티나 농축산업 및 물류 그리고 운송의 중심지인 코르도바에는 FECOTAC

(코르도바 화물운송연맹)이라는 거대 화물운송연맹이 있다. FECOTAC은 전국적

으로 비즈니스 유니트가 80개가 있으며, 41년 동안 대표적인 화물운송을 상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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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용 트럭 수는 약 7,000대에 달하며 전국 망을 

커버하면서 곡물 수출항까지 연계하고 있다. 코르도바

는 2019년 약 3,200 만 톤의 곡물이 생산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어 이러한 곡물량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의 트럭까지 수배하여야 할 실정이다.8)

코르도바를 비롯한 아르헨티나는 곡물 생산에 큰 경

쟁력을 지니고 있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농업부문 – 

곡물, 축산업, 낙농 및 양봉 등-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8) https://tenemosnoticias.com/noticia/camiones-viajes-aumento-crdoba-664549/13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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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농업과 코르도바주의 농업1)

현황과 신정부의 정책 동향
최윤국(번역가)*

1. 농업과 지리적 환경 

아르헨티나는 농업에 있어 기회의 나라다. 그 중 코르도바주의 농업 부문의 개

황은 다음과 같다. 세계 1위의 땅콩 수출, 국내 1위의 수수 생산, 세계 5위의 대두 

생산, 국내 2위의 옥수수 생산, 국내 3위의 밀 생산, 세계 소 200두당 1두가 꼬르

도바 산, 국내 1위의 낙농 생산, 토양의 85%가 생산가능, 아르헨티나 총수출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코르도바는 운송트럭의 50% 제조, 꼬르도바 대지의 20%가 보호지역

으로 묶여 있다. 하나의 소금 바다(Mar Chiquita)가 위치해 있으며, 15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다. 또한 21개의 에너지 중앙처리시설(열, 수력, 원자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첫 위성기지 및 자급자족이 가능한 바이오디젤 첫 설비 보유 지

역이기도 하다. 

□ 아르헨티나 개관

국토 면적은 3.761.274 km2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 호주, 인도에 

이어 세계 8위에 위치한다. 인구는 약 4,470만명(2018년 추정치)이다. 행정구역은 

모두 24개로 구분되며, 23개의 지방자치주(provincias)와 행정부가 위치한 부에

노스아이레스 특별시(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로 구성되어 있다. 국

내총생산은 2018년 4,500억 달러이며,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다. 

* cochoi@hanmail.net

1) Sergio Daniel Ceballos는 아르헨티나 공학자로서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FECOTAC(코르

도바주화물운송연맹)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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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르헨티나의 행정구역(범례 순서대로)

1. 부에노스 아이레스 – 부에노스 아이레스 자치시,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2. 팜파스 –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와 코르도바 주의 대부분과 엔트레리오스주, 

산타페주, 라팜파주. 

3. 쿠요 – 멘도사주, 산후안주, 산루이스주. 

4. 북동부 - 코리엔테스주, 차코주, 포르모사주, 미시오네스주.

5. 북서부 – 카타마르카주, 후후이주, 라리오하주, 살타주, 산티아고 델 에스테

로주, 투쿠만주.

6. 파타고니아- 추부트주, 네우켄주, 리오네그로주, 산타크루스주, 티에라델푸

에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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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부문 생산 현황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주요 생산지역은 팜파스, 북동부와 북서부 지역이다. 

2019/20년 9월 현재 수출부분과 식품가공부문에 의해 구입된 누적 곡물구매량은 

약 2억 1천만톤에 달한다.

주요 곡물별 누적 구매량을 보면 옥수수(9,700만톤), 밀(5,900만톤) 및 대두

(5,100만톤) 순이다. 이 외에 해바라기 생산량은 20만톤에 달한다. 

  팜파스 지역                      북동부지역                     북서부지역

□ 작물별 생산 현황

○ 대두

수출부문과 가공부문에 의한 구매량은 

5,100만 톤이며, 이 중 1,200만톤은 원

자재 상태로 수출에, 3,800만톤은 가공

분야(스펠러, 대두유, 대두분)에 투입되

었다.

○ 옥수수

수출과 가공 부문의 곡물 구매량은 9,700만 톤에 달했으며, 수출업체는 원료로 

전량 투입하였으며, 10만톤 정도는 가공분야(식용류, 바이오연료)로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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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자 ‘농업파노라마2)’는 옥

수수 수확량은 전년대비 54.8% 증

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2. 아르헨티나 옥수수 단수 현황

아르헨티나의 2019년 옥수수 단수는 8900 kg/ha로 기록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

다. 미국의 수확량 11,000 kg/ha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브라질의 5,500 kg/ha는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적인 증가세는 영농과정에서의 기술(식재, 비료, 

제초제, "사일로 백"등)의 점진적인 확산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기록적인 

증가세가 지속되는 경우 충분한 저장시스템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2) 아르헨티나 곡물거래소(Bolsa de Cereales)는 ‘주간농업파노라마(PAS: Panorama Agrícola Semanal)’

을 발간하고 있다. 여기에는 밀,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 등 주요 작물의 파종 및 수확 동향에 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농업과 코르도바주의 농업 현황과 신정부의 정책 동향

293

○ 밀

수출과 가공 부문의 구매량은 

5,900만 톤에 이르며, 이중 대부분

은 수출 물량이며, 가공산업분야 구

매는 10만 톤 미만이다. 9월 26일 

자 ‘주간농업파노라마’에 의하면 

2019-2020 영농시즌 밀 파종은 종

료되었으며, 총 파종 면적은 7백만 

헥타르에 달한다. 다만 가뭄으로 인

해 재배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3)

○ 해바라기 

수출 및 가공부문의 구매

량은 20만 톤을 상회하며, 

전량 가공산업분야에서 소

비되고 있다. 9월 26일 자 

‘농업파노라마’ 보고서에 의

하면, 2019-20 현재 약 165

만 헥타르의 33.5%에 해당

하는 농경지에서 해바라기 

파종이 종료된 상태다. 

○ 땅콩

2019년 땅콩의 생산량은 약 98만 톤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규모다. 기름 가공용, 국내 소비 및 종자 보존용을 제외한 수출량은 약 66

만 톤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분량이다.4) 수출가격은 FOB 1,000 달러/톤에 상

당한다.

아르헨티나의 땅콩 수출이 증가한 이유는 다른 생산 국가의 생산 감소와 러시

아, 알제리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시장 수요가 대폭 증가한데에 기인한다. 

3) 전체 농경지의 22.5%의 농경지가 가뭄 상태로 추정된다. 

4) Cámara Argentina del Maní, http://www.camaradelmani.org.ar/espanol/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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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생산 동향의 특징으로는 식부면

적과 수확면적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

이다. 이는 땅콩의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

고 있다는 의미다. 단수는 기복이 있는 

편이며 생산량 중 수출의 비중이 68%로 

높다는 것이다.

표 1. 아르헨티나 땅콩 수급 

○ 수확시기

작물별 수확시기를 보면 옥수수는 2월에 1차 수확, 5월에 2차 수확을 하며, 대

두는 4~5월, 땅콩은 6~7월, 밀은 12월이다. 이렇게 수확된 작물의 수출 과정과 

특성을 보면 아르헨티나 곡물 매수 과정은 서구의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 

매수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며, 공급자는 가격을 정한 다음 매수

자가 가격에 동의하면 계약이 성사되고 수출이 이루어진다. 매수과정의 곡물 가격

은 시카고 국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농장에서 수출항까지의 운송비용을 

추가하면 된다. 

운송물류 시스템을 보면 생산자 또는 전문수매업자(acopiador) 내지 업체로부터 

구매를 하고 트럭이나 철도를 이용해 지역단위농협(Asociación de Cooperativas 

Argentinas)으로 운송 또는 바로 대형 농협을 통해 수출항으로 운송된다. 수출회사

와 곡물 매수가 이루어질 경우 제 3자의 개입 없이 수출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아

르헨티나 최대 농산물 생산주인 코르도바주의 생산물 경우 FECOTAC(코르도바화

물운송연맹)을 통해 수출항까지 또는 지역단위농협까지 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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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물류 운송 시스템

수출절차는 모든 농식품 수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그 밖의 특정 생산물과 

부산물의 수출은 그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적용된다. 아르헨티나 내 벤더는 전국 

농식품 조직망 (RUCA: Registro Ú nico de la Cadena Agroalimentaria)에 가입

해야 한다. 수출업자는 일련의 서류를 작성하여 특정 시장에 곡물 수출 허가를 받

아야 하는 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견적송장(Factura Proforma: 거래 조건 및 세부적인 스펙 명시)

  ② 원산지증명(Certificado de Origen: 수출지 원산지를 증명)

  ③ B/L(Conocimiento de Embarque: 해상 운송 시 사용되며, 화물의 소유권

을 대신함)

  ④ 상업장(Factura Comercial: 수출업자가 발행하며 알파벳 대문자 E를 표

기해야 함)

  ⑤ 화물 송장(Hoja de Ruta: 육상 운송 시 사용되며, 출발지 통관까지 이동 

지역 명시)

  ⑥ 국제 화물 신고서(Manifiesto Internacional de cargas: 육상 운송 시에 

필요하며, 수출상품의 운송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⑦ Multinota AFIP(세관 통관을 위해 대행업자가 작성하는 신고서)

  ⑧ 운송 서류 CMR(Carta de Porte: 육상 화물의 경우에 해상 B/L과 같은 기

능을 하는 서류로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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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항공 화물 운송장 Guía Aérea(Air Waybill: 항공 운송에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며, 해상 화물의 B/L에 해당함)

  ⑩ PACKING LIST(물품 내용, 총중량 및 순중량 등을 기재) 

  ⑪ 끝으로 벤더는 외국으로 판매 확인서(DJVE: Declaraciones Juradas de 

Ventas al Exterior)를 제출해야 한다. 

그림 4. 벨그라노 철로망을 통한 운송 시스템

아르헨티나 교통부의 기차인프라국은 벨그라노 까르가스(Belgrano Cargas)노

선의 낙후된 철로 600km를 교체함으로써 북부 생산지역을 철로로 아르헨티나 최

대 곡물수출항인 로사리오(Rosario)까지 빠르고 안전하고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수혜 지역으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인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주5)와 차코 주를 비롯

해 가장 비옥한 토양을 보유하고 있는 산타 페 주다. 

5)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낙후된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주에는 한국의 국유지인 얏타마우카(Llajta Mauca) 

농장이 있다. 한국 정부는 1962년 해외이주법 공포로 인구 증가와 식량부족에 대한 대비 그리고 해

외영농개척을 위해 파라과이(1,500 ha)를 시작으로 1978년 아르헨티나(20,894 ha) 그리고 1980년 칠

레(185 ha)에 토지를 매입하여 농업이민을 전개하였다. 얏타마우카 농장은 당시 211만 5천 달러(약 

10억 / 당시 환율 484원 기준)에 매입하였는데, 건조한 기후, 염분 토양, 주변 인프라 부족 등으로 

농지로의 활용이 지금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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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벨그라노 철로망과 지역 연계 시스템

Belgrano Cargas는 아르헨

티나 철도 노선 중 가장 중요

한 노선이다. 무려 13개 주

(Buenos Aires, Santa Fe, 

Córdoba, Mendoza, Santiago 

del Estero, San Juan, La Rioja, 

Catamarca, Tucumán, Chaco, 

Formosa, Salta 및 Jujuy)를 연

계하고 있는 총 길이가 

10,841km에 달한다. 향후 국토가 넓어 기차 인프라 및 육상 인프라에 중국 등 외

국인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사리오 항은 2018년 아르헨티나의 곡물 출하량의 약 70%를 소화하고 있다. 

선적 농산물 중 옥수수가 약 50%를 점유한다. Great Rosary 항만 터미널 중에서

도 남부항만 터미널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ADM의 Agro Arroyo Seco, 포트 서비

스 유닛 VI 및 VII 및 카길의 푼타 앨 베어(Punta Alvear)다. 로사리오항의 곡물 

가격 동향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0월 옥수수는 US$ 156/톤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체로 상반기가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다. 

표 2. 로사리오항에서의 곡물관련 가격 동향

보기: soja 대두, maíz 옥수수, harina de soja 대두분, aceite de soja 대두유, aceite de girasol 해바라기유, 

trigo 11.5% 밀

자료: verdatosargent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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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신정부의 정책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신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수입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

명하는 한편 수출증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

고 있다. 수입규제 완화를 통해 석유 및 가스 

분야의 프로젝트 실행을 추구하고자 한다. 한

편 농업부문의 수출세 관련해서는 당분간 기존

의 정책을 유지한다고 표명하였다. 근본적으로 농업부문에 이롭지 않은 세금이라 

폐지해야 하지만, 즉각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전 마끄리 정부

가 물려준 재정 문제로 인해 당장 세수 유지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중단하거나 감축

해 나가야 할지 지켜보아야 한다. 어쨌든 매우 부정적인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 수

출을 억제하면서 발전한 나라는 없다. 매우 불합리한 세금이다.” 한편 코르도바에

서는 “농촌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농기업들과 상생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지중해

재단6)과의 오찬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1차 산업 생산에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업자와 수출업자들은 생산과 수출에 따르는 규제 완화를 원하

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자가 제안한 기아 대책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

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통령 알베르또 페르난데스는 유세 기간 중 수출세 부활에 

대한 언질을 주지 않을 정도로 ‘農心’을 건드리지 않았다. 농민들과 농기업 역시 

“Hay que desensillar hasta que aclare(모든 것이 명백해 질 때 까지 연장을 잡

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신정부의 향후 정책을 지켜보고 있다. 농산물 수출세를 

제외하고 다른 세원이 있을 까? 라는 세간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6) ‘지중해재단(Fundación Mediterránea)’은 1977 년 7 월 6 일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주의 34개 회사의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시민단체다. 설립 목적은 아르헨티나 경제연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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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번역가)*7)

▮Brazil maize demand to jump in 2020, sharp drop in exports 

likely

2020년 브라질 옥수수 국내 수요 증가로 수출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 

네덜란드계 은행 라보뱅크(Rabo bank)는 브라질이 2020년에 자국 내 옥수수 

수요가 6%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옥수수 에탄올 생산량이 증

가하고, 축산업계에서 곡물로 만든 가축 사료를 구매하기 때문이라고 은행은 설명

하였다.

라보뱅크의 곡물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전망에 따라 세계 최고 옥수수 수출

국 중 하나인 브라질에서는 내년에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미국

과 다른 수출 경쟁자들에게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몇몇 프로젝트가 생산을 시작하면서, 2020년에는 옥수수 에탄올 생산 

업체들은 250만 톤 이상의 옥수수를 요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브라질의 옥수수 

총 수요는 약 6천8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농업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라보뱅크는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물량을 2019년 기

록을 세웠던 4천만 톤에서 내년에는 3천만 톤 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보뱅크의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 브라질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농민들

의 선도 판매(Forward Sales)가 증가하였다.

또한, 분석가는 옥수수 선도 판매량이 최근 몇 년 동안 이맘때 수준을 상회한다

고 전했다.

그리고 브라질의 주요 곡물인 이모작 옥수수 경작 면적은 2019년 1,250만 ha에

서 2020년에는 1,340만 ha(3,310만 에이커)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2019-20년 브라질 곡물 시즌에 총 옥수수 재배 면적(첫 번째 및 두 번째 작물)

* sujung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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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840만 ha로 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생산량은 전 시즌과 비슷하게 

1억 톤을 다시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2019.11.28).

▮US maize harvest moving at snail’s pace

미국 옥수수 수확은 느린 속도로 진행 중

미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중서부 지역에서 옥수수 수확 속도가 평균보다 훨씬 뒤

처진 반면, 대두 작물의 수확 진행 상황은 평균에 가깝다고 한다.

美 농무부(USDA)는 최근 발간한 곡물작황보고서(Crop Progress Report)를 통

해, 곡물 생산 주요 지역인 18개 주에서 옥수수 수확 진행률은 11월 24일 기준 

84%로, 1주일 전 76%에서 상승한 것으로 밝혔다. 이는 1년 전 93%, 5년 평균인 

96%보다 현저히 뒤떨어진 것이다.

파종이 늦어지면서 수확 역시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눈이 많이 내렸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많은 강과 지류가 범람하면서 밭이 마르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작물을 늦게 심는 것은 작물의 성숙이 늦춰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더 많은 

비가 내렸다. 미국 중북부의 노스다코타주와 주변 일부 지역은 악천후로 인해 지

난 9월 평균 강우량의 6배가 되었다.

밭이 아직 완전히 마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확을 위한 농기계가 밭에 진입

하는데 제한적이다. 날씨가 습할 때에는 수확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수확 진행이 가장 늦어진 곳은 노스다코타주였다. 노스다코타주의 옥수수 수확 

진행률은 11월 24일 기준으로 30%에 머물렀다. 작년에는 동기 간에 79%였으며, 

2014-18년 평균은 91%였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미국 옥수수의 주산지를 일컫는 콘벨트 지역의 수확 진행률을 보면, 11월 24일 

기준으로 아이오와주는 86% (전년도 95%, 평균 97%), 일리노이주는 88% (전년도 

100%, 평균 99%), 인디애나주 89% (전년도 95%, 평균 95%), 오하이오주 83% (전

년도 85%, 평균 91%), 미시간주 56% (전년도 81%, 평균 83%), 위스콘신주 57% 

(전년도 87%, 평균 85%), 미네소타주는 86% (전년도 96%, 평균 97%)였다. 

그리고 사우스다코타주는 68% (전년도 89%, 평균 96%), 네브래스카주는 93% 

(전년도 93%, 평균 96%), 캔자스주 97%(전년도 94%, 평균 98%), 콜로라도주 

96% (전년도 96%, 평균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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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주 디모인(Des Moines)에 위치한 美 농무부의 중서부 지역 현장 사무

소에 따르면, 10월 말 아이오와에서 가을 폭풍이 지나간 후 비와 눈이 녹으면서 현

장 작업이 제한적이었다고 한다.

옥수수 작물은 필요한 것보다 수분 함량이 높아지면서 손상을 입었고, 후에 작

물을 말리는 데 사용한 프로판(propane) 가용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아이오

와주에서 수확하는 옥수수의 수분 함량은 평균 19%라고 USDA는 밝혔다.

USDA는 곡물 작황 보고서를 통해 비와 눈으로 수확이 지연되고 있지만, 2019

년 대두 작물 수확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18개 주요 대두 

생산 지역에서 11월 24 기준 94%의 수확 진행률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

슷하지만, 2014-18년 평균인 97%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대두 주요 재배지인 노스다코타주에서의 대두 수확은 89%에 이르렀다. 최근 5

년 평균 99%와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미네소타주는 98% (5년 평균 100%), 사우

스다코타주 99% (5년 평균 100%), 아이오와주 97% (5년 평균 99%), 일리노이주 

95% (5년 평균 100%), 인디애나주 94% (5년 평균 97%), 오하이오주 93% (5년 평

균 97%)로 나타났다.

네브래스카주에서의 대두 수확은 완료되었다(2019.11.27).

▮Maize pre-harvest sales in Argentina hit record high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 수확 전 판매량이 사상 최고 기록

아르헨티나 농업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20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 수확 전 판매량은 1,260만 톤을 기록하면서, 최근 3년 평균 판매량의 3배

에 달한다.

새로 취임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대통령 정부가 농산물 

수출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 전에 농민들은 농산물을 판매하길 원한다고 분석가

들은 전했다.

12월 10일 취임할 예정인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침체된 아르헨티나 경제를 정상

으로 되돌리고자, 달러 수익을 내기 위하여 농산품 수출에 세금을 늘릴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목요일 환율 기준으로 옥수수 수출에 약 7%

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Buenos Aires Grain Exchange, BAGE)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346

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옥수수 파종 면적은 총 280만 ha로, 2019-20

년 예상 면적인 640만 ha(1,580만 에이커)의 44.3%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옥수수 파종 면적은 210만 ha에 달했으며, 2018-19년 아르헨티

나에서 옥수수 파종 면적은 630만 ha로 추정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보통 9-10월에 전기작 옥수수를 파종하고, 4-5월에 수확하

는 반면, 2기작 옥수수 작물은 주로 12월 초에서 1월 사이에 심고, 6-7월에 수확

한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전기작 옥수수는 대략 50% 정도

이고, 나머지가 후기작 파종이라고 한다.

USDA 산하 해외농업서비스(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는 2020년 3

월에서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2019-20년에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을 5천

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19년 추정치인 5천1백만 톤보다는 낮다.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옥수수 수

출국이다.

USDA 보고서는 아르헨티나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290만 

톤의 옥수수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 했었고, 2019년 10월에서 2020년 9월에는 

3,350만 톤을 수출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2019.11.23).

▮Canada’s wetness-plagued harvest may not be completed until 

spring

캐나다 습한 기후 때문에 봄 이전에 곡물 수확 완료 어려워

캐나다는 습한 기후로 인해 곡물 수확은 내년이 되어야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

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리고 생산량 예측을 앞두고 하향 조정과 2018년보다 작

물의 품질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캐나다 농업식품부(AAFC)는 캐나다 농작물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평원 

지대에서 양호한 기상 조건으로 수확 완료를 촉진하지 않는 한, 작물 일부는 봄까

지 수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는 9월부터 대평원 지역에 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달 초 폭설로 인해 많은 차질이 발생하면서 나왔다. 

그리고 농업식품부는 캐나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연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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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달 초 현재까지 카놀라 농작물의 16% 정도가 수확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했다. 

지역 데이터에 따르면, 서스캐처원주의 최근 수치는 10월 말 기준 88% 정도 완

료된 것으로 보이며, 앨버타주는 11월 12일 기준 카놀라는 83%로 보인다.

지난해 앨버타주 농작물 수확은 10월 말 92%로 최신 진행 데이터는 보고했다. 

AAFC는 생산량 전망치를 향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12월 6일 캐

나다 통계 보고서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보리의 경우, 대평원에서 수확되지 않은 지역과 11월에도 계속되는 춥고 

습한 날씨를 고려하면, 보리 수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공식적인 

생산 추정치는 예상했던 것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옥수수의 경우, 11월에 캐나다 동부와 서부 지역에 더 많은 비와 눈이 내

릴 것으로 예보되었다. 캐나다 옥수수 생산량은 AAFC 데이터를 기초로 한 캐나다 

통계청의 9월 추정치보다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귀리는 대평원에서 수확되지 않은 지역을 계산했을 경우와 나머지 수확철 

동안 계속되는 추위와 비로 인해 2019-20년 생산량은 통계청이 전망한 9월 생산

량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업식품부는 전했다.

AAFC는 나중에 수확하고 날씨로 피해를 입은 작물을 포함해 사양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일부 상품 중 특히 곡물의 품질은 작년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하

였다.

일찍 수확한 보리 작물의 품질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지만, 나중에 수확하게 

되는 작물의 품질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놀라 역시 나중에 수확한 작물의 샘플이 제출되면서 품질이 낮아질 것으로 예

상했다. 반면, 귀리는 품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농업식품부는 경고하

였다.

그리고 농업식품부는 밀 품질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미국 농무부(USDA)

의 오타와 사무국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곡물의 수확 지연과 습기, 서리가 결합

하면서 앨버타주 북부와 중부, 서스캐처원주에서 곡물 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0월 이후에 수확한 농작물에 대해 상당히 품질 저하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

다. 하그버그 폴링 넘버(Hagberg Falling Number, HFN)가 줄어들고, 곰팡이 문

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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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에서는 9월에 일부 밀과 보리가 싹이 틔우기 시작했고, 앨버타주에

서도 싹이 돋아난 알맹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오타와 사무국은 특히 봄 밀에 상당한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캐나다 모든 밀 수확량은 전년 대비 20만 톤 줄어든 3,200만 

톤으로 집계했으며, USDA의 공식 추정치인 3,300만톤보다는 낮다.

또한 품질에도 문제가 있어, 사무국은 2019-20년(캐나다 기준 7월 말) 캐나다

산 밀 수출 전망에 대하여 미국 농무부의 공식 전망치보다 230만 톤 낮은 2,220만 

톤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캐나다의 2018-19년 밀 출하량은 2,441만 톤이었다고 보고하면서, 낮은 등급 

밀의 품질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마케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품질 저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No. 3 밀 또는 그 이하 등급 밀의 품질 

저하로 출하량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다.

AAFC는 수확량을 3,249만 톤으로 예상하고, 2019-20년 모든 밀 수출량은 

2,3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2019.11.21).

▮Algeria plans sharp cut in wheat purchases to curb import bill

알제리는 수입 법안을 막고자 밀 구매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는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대중들의 시위에 직면하면서 값

비싼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빵가격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해 밀 수입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18척의 선박이 라고스(Lagos) 항구에 도착해 석유제품과 식료품 등 화물을 하

역 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성명을 통해, 연질 소맥 수입량을 연간 620만 톤에서 400만 톤

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화를 보존하고, 곡물 중에서 

특히 연질 밀 수입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수입 한도는 정부의 국내 연질 밀 시장의 실제 수요 추정치인 4백만 톤을 반영

하였다. 변경 사항은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알제리는 세계 최대 밀 구매국 중 하나로, 대부분의 공급을 프랑스로부터 조달 

받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듀럼 밀가루와 세몰리나를 포함하여 밀 수입에 약 30

억 달러를 소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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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4년 유가 하락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수입 감소를 시도하고 있다.

알제리는 올해 전국 대규모 시위로 인해 장기 집권한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알

제리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었고, 부패 척결을 목표로 하는 임시 정부가 들어섰다.

곡물 거래상들은 수입 한도가 올해 다른 조치들과 함께 한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정부는 부패 조사 후 정부 곡물 사무국(OAIC) 국장을 해임하였으며, 

500여 개의 제분소 중 일부를 폐쇄하였다. 그리고 45개 제분소가 문을 닫은 후 

300개가 넘는 공장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농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OAIC는 통상적으로 매달 입찰을 유지하던 관행을 깨고 10월에 밀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남용과 관리 소홀을 억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 유럽 무역

상은 전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자국 내 밀 생산량이 낮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빵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밀 수입을 대폭 줄이는 알제리 정부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OAIC는 수요일(현지 시간)에 연질 밀 수입 입찰을 실시했으며, 물류비용을 포

함해 톤당 $223-224에 50만 톤의 물량을 사들였다고 상인들은 보고했다

(2019.11.21).

▮Zimbabwe craps import controls on maize, wheat flour after 

drought

짐바브웨 가뭄 이후 옥수수와 밀가루 수입 규제 철폐

짐바브웨는 심각한 가뭄으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옥수수와 밀가루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해제했다고 목요일 밝혔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으로 가장 큰 수력 발전 댐의 수위가 낮아져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짐바브웨 인구 절반 이상이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

다.

정통부 장관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제 누구나 옥수수와 옥수수가루, 밀가루를 수

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역시 없애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로 들여올 수 있

게 되었다. 장관 대행은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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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업체들은 더 이상 곡물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던 가격으로 곡물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 전했고, 이는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재무부 장관은 지난주 예산 연설에서 이 보조금은 1월에 종료될 것이라고 전했

는데, 이 같은 발언으로 빈곤한 시민들이 또 한 번 가격 인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

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은 “정부는 기본적인 식료품에 대한 선별적인 보조 메커니즘

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취약 가정과 대부분의 시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대비책”

이라고 말했다.

에머슨 음난가와나(Emmerson Mnangagwa) 짐바브웨 대통령은 올해 연료와 

전기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화폐를 개혁해 새 화폐 도입

을 추진하였다.

음난가와나 대통령은 개혁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짐바브웨는 견실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짐바브웨가 곡물 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옥수수 약 80만 톤 이상이 필요

하다고 전했다(2019.11.21).

▮China barley dumping impasse to continue until May

중국 보리 덤핑 교착상태 5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중국 정부는 호주가 중국에 보리를 덤핑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호주의 보리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중국으로의 판매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반덤핑 조사 결과는 이달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중국 정부는 세계

무역기구(WTO) 조항을 근거로 처음 12개월에서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발의하였다. 현재 최종 보고는 5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중국의 결정에 의해, 호주 농민들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 호주에서 수확 직후에 몇 달 동안은 결과 예측이 어려워졌다.

호주는 여전히 중국에 보리를 수출할 수는 있지만, 중국 정부가 잠정세율이나 

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은 판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호주곡물청, 호주곡물생산업체, 곡물생산자협회 등 곡물 산업 단체들은 보리 판

매자들에게 향후 몇 달 동안 불확실성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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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구매 의도와 관련하여 명확성이 부족해 보

리 가격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수 시장의 수요 강세로 수출 바이어가 부족한 점을 일부 채워주고 있

다. 

Geo Commodities의 브래드 나이트 관리 책임자에 따르면, 주로 호주 남동부에 

위치한 그의 고객들은 수확이 시작되었거나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현재 중국과의 

어려움은 장기적으로는 재배자들에게 중요하지만, 중국의 조사 연장은 주요 우려

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곡물이 분명히 있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고, 잘하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작물 작황으로 항상 좋은 수확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밭에 들어

가기 전까지 농민들은 건조한 봄에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고 다소 우려했다.

또한 이제는 곡물에서 물류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으며, 충분한 농장 내 저장시설

을 갖춘 농가는 적을 것으로 보이면서 일부는 시스템과 충돌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래드 나이트 관리 책임자는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일부는 판매 가격이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시장 출하를 미루고 물량을 저장해 둘 것이

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중국은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면서, 호주 판매자들이 국내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호주 곡물 업계는 항상 덤핑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농민들에게 잠정적인 

수입관세나 관세 부과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할 것을 경고하였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농민들이 내년을 위한 순환 선택을 할 때 시장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

했다.

호주 곡물 업계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중국의 조사권을 인정하

였다.

호주 동부 해안지역이 곡물 내수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저렴한 서호주 곡물

의 동부지역으로의 운송이 지연되고 있다. 운송은 12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에 대해 책임자는 빅토리아주에 수출 가능한 보리의 잉여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

였다.

그리고 벌크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컨테이너로 수출되는 것은 확실하

다고 전했다(2019.11.20).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352

▮South Africa’s maize crop bounces back, driving exports

남아프리카공화국 옥수수 반등으로 수출 촉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옥수수 작물은 우호적인 날씨와 옥수수 가격 상승 덕분에 

올해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가뭄으로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

은 후, 남아공은 다시 곡창지대 역할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아공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AFF) 산하 작물예측위원회(Crop Estimates Committe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

면, 옥수수를 파종한 상업 지역은 전년 대비 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GRO Intelligence의 추정에 따르면, 이는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마케

팅 연도에는 보통 수준인 약 1백만에서 2백만 톤의 순 옥수수 수출로 이어질 것이

라고 한다. 현재 마케팅 연도의 순 수출은 412,000톤이다.

지난해 가뭄 발생과 낮은 가용 공급량으로 옥수수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올해에는 농민들이 더 많은 작물을 심게 되었다.

10월 31일 기준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Johannesburg Stock Exchange)에

서 노란 옥수수(Yellow maize) 선물 가격은 전년 대비 14% 올랐다. 

지난 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옥수수를 수입하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519,000톤의 노란 옥수수를 수입했고, 남아공은 인근 

국가에 873,000톤의 흰색 옥수수(White maize)와 노란 옥수수를 수출하였다. 노

란 옥수수는 주로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된다.

미국 해양대기국(NOAA) 국립환경예측센터(NCEP)에서 생산하는 국제기상예측

시스템(Global Forecast System)의 현재 15일 간 기상예보에 따르면, 2019년 10

월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슷하게 건조한 날씨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 음푸말랑가(Mpumalanga), 프리스테이트(Free 

State), 노스웨스트(North-West) 등 주요 옥수수 재배 지역은 평균보다 약간 높

은 강우량을 보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최적의 옥수수 재배 날짜는 중부와 동부 지역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이

며, 서부 지역은 11월 중순에서 12월 말까지다.

5월 1일부터 시작된 현재 2108/19 시즌의 수출 속도에 관해 GRO Intelligence

가 분석한 결과, 지난 시즌과 비교하여 이번 시즌 현재까지는 USDA의 현재 전망

치인 1백만 톤보다 다소 높은 112만 5천 톤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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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RO는 수입을 713,000톤으로 예상했고, USDA는 60만 톤으로 추정하였

다.

그리고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2019/20년 마케팅 연도에 대한 조기 전망에 따

르면, 남아공은 정상적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가정한다면, 풍작 속에 더 큰 수출

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USDA 산하 해외농업서비스(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의 남아공 포

스트는 현재 GRO의 단수 추세 분석보다 약 7% 낮을 것이라고 단수를 추정하였다.

GRO는 지난 수십 년간 선형 회귀 모형(Linear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

고, 1,330만 톤의 생산량을 분석하였다.

USDA의 세계곡물수급전망(WASDE) 보고서는 1,400만 톤으로 예상해 약간 높

은 편이다.

남아공 기상청의 최신 계절별 기후 감시 예보는 11월부터 1월까지 동부 지역에

서 평균보다 낮은 강우량을, 서부와 중부 지역은 평균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2019.11.20).

▮Strategies Grains trims EU wheat area outlook, raises barley 

after wet spell

Strategies Grains, 궂은 날씨 이후 EU 밀 재배면적 줄고, 보리 

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 

유럽 곡물시장 전략연구소인 Strategie Grains는 서부 유럽연합(EU)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 현장 작업이 중단되면서, 내년 유럽연합의 연질 밀(Soft wheat) 재배 

면적 추정치를 줄였다.

월간 보고서를 통해 연구소는 EU의 2020년 연질 밀 재배 면적은 2,370만 헥타

르가 될 것으로 집계하였다. 이는 10월 초기 전망보다 약 20만 헥타르 감소한 것

으로, 올해 수확된 것으로 예상되는 2,380만 헥타르보다 낮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습한 날씨로 겨울 작물 조파가 지연되었다. 농민들이 침수된 

밭에 파종을 할 수 없어 재배 면적이 줄어든 것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그리고 연구소는 지난달 첫 파종 전망 보고서에서 밀 경작지는 안정적으로 평가

하였고, 겨울 보리와 봄보리는 각각 3%, 4% 감소하고, 옥수수는 2% 증가할 것으

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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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분석가들은 지난달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겨울을 앞두고 밀과 보리 

파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Strategie Grains는 습한 토지 상황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겨울 보리 파종

에 대한 기대치가 비슷하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독일에서 겨울 보리 파종이 성공적이었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는 일부 농민들이 겨울 보리에서 봄보리로 변경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내년 

유럽연합의 보리 재배 면적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다.

EU의 2020년 총 보리 파종 면적에 대한 전망은 20만 ha 증가한 1,200만 ha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여전히 올해 1,220만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Strategie Grains는 2020년에 옥수수에 대한 전망을 약간 낮췄지만, 올

해와 비교해 2% 증가한 880만 ha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장기적인 수율 추세에 근거해 2020년 잠정적인 첫 번째 생산량 추정치를 통해 

연구소는 연질 밀 생산량은 1억 4,230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보았다. 올해 연질 

밀 생산량은 1억 4,550만 톤에 달했다.

유럽연합의 보리 생산량은 총 5,960만 톤으로 올해 6,1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옥수수 생산량은 현재 2019년 6,350만 톤으로 수확이 진행 중이고, 

6,48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2019.11.18).

▮US wheat exports seen expanding into Brazil

미국산 밀 對브라질 수출 증가될 것으로 전망

아르헨티나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가 대통령으로 취임 

되면서,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제품

보다 미국산 농산품에 유리한 조치를 취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는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Cristina Kirchner) 

전 대통령으로, 2015년까지 매우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유지했었다.

최근에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산 밀 75만 톤에 대해 무관세로 들여오

는 것을 허용하였다.

4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관세동맹인 Mercosur(남미공동

시장)에 속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비관세-무제한 쿼터로 브라질에 7백만 톤 

이상의 밀을 수출하는 최대 밀 공급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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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브라질의 북동부 지역 항구들은 주요 밀 수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곳 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아르헨티나산 밀 가격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미국산 밀

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

모든 브라질 북동부 지역 항구와 브라질에서 가장 활발하게 곡물 운송이 이루어

지는 산토스 항구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아르헨티나산 밀은 미국산 밀보다 톤당 

$150-300 낮다.

브라질 파라나주의 주도인 쿠리치바(Curitiba) 시에 소재한 Trigo & Farinhas 

컨설턴트 사장은 아르헨티나산 밀 가격은 매력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기적으로 볼 때 브라질이 미국산 밀을 선호하는 다른 요인도 있다.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행정부는 이전에 곡물 수출 관세를 올리면서 경쟁력을 떨

어뜨리고, 이웃 국가에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한 적이 있었다. 

브라질에서 미국산 밀 수입량이 가장 많았던 적은 2013년이었는데, 이때 브라

질의 총 밀 수입량인 720만 톤 가운데 미국산 밀은 340만 톤을 차지했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Global Commodity Analytics의 곡물 분석가인 마

이크 주졸로는 브라질에 미국산 밀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점에 동

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분석가는 “경질 적색 동계소맥 (Hard red winter wheat, HRW)이 남아

메리카산 밀보다 경쟁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HRW 

선물은 2012년 옥수수 가뭄 (8월 말 약 20¢로, 최근 50¢로 반등) 이후 옥수수 선물 

가격에 대해 최소 프리미엄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 강세 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농민들은 옥수수 

물량을 보유하길 원한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길 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소맥협회(U.S. Wheat Associates)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브라질은 밀

의 품질에 중점을 두는 시장으로, 브라질의 제분업체들은 미국산 밀이 고객의 요

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회장은 저율관세할당(TRQ)을 부과하면 관련 제분 업자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밀

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계속 보장될 수 있고, 동시에 보다 일관성 있게 미

국 밀 등급에 대한 접근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우리 미국은 이 기회를 환영한다

고 전했다(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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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이충식(국제엔지오, “WTIT-타지키스탄” 프로그램 담당자)*1)

1. 미국

▮ 2019년 11월

11월 중순(11월 10일~11월 16일), 평원 북부, 중서부, 남부의 중앙 지역에 먼저 

내렸던 눈이 한바탕 일어난 찬 공기에 더해졌다. 옥수수 벨트에서는 이 눈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옥수수와 콩의 수확기에 곤란을 더욱 가중시켰고, 일부 

밭에는 젖은 흙 때문만이 아니라 낟알이나 기름 종자의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도 

여전히 수확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 주 따뜻해지는 추세였지만 중앙 

텍사스에서부터 미네소타까지 이어지는 선을 따라 그리고 동쪽에 있는 많은 지역

들에서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10°F 이상 낮았다. 중서부 일부에서의 평균 수치는 

평년보다 15°F 이상 낮았고 심한 결빙이 11월 10일 현재 47%가 수확된 루이지애나

의 사탕수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 대분지, 사막 남서부 

(미국 남서부)의 많은 곳들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F 높았다. 주말에는 최

남동부 지역(Deep South)에 걸쳐 있던 폭풍전선이 멕시코만 서부와 중부 지역에 

소나기를 내려주었는데 대서양 연안을 따라 남부 근처에 강한 비와 강풍을 일으켰

다. 남동쪽에 내린 비는 야외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정지시켰지만, 초가을 가뭄의 

영향을 더욱 완화시켜주었다. 태평양 북서부에서는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렸는

데,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평원 남쪽 절반에 이르는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은 날씨가 

건조하여 가을 야외 작업에 유리했다. 하지만 남서부와 고원 일부를 가로질러 계

속해서 가뭄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서, 방목지, 목초지, 가을에 파종한 일부 소곡류

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 leecs24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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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6(No.47), November. 19. 2019.

11월 중하순(11월 17일~11월 23일), 남서부에서 2019년 봄 이후로 가장 영향력 

있는 폭풍이 대분지 남부와 포 코너스 주들의 일부에 가뭄을 완화시켜주는 비를 

내려주었다. 호우가 남캘리포니아에도 내렸다. 한편, 태평양 북서부에서부터 로키 

북부까지는 대체로 가벼운 비가 내렸다. 서부에서 폭풍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계속 높았다. 게다가 평원 전역은 11월 중순 한바탕 추위가 닥친 후에 평

년보다 높은 기온 (많은 지역에서 평년보다 5-10°F 이상)이 다시 돌아왔다. 먼 동

쪽은 다시 한 회전의 비가 내려서, 남동부에 잔존했던 가뭄 포켓을 완화시키거나 

완전히 없앴다. 남동부 내륙에 걸쳐서 총 1∼2인치 또는 그 이상으로 내렸던 비 때

문에 야외 작업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초지, 겨울 곡류, 피복 작물들에게 유익했

다. 강우 이후에 추운 조건들이 따라오면서, 동부의 어떤 위치에서는 주간 평균 기

온이 평년보다 5°F 이상 낮아졌다. 반면에 남텍사스와 북캘리포니아에서부터 평

원 북부까지를 포함하는 여러 지역들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그 

밖에 중서부는 계속된 강우기로 인해서 옥수수와 콩의 수확 속도가 계속 지체되고 

있었다. 옥수수 벨트 북부에서는 곡류 또는 유지작물의 수분 함량이 높아서 어떤 

지역은 수확하기가 까다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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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6(No.48), November. 26. 2019.

11월 말(11월 24일~11월 30일), 추수감사절에 불어온 한 쌍의 폭풍이 주말 여행

을 망쳤고, 눈, 비, 강풍 등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날씨를 초래했다. 캘리포니아, 

대분지, 인터마운틴 웨스트, 남서부의 높은 고지대에는 눈이 덮였지만, 계곡이 있

는 곳들에서는 호우가 지역에 홍수를 유발하였다. 하지만 상당한 강우가 북서부의 

많은 곳들을 비켜갔다. 두 개의 폭풍 전선 모두 평원 북부와 중서부 위쪽 일부에 

풍성 강설을 일으켜 겨울 곡류를 덮어주면서 야외 작업을 중단시켰고, 가축에게는 

스트레스를 가했으며, 이미 젖어 있는 밭에 수분을 더해주었다. 한편, 오하이오 계

곡 아래쪽과 남서부 내륙 일부의 주간 강우 총량은 2∼4인치에 달하거나 그 이상

이었다. 하지만 최남부 딥 사우스 전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텍사스 남부

에서 플로리다 반도까지 단기 건조가 더욱 심해져 갔다. 이 폭풍으로 인해서 미국

의 서쪽 절반에 찬 공기가 내려 앉아 많은 곳에서 주간 온도는 평년보다 최소 5∼

10°F 낮게 유지되었다. 대조적으로 멕시코만 서쪽 지역, 미시시피 계곡, 오대호 

주들의 위쪽에는 대체로 온기가 덮였다. 중서부 위쪽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

소 5°F 이상이었고 멕시코 만 서부는 평년보다 5∼10°F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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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6(No.49), December. 3. 2019.

▮ 2019년 12월

12월 초순(12월 1일~12월 7일), 중서부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했지만, 옥수수 벨

트 북부는 전역에 계속 남아 있는 잔설 때문에 남북 다코타에서부터 미시간까지 

늦철 옥수수와 콩의 수확 노력이 계속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한편, 중간 구역은 

날씨가 전체적으로 온화하고 건조하여 고원 북부는 전역을 덮고 있으면서 겨울 밀

을 보호해주고 있던 적설이 녹아내리고 있었고, 평원 중부와 남부는 가뭄에 영향

을 받은 방목지, 초지, 겨울밀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서부의 몇몇 산악 

계곡을 제외하면 사실상 미시시피 강 유역부터 서쪽으로는 정상 근처 또는 정상보

다 높은 기온이 우세하였다. 고원 북부에 산재한 여러 장소들에서 주간 평균 기온

이 평년보다 10°F 이상 높았지만, 북동부와 플로리다 반도의 많은 곳들은 평년보

다 최소 5°F 낮았다. 북동부는 큰 눈보라가 겹치면서 날씨가 추워졌다. 북동부 일

부에서는 12월초 총 강설량이 1-2 피트 이상이었다. 하지만 남쪽 멀리 플로리다 

일부에서는 단기 가뭄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었다. 동부의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

에는 대체로 가벼운 비가 내렸다. 다른 곳에서는, 서부 전역의 날씨가 - 특히 주 

후반에 - 다시 폭풍이 잦아졌다.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에 가장 심했던 강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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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가 고지대에는 눈을 뿌리면서 내렸다. 북서부 일부에 비가 내리기는 했지

만 오레곤, 워싱턴, 아이다호 북부 일부에는 쌓인 눈이 12월 초 평균치 대비 50 % 

미만이 남아 있었다. 

그림 4.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6(No.50), December. 10. 2019.

12월 초중순(12월 8일~12월 14일), 여러 차례의 폭풍우로 수많은 지역에 광범

위하게 비가 내렸고, 동부와 북서부에서 가장 높은 총강수량이 기록되었다. 사실

상, 남동부 (조지아에서부터 남북캐롤라이나까지)에 그리고 대서양 연안 북부를 

따라서 내린 주간 총강수량은 2∼4인치였다. 한편 강우로 인해서 옥수수 벨트의 

북부와 동부에도 영향을 미쳐서 밭이 진창이 되거나 눈으로 덮여서 늦철 옥수수와 

콩의 수확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눈이 내리는 날씨가 해바라기 수확이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평원 북부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반면, 캔사스, 오클

라호마, 텍사스의 팬핸들 북부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은 날씨가 대체로 건조했다. 

주기적인 한파로 악영향을 받기도 했었던 평원 중부와 남부의 겨울 밀 작물 일부

에는 가뭄이 계속 스트레스를 가했다. 그 밖으로, 온화한 서부 날씨에는 비와 눈 

소나기가 자주 동반되었다. 강우는 특히 북서부에서 유익했는데, 이곳은 높은 고

도의 설괴빙원이 평균보다 느린 속도로 쌓이고 있었다. 북부 대분지의 많은 곳을 

포함해서 서부 여러 지역들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0°F 정도 높았다. 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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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와 중서부 위쪽을 제외하고 미국의 나머지 지역은 평년 근처 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했다. 노스다코타와 미네소타 북부의 많은 곳들에서 수치가 평년

보다 10∼15°F 낮았다. 몬타나 동부에서부터 위스콘신 북부까지 흩어져 있는 장소

들에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 20°F 이하로 떨어졌다. 

그림 5.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6(No.51), December. 17. 2019.

12월 중순(12월 15일~12월 21일), 추위가 발생하기에 앞서서 주초에 내린 눈이 

중앙 평원에서부터 북동부까지의 지역을 덮어주었다. 중앙 평원에서는 그 눈이 겨

울 밀에게 유익한 수분을 주었고 단열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그 눈은 중서부 아래

쪽 전역에서도 밀을 단열해주었다. 먼 남쪽에서는 12월 16일, 루이지애나, 미시시

피, 앨라배마에 수많은 토네이도가 휩쓸면서 극심한 날씨가 발생했다. 주초에 뇌

우를 동반한 총 2인치가 넘는 강한 비가 테네시 계곡에서부터 남쪽으로 멕시코만 

해안까지 여러 장소에 내렸다. 한편 태평양 북서부에도 강한 비가 내려서 워싱턴 

캐스케이드 서쪽에 작은 홍수를 일으켰다. 북서쪽 폭풍우가 고지대에 설괴빙원을 

약간 증가시키기는 했지만, 많은 강 유역에서 계절에 따른 축적량은 여전히 평년

보다 훨씬 낮았다. 반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남부 평원까지, 북부 평원에서

부터 중서부 위쪽으로까지 일반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주 하반기에 불어

온 폭풍이 또 한 차례 초기 단계의 남부 강우를 불러왔다. 미국 내 많은 곳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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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가 강세를 보였는데 오대호 지역 위쪽과 오하이오 계곡에서부터 북동부까지 

뻗어있는 지역은 물론이고 중앙 로키 산맥과 인근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

년보다 최소 5∼10°F 낮았다. 그렇지만 남동부의 많은 부분과 태평양 북서부에서

부터 고원 북부까지 뻗어 있는 곳에서는 온화한 날씨가 주를 이루었다. 몬나타 일

부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F 이상 높았다. 

그림 6.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6(No.52), December. 26. 2019.

12월 말(12월 22일~12월 28일), 이번 주는 동남부에 비를 뿌린 인상적인 폭풍 

전선으로부터 시작하여 캘리포니아, 남서부, 중앙 평원을 지나간 또 다른 큰 폭풍

으로 끝났다. 반면에 북동부, 텍사스 남쪽 절반, 고원 북부는 온화하고 대체로 건

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반면에 평원에서부터 동쪽으로 현저한 온난화가 발생하여 

로키 산맥와 애팔래치안 산맥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10∼20°F 높았다. 그러나 남캘리포니아에서는 평균 수치가 평년보

다 최대 5°F 낮았다. 중서부는 며칠 동안은 개운한 날씨였지만, 주 후반에 광범위

하게 비와 눈을 내린 폭풍이 오면서 야외 작업을 할 기회가 끝나버렸다. 게다가 미

네소타, 남북다코타, 위스콘신 북부 절반에서는 한 달 내내 넓은 면적에 내린 잔설

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평원의 중부와 남부 걸쳐서 12월말 불어온 폭풍우는 지역

의 가뭄을 해소해주었다. 하지만 텍사스 남쪽 절반에서 가뭄 피해를 입은 어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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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들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또한 상당량의 강수가 북서부를 우회했다. 워싱

턴, 오레곤, 아이다호를 지나는 이곳 대부분의 강 유역에 형성된 설괴빙원은 늦은 

12월 평균치의 25∼75 %의 범위에 있었다. 상당량의 비가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

는 눈이, 특히 이번 주 하반기에 캘리포니아의 남부와 남서부 전역을 휩쓸었다. 

그림 7.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6(No.53), December. 31. 2019.

12월 말~1월 초순(12월 29일~1월 4일), 추가로 내린 얼마의 눈이 미국 북중부

를 덮었으나 나머지 미국 중부 지역 대부분은 온화하고 건조한 날씨를 경험했다. 

대조적으로 텍사스 해안에서부터 위스콘신까지 이르는 선을 따라서 그리고 그 동

쪽으로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렸다. 미시시피 계곡 아래쪽과 인근에 저지대 홍수를 

일으킬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다. 한편 동쪽 옥수수 벨트에 내린 비 때문에 밭과 

사육장은 계속 진흙탕 상태가 이어졌다. 남북 다코타 동부에서부터 오대호 위쪽 

지역까지 지면에 눈이 계속 남아 있어서 수확 노력을 곤란하게 하고 있었다. 12월

말 기준으로 사우스다코타에서는 생산자들이 옥수수 재배 면적 중에서 90 %를 수

확한 반면, 노스다코타의 옥수수 수확은 48 %였다. 같은 날짜에 해바라기 수확은 

노스다코타에서는 66 %가 사우스다코타에서는 87 %가 끝났다. 서부에서는 북태

평양 연안에서부터 로키 산맥 북부까지의 지역에 한정해서 상당량의 비가 내렸는

데, 북서부의 눈덩이 벌판은 평균보다 훨씬 적은 양이 남아 있었다. 고원 중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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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는 지난 주 가뭄을 완화시켜주는 비가 내린 이후에 날씨가 다시 건조해졌다. 

2019년이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동쪽 절반 전역은 온화한 날씨가 계속 

이어졌고, 먼 서쪽에서 온화한 날씨가 발달했다. 중서부, 대서양 중부, 북동부 주

들을 포함한 넓은 구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최소 10°F 이상 높았고, 

북서부 내륙 전역은 평년보다 10°F 정도 높았다. 반면에 포 코너스 지역은 날씨가 

쌀쌀해서 평년보다 최소 5°F 이상 낮게 유지되었다. 

그림 8.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1), January. 8. 2020.

▮ 2020년 1월

1월 초순(1월 5일~1월 11일), 주중 후반기에 중부 및 남부 평원의 동쪽 구역에서

부터 애팔래치아 산맥까지 겨울 폭풍으로 인해 폭우 (눈과 비), 대규모 홍수, 심한 

뇌우 등 다양한 기상 위험이 발생했다. 이미 수분으로 포화된 토양에 폭우가 쏟아

져서 중서부에서부터 오대호 아래쪽까지 갑작스러운 홍수와 강의 범람이 발생했

다. 실제로 미시시피 중부와 오하이오 계곡 아래층에 걸쳐서 경미하거나 중간 정

도의 홍수가 발생했다.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남동부 평원과 남동부를 가로질러 

쏟아진 뇌우는 넓은 지역에 바람 피해를 일으켰고 고립된 토네이도를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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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 추운 공기가 기록적인 따뜻함을 밀어내면서 지난주에 내린 눈이 남동부 

평원에서부터 오대호 지역까지의 지역을 덮었다. 이렇게 지난주에는 추워지는 경

향을 보였지만, 나라의 동쪽 절반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3주 연속 이어졌

다. 동부에서 따뜻함을 보인 주요 지역은 남중부에서부터 오대호 아래쪽까지 뻗어 

있으며, 이곳의 평균 기온 수치는 평년보다 10∼15°F 더 높았다. 반대로, 레드 리

버 계곡부터 미네소타 북부까지는 1월 7∼9일 및 10∼11일 밤에 기온이 -20°F 이

하로 급강하했다. 평원은, 1월 11일 기온이 콜로라도 북동쪽과 캔자스 북서쪽 모퉁

이처럼 먼 남쪽에서는 잠깐 동안 0°F 이하로 떨어졌다. 그밖에 다른 곳에서는 남

서부에서 북부 평원과 중서부 위쪽까지 날씨가 대체로 건조했으며, 때때로 비와 

눈 소나기가 태평양 북서부와 북부 로키산맥를 가로질러 내륙으로 퍼졌다. 

그림 9.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2), January.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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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 2019년 11월

11월 중순(11월 10일~11월 16일), 남쪽 재배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건조 및 가뭄 

포켓이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유럽의 많은 곳에 걸쳐서 폭풍우가 이는 날씨가 계

속되었다. 한 쌍의 강한 태풍 전선이 대서양 북동부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이동하다

가 지중해 중앙에서부터 서서히 북쪽으로 방향을 꺾으면서 서유럽과 남중앙유럽의 

많은 곳에 호우, 강풍, 해안 홍수를 일으켰다. 주간 총 강우량은 프랑스 남동부, 

이탈리아, 서발칸을 포함하여 대서양 연안 근처 지역에서 100 mm까지 올라갔다. 

그 폭풍은 유럽 북동부에는 다소 가벼운 소나기 (10∼40 mm)를 뿌렸고, 독일과 

바로 인접한 인근에서는 가볍거나 적당한 소나기 (1∼15 mm)가 보고되었다. 이런 

습기 찬 날씨는 토양 수분을 겨울 작물에 적당하게 또는 풍부하게 유지해주었고, 

서유럽과 남중 유럽의 많은 곳에서는 30일 강우 총량을 평년의 200 %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지역적으로 300 % 이상). 하지만 세르비아와 다뉴브 강 계곡 아래쪽

은 계속된 가뭄 포켓으로 과거 9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지역적으로 평년의 

50 % 미만) 밀과 유채의 활착을 제한했다. 중앙 및 서쪽 재배 지역에서 평균 기온

은 평년보다 2∼5°C 낮았고, 동유럽에는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상태 (평년보다 최

대 9°C 높음)가 계속되었다. 

11월 중하순(11월 17일~11월 23일), 동쪽으로 강하고 높은 장애물처럼 작용하고 

있는 일련의 폭풍 전선이 대서양 북동부에서부터 남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지

중해 중부에서부터 서서히 북-북서쪽 방향으로 뒤쪽으로 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서 변이가 심하기는 했지만, 또 한 차례의 광범위한 소나기 (2∼55 mm)가 중유럽

과 북유럽에 내려서 겨울 작물을 위해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

고 있었다. 먼 남쪽은 위에 언급한 폭풍으로 인한 호우 (25∼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와 돌풍으로 이탈리아와 발칸 서부에 계속적으로 지역적 홍수를 일으켰

고, 먼 내륙의 높은 고도에 내린 눈으로 산지의 설괴고원과 이후의 봄에 눈 녹은 

물의 양에 대한 이른 철 전망치를 상승시켜주었다. 다뉴브강 계곡 아래쪽 (10∼40 

mm) 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 남부에도 계속되던 가뭄 지역에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15-80 mm). 다만, 세르비아는 많은 곳들이 여전히 좋지 

않은 건조 (5 mm 미만, 지역적으로 9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 미만)가 계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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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날씨가 9월은 건조했지만, 올 가을은 유럽의 많은 곳이 기록적으로 가장 습한 

때 가운데 하나였다. 고기압 장벽이 동부 재배 지역 전역에 아주 따뜻한 날씨를 유

지해주어서 (평년보다 3∼8°C) 겨울밀과 유채가 휴면에 들어가지 못했다. 반대로 

서유럽에는 조금 더 추운 조건들 (평년보다 1∼3°C 낮음)이 계속되어서, 영국, 프

랑스, 독일의 겨울 작물들은 쉽게 휴면에 들어가고 있었다. 

11월 말(11월 24일~11월 30일), 강한 고기압권이 동쪽으로 장벽처럼 작용하여 

폭풍들이 느리게 움직이면서, 서유럽과 남유럽의 많은 곳들에 계속해서 흠뻑 젖는 

비를 내리고 있었다. 그 결과 영국에서부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

도 북부까지 또 한 차례의 적당하거나 강한 비 (5∼7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를 

광범위하게 내려주었다. 그 이후에 폭풍들은 고기압권 주변에서 나눠진 것으로 보

이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발칸 반도 아래쪽에 알맞거나 강한 

비 (10∼40 mm)를 내려준 것이 관측되었다. 최근 빈번하게 내리고 있는 비는 유

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겨울 작물들을 위해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

주었고, 세르비아, 불가리아 북동부, 이베리아 반도 남서부에 있는 주요 재배 지역 

대부분에서 90일 강우 총량이 평년의 100 %를 넘고 있었다. 달력이 12월로 넘어

간 지금, 식생 건강에 대한 위성 자료로 볼 때 겨울 작물들은 좋은 모습으로 휴면

에 도달하거나 들어가고 있었다. 다만, 북동 유럽 일부 - 다뉴브 강 계곡 아래쪽은 

좀 더 눈에 띄게 - 에서는 활착이 불량하다는 징후가 눈에 띄었다. 이번 기간 동안 

차단 작용을 했던 그 고기압권은 대부분의 유럽에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평년보

다 2∼6°C 높은)를 유지해주었다. 다만, 주말에는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서 독일

과 폴란드에서는 겨울 작물이 휴면에 들어가도록 풀어주었다. 더욱이, 차단 작용

을 하고 있던 고기압권이 약해져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주말에는 이전에 

건조했던 (3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 미만) 북동쪽 재배 지역에 다시 수분이 공

급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다. 

▮ 2019년 12월

12월 초순(12월 1일~12월 7일), 유럽 대륙의 많은 곳들은 날씨가 더 추워졌는

데, 남부와 북부 대부분은 비가 오는 날씨였던 반면, 그 밖의 지역은 더 건조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대체로 비가 오는 날씨 패턴으로 묶여 있었던 저지 고기압이 약해

지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좀 더 추운 공기가 유럽의 많은 곳으로 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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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프랑스에서부터 남동쪽으로 발칸 반도까지 지난 주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

슷하거나 낮았다 (평년보다 최대 3°C까지). 더욱이, 프랑스에서부터 동쪽으로 7일

간 평균 기온이 5°C 이하 (겨울 작물의 휴면을 나타내는 지표)였고 반면에 발칸 반

도에서는 강한 동결 (밤 시간 기온이 -11°C 정도로 낮음)이 발생하여 겨울 밀과 유

채가 서둘러 휴면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겨울 작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로 휴면에 들어간 것은 10월과 11월에 비가 아주 많이 내렸던 것에서 일부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축축한 상황이 늦여름 작물의 수확 및 기타 계절 야외작

업을 방해했다. 지난 주에 거의 모든 유럽에서는 가벼운 소나기 (1∼5 mm)가 눈에 

띄기는 했지만, 북부와 발트해에 인접한 작물 재배지를 포함하여 스페인에서부터 

동쪽으로 그리스와 발칸반도 서쪽까지 강우가 가장 심했다 (10∼100 mm, 지역적

으로 더 많이). 전반적으로 수분 공급량은 계속해서 겨울작물들에게 적당하거나 

풍부했다. 다만 폴란드의 중부 및 북동부뿐만 아니라 독일 남부와 동부에서 단기 

건조 (30일 강우량이 평년 대비 50% 미만)가 발달하고 있었다. 

12월 초중순(12월 8일~12월 14일), 날씨가 다소 온화하기는 했지만, 중유럽과 

북유럽의 많은 곳에서 겨울 작물들은 현재 휴면 상태에 있었다. 스페인과 프랑스

에서부터 서폴란드와 북발칸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3°C 높았고, 가장 동쪽

의 재배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6°C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간의 평균 

기온이 5°C 이하였다는 것은 대부분의 주요 겨울 작물 지역들에서 밀과 유채가 휴

면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만, 프랑스, 남영국, 저지대 국가들에서

는 좀 더 따뜻한 조건들 때문에 작물들이 반휴면 상태에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에

서부터 남동쪽으로 그리스까지 적당하거나 심한 비 (10∼8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려서 겨울 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양을 적당하거나 과대하게 유지시켜

주었다. 다만, 비 내리는 조건들 때문에 늦철 포장 작업이 더 방해받았다. 거꾸로 

중부와 남부 폴란드에서는 건조한 날씨 (5 mm 또는 그 이하)가 단기 건조를 악화

시켜서, 북부 해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곳에서 6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 미만이었다. 겨울 곡류들이 출현 후 영양 생장으로 들어가기에는 이베리아 

반도의 수분 공급량은 여전히 변이가 높았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북부에는 유익한 

소나기가 한 주 더 내렸지만 (5∼40 mm) 남부는 날씨가 건조했다. 안달루시아 서

부는 특히 가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곳의 90일 강우량은 평년의 25∼50 %

였다. 

12월 중순(12월 15일~12월 21일), 대체로 건조하고 아주 따뜻했었던 유럽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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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부와 대조적으로 서유럽에는 강한 비가 내렸다. 남쪽으로 이동한 강한 제트 

기류가 서유럽의 대기 중에 수분을 강처럼 흘려보냈다. 총강수량은 영국과 프랑스

에서 10∼70 mm 였고,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35-200 mm 였다고 보도되었다. 강

우량은 동쪽으로 가면서 뚝 떨어져서 독일에서는 3∼20 mm로 관측되었고 (서부

에 가장 많이 내림), 폴란드와 다뉴브 강 계곡은 대체로 5 mm 이하였다. 이와 비

슷하게 이탈리아는 서부와 북부에 강한 비 (25∼100 mm)가 내렸고, 남부와 동부

는 건조했다 (5 mm 이하). 결과적으로, 대륙의 서쪽 절반에는 휴면 중이거나 (북

부) 영양생장 중인 (남부) 겨울 작물에게 적당하거나 풍부한 (지역적으로 과도한) 

수분이 공급되었다. 반대로 동유럽 일부에서는 단기 가뭄이 증폭되었는데, 폴란드 

남부와 중부 전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6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 미

만). 대서양에서부터 온화한 해양 공기가 유입되어, 특히 남폴란드에서부터 발칸

반도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10°C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상 고온 때문에 겨울 작

물의 내한성이 감소되었고 대부분의 재배 지역이 보호 적설이 없는 채로 있었다. 

12월 말(12월 22일~12월 28일), 이 기간 초기에 꼼짝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폭

풍우가 겨울 작물에게 적당하거나 풍부하게 수분을 유지해주었다. 폭풍 전선 하나

가 주초에 스페인 남부 (강우 없었음)와 북동 및 남동 유럽에 있는 몇몇 농경지 (5 

mm 미만)를 제외하고는, 유럽 대륙의 많은 곳에 총량 5∼50 mm (지역적으로는 

더 많이)의 중대형 강우를 광범위하게 뿌려주었다. 대부분의 경작지에 내린 가을

비의 총량은 평년 수준에 육박했고, 서유럽의 어떤 지역들에는 평년의 200 % 이상

이 내리기도 했다. 중앙 폴란드, 북세르비아, 아래쪽 다뉴브강 계곡에서 몇 개의 

건조 포켓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휴면 중 (북쪽)이거나 반휴면 중 (서

쪽)인 겨울 작물들의 수분 보유량은 계속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서양에서 온

화한 바닷바람이 계속 유입되면서 대륙 전체에서 다시 한 주 평년보다 2∼5°C 높

은 기온을 유지했고, 발칸 반도는 평년보다 최대 8°C 높았다. 이상 온난화로 겨울 

작물들의 내한성이 줄어들었고, 농경지는 보호해주는 눈 덮임이 없는 상태로 있었

다. 

12월 말~1월 초순(12월 29일~1월 4일),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고기압이 대륙 

대부분에 건조한 날씨를 가져왔으나, 북부와 동부 끝에 있는 재배 지역에는 비와 

눈이 내렸다. 지역적으로 건조한 일부 북동부 재배 지역을 제외하면,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최근 매우 습한 날씨가 이어진 이후에 화창한 하늘과 평년 근처 또는 그 

이상의 기온이 휴면 또는 반휴면 중인 겨울 밀과 유채에게 좋은 조건이 되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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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60일간 폴란드 중부와 북서부를 비롯하여 동독 일부가 지역적으로 건조하여 토

양의 수분 보유량이 계속 부족하기는 했지만, 수분 공급량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

로 유지되었다. 대조적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최근에 내린 적당하거나 강

한 비 (지역적으로 지난 60일간 평년의 200 % 이상) 덕분에 출현기 및 영양생장기

의 겨울 곡류가 양호하게 발달하고 있었다. 지난주에, 한편으로는 유럽 대륙의 많

은 곳에서 건조한 날씨가 보고되었지만, 먼 북부와 먼 동부의 경작지에는 일련의 

빠르게 움직이는 기상 교란이 비와 눈 (2∼10 mm 액체 등량, 지역적으로 더 많이)

을 내리게 했다. 남독일과 서발칸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더 시원한 날씨 (평년보

다 1∼3°C 낮은)가 안착했으나, 그 밖의 지역은 평년 근처 또는 평년보다 높은 기

온이 유지되었다. 유럽의 주요 겨울 작물 재배지는 아주 따뜻한 12월을 지나면서 

보호해주는 눈 덮임이 없는 상태로 있었다. 

▮ 2020년 1월

1월 초순(1월 5일~1월 11일), 북부 유럽 전역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는 남부 재

배 지역의 건조한 날씨와 대조를 이루었다. 대륙의 남쪽 절반에 걸쳐 있는 넓은 고

기압으로 지중해 분지 전역은 맑은 하늘과 거의 정상적인 기온을 유지함으로써 스

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겨울 곡물의 발달을 촉진한 반면, 다뉴뷰 강 계곡 아래쪽

에서는 가뭄에 대한 우려가 여전했다. 먼 북쪽은 대서양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기 

요란이 고기압 주변을 가로지르면서 아주 가변적이기는 했지만, 소나기가 중유럽

과 북유럽의 많은 곳까지 넓은 지역에 내렸다 (2∼50 mm, 먼 북쪽은 지역적으로 

더 많이). 이 비는 독일과 폴란드에서 계속되었던 가뭄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렸

으며, 특히 이 두 나라에 내린 강우량은 10 mm를 넘어 섰다. 반면에 노르웨이 서

부와 잉글랜드 북부에서는 175 mm에 달하는 많은 홍수가 일어난 것으로 보였다. 

북유럽에서는 온화한 해상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평년 조건보다 따뜻한 기

온을 유지했고 (평년보다 최대 5°C까지), 겨울 작물의 내한성을 감소시켰으며 주

요 재배 지역들은 보호성 눈 덮개가 없는 상태로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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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 2019년 11월

11월 중순(11월 10일~11월 16일), 밀 벨트 거의 전체가 건조한 날씨여서 밀, 보

리, 캐놀라의 성숙과 수확이 촉진되고 있었다. 건조한 날씨가 성숙 중인 겨울 작물

들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가뭄으로 황폐해진 동호주에서는 재배 

초기부터 있었던 면화와 수수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뉴사

우스웨일즈와 퀸슬랜드 남부에서 들불이 증가하여 몇몇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는데, 이 문제에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다. 평균 기온

은 동호주에서는 평년 근처였고, 남호주는 평년보다 1∼2°C 낮았고, 최고 기온은 

대략 높은 섭씨 20도 대에서 중간 30도 대였다. 서호주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C 높아서 겨울 작물의 성숙과 건조를 가속화시키고 있었다. 

11월 중하순(11월 17일~11월 23일), 밀 벨트 대부분에서 2주 연속 건조한 날씨

가 우세하여 밀, 보리, 캐놀라의 성숙과 수확을 촉진하고 있었다. 주말에 뉴 사우

스 웨일즈 북동부와 퀸슬랜드 남서부에서는 국지적인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렸지

만, 소나기의 양이 너무 적었고 넓은 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가뭄 해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 동호주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화와 수수의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이 여전히 좋지 않았다. 서호주는 기온이 평년 

근처였고, 남호주와 동호주는 평년보다 2∼4°C 높았다. 남부와 동부에서는 주 중

간에 최고 기온이 낮은 섭씨 40도 대까지 올라갔다. 뜨거운 날씨가 강풍과 결합되

면서 겨울 작물의 건조 속도를 재촉했지만, 파괴적인 들불을 부채질하여 지역 농

촌 사회에 피해를 입혔다. 

11월 말(11월 24일~11월 30일), 서호주와 남동호주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 (대체

로 5 mm 미만) 덕분에 밀, 보리, 캐놀라의 건조와 수확 작업에 유리했다. 밀 벨트 

내의 다른 곳들에는 일단의 비 (5∼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뉴 사우스 웨일

즈 북부와 퀸슬랜드 남부 일부에 얼마간의 가뭄 해소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수확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가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에 미치

는 영향은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파종 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소나기들이 상당 수준으로 추가 면화 파종을 유발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다. 하지

만 종종 이듬해 초까지도 파종이 이루어지는 수수는 추가 파종 작업을 고무시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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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비가 환영받을 만한 것이기는 했지만, 동호주의 많은 곳에 지배적인 영

향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장기 가뭄을 종식시키려면 적셔주는 비가 자주 내릴 

필요가 있다. 평균 기온은 동호주에서는 평년보다 2∼4°C 높았고, 남호주에서는 

평년보다 1∼2°C 낮았으며, 서호주는 평년 근처였다. 

▮ 2019년 12월

12월 초순(12월 1일~12월 7일), 동호주에는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 (5∼1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최근에 심어진 면화와 수수에 도움이 되는 지역의 수

분 공급량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그 지역의 많은 부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서 장기 가뭄이 계속되었고, 영양 생장 중인 여름작물들은 건조에 시달렸다. 동호

주에서는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들의 수확이 계속되었고, 더 건조한 지역들에서는 

야외작업이 밀리지 않고 진척되었다. 밀 벨트 내에서 그 밖의 지역들로서 남호주

와 서호주는 전체적으로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겨울 작물들의 건조를 도우면서, 

밀, 보리, 캐놀라 수확을 중단 없이 촉진하고 있었다. 서호주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6°C 높았고, 호주 남동부는 2∼5°C 낮았으며, 호주 북동부는 평년 근

처였다.

12월 초중순(12월 8일~12월 14일), 퀸슬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의 

해안 구역에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렸다 (5∼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하지

만 내륙 깊숙한 곳의 주요 여름작물 재배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면화, 

수수, 기타 하절기 영양 작물들의 이른 철 수확량 전망치는 계속 좋지 못했다. 사

실, 면화와 수수의 주요 생산 지역에서 강우량은 대체로 5 mm 이하였는데, 넓은 

지역에 한 주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

씨가 밀과 기타 겨울 작물의 수확을 촉진했다. 서호주의 남쪽 먼 곳, 남호주의 남

동부, 빅토리아에는 수확해야 할 작물들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밀 수

확은 종결되었다. 들불과 관련된 금지령 때문에 빅토리아에서는 수확이 중단되었

다고 전해졌지만, 날씨가 뜨겁고 건조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수확이 빠르게 진

척되었다. 북동 및 서호주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4°C 높았고, 남호주 일

부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2°C 높았다. 밀 벨트는 전체적으로 많은 곳들이 최대 기

온이 높은 섭씨 30도 대에서 낮은 40도 대 사이에 있었다. 

12월 중순(12월 15일~12월 21일), 뜨겁고 건조하여 좋지 못한 날씨가 계속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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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퀸슬랜드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 있는 건조지 여름작물은 스트레스를 받

아 지역 전체의 작물 상태가 대체로 불량했다.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C 높아

서 최고 기온이 대체로 높은 섭씨 30도 대에 있었다. 아직은 여름작물 재배기 초기

지만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동호주의 많은 곳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장

기 가뭄을 끝내려면 땅을 적셔주는 비가 속히 내려야 한다. 그 밖에 밀 벨트 내에

서 남호주와 서호주는 날씨가 건조하여 겨울 작물 수확 작업이 중단 없이 계속되

어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  

12월 말(12월 22일~12월 28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남퀸슬랜드와 북뉴사우

스웨일즈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 면화, 수수, 기타 여름작물들

의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이 계속 불량한 수준에 머물렀다. 소나기 (10∼25 mm 또

는 그 이상)가 대체로 경계면에 있는 가장 동쪽의 경작지에만 내렸다. 게다가, 기

온은 섭씨 높은 30도 대에서 낮은 40도 대에 있어서 여름작물의 발달 속도를 가속

화하였고, 증발 손실량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그밖에 남호주는 건조한 날씨로 마

지막 남은 겨울 작물 수확을 촉진한 한편 서부 일부에는 지나가는 소나기 (10∼25 

mm)가 내려서 지역의 야외 작업을 일시 정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12월 말~1월 초순(12월 29일~1월 4일), 남퀸슬랜드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국

지성 소나기 (대체로 1∼10 mm, 지역적으로 그 이상)가 내려서 표토 수분을 지역

적으로 상승시켜주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여름작물의 전망을 거의 개선시켜주

지는 못했다. 뜨거우면서 종종 바람이 부는 날씨가 심각한 장기 가뭄의 영향을 악

화시켜서 면화와 수수의 상태를 계속 나쁜 상태로 몰아가고 있었고, 더욱이 사방

으로 퍼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파괴적인 들불이 시골 동호주의 일부를 태우고 있었

다.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C 높았고 최고 기온은 높은 섭씨 30도 대에서 40

도 대 중간 범위에 있었다. 호주에서 겨울 작물 수확 작업은 거의 다 끝나서 호주

의 먼 남부와 먼 남서부에 야외 작업이 조금 남았을 뿐이었다. 

▮ 2020년 1월

1월 초순(1월 5일~1월 11일), 외따로이 내린 소나기 (대체로 5 mm 미만, 지역

적으로는 15 mm 이상)로는 퀸슬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에 가뭄을 의미 있게 

해소시켜주지 못했다. 지나가는 소나기가 지역적으로 표토를 적시는 데에는 도움

이 되었지만, 그 비가 가뭄 때문에 떨어진 면화, 수수 및 기타 여름작물들의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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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전망치를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기온은 계속 평년보다 높

았으며 (평년 대비 2∼6°C), 주 중반에는 최대 기온이 낮은 40도 대로까지 올라갔

다. 주 후반에는 다소 시원한 날씨가 그 지역에 스며들면서 들불을 남호주와 동호

주로 격리시키려는 노력을 돕고 있다고 한다.

4. 아르헨티나

▮ 2019년 11월

11월 중순(11월 10일~11월 16일), 핵심적인 남부 및 서부 농지대에서는 소나기

가 내려서 겨울 곡물의 발달과 여름작물의 발아를 위해서 아주 필요했던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연속해서 내린 강우 사이에 때 아니게 뜨거운 날씨 (낮 최고 기온이 

섭씨 중간 30도 대)로 인해 작물의 수분 수요량이 다시 올라가기는 했지만, 부에

노스아이레스와 라 팜파에 있는 남부 생산 지대에서는 총 강우량 10∼25 mm의 비

가 생식생장 및 종실비대 중인 밀과 보리에게 유익을 주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낮은 파라나 강 계곡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엔트레 리오스, 산타 페 남부)은 건

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낮 최고 기온이 낮은 30도 대에 도달하여 스트레스 성 열 

없이 작물의 발달을 촉진했다. 한편, 북부 농업 지대에 (살타에서 코리엔테스까지) 

적당하거나 심한 비 (10∼50 mm 또는 그 이상)가 내렸는데 동부 면화 벨트 (산타 

페 북부, 차코, 포르모사)에 가장 심한 호우가 집중되었다. 북부 농업 지대에서 낮 

최고 기온은 서부 생산 지역의 높은 30도 대에서부터 좀 더 습한 면화 지역의 낮은 

그리고 중간 30도 대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14일 

현재 해바라기 파종은 72 % 끝나서 작년 추세와 비교하여 17 % 뒤쳐지고 있었고, 

옥수수수와 콩 파종은 각각 42 및 20 % 끝나서 작년 추세와 비교하여 두 작물 모

두 10 % 이상 뒤쳐지고 있었다. 면화는 42 % 수확되어 작년 추세보다 7 % 떨어졌

다. 

11월 중하순(11월 17일~11월 23일), 아르헨티나의 서부 농업 지대 전체에 계속

해서 유익한 비가 내려서 미성숙 겨울 곡류와 출현 중인 여름작물들의 전망을 더

욱 향상시켜주고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살타를 

지나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대에 총 강우량 10∼50 mm의 비가 내렸고, 파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378

라나 강 계곡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와 엔트레 리오스)에는 우기가 시작되

었다. 반면에, 북동부에는 수 주간 내리던 유익한 강우가 끝나면서 좀 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서부에서 전통적으로 보다 건조한 곳들에

서는 다시 날씨가 건조해졌다. 이곳은 비가 산발적으로 내렸다. 철 아닌 따뜻함 

(이 지역의 많은 곳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C 높음)으로 인해서 높은 증

발산량이 유지되었고, 겨울 곡류가 계속 발달하여 수확량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

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21일 현재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파종은 

각각 83과 46 %였는데 두 작물 모두 작년과 비교해서 10 % 지체되고 있었다. 콩

은 36 % 파종되었는데, 작년보다 3% 적었을 뿐이었다. 면화는 작년의 65 %와 비

교해서 60 % 수확되었다. 

11월 말(11월 24일~11월 30일), 중앙 아르헨티나의 많은 곳에 유익한 비가 내려

서 초기에 있었던 건조 문제들을 더욱 해소함으로써, 새로 심은 여름 곡물들과 유

지 작물들의 전망을 밝혀주었다. 라 팜파의 많은 부분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에

서부터 북동쪽으로 코르도바 서부, 산타페, 엔트레 리오스를 지나기까지 내린 강

우 총량은 10∼50 mm 가량이었다. 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는 계속해서 조

건이 건조하여 (지역적으로 강우 총량이 10 mm 미만), 겨울 곡류의 성숙을 가속화

시키고, 해바라기, 옥수수 및 곧이어 2차로 파종될 콩 작물의 발아에 필요한 수분 

공급을 계속 제한하고 있었다. 더 북쪽으로 서쪽 농업 지대 (특히 살타와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는 다시 날씨가 건조해졌고, 옥수수 벨트 북동부는 일주일 간 건조하

여 파종 작업을 독려하더니, 다시 적당하거나 심한 소나기 (강우 총량이 10∼

50mm 또는 50 mm 초과)가 내렸다. 주간 평균 기온은 아르헨티나 농업 지대 전체

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다. 다만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같이 

먼 남쪽은 낮 최고 기온이 낮은 및 중간 섭씨 30도 대까지 올라갔다. 전통적으로 

더 따뜻한 북부 지역은 여름 폭염 (최고 기온이 높은 30도 대)을 기록했다. 아르헨

티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28일 현재, 해바라기가 작년의 94 % 대비 90 % 파종되

었다. 옥수수와 해바라기는 각각 51 %와 46 % 파종되었다. 면화는 68 % 파종되었

다. 한편 밀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28 % 수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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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12월 초순(12월 1일~12월 7일), 중앙 아르헨티나는 최근에 유익한 비가 내린 이

후에 날씨가 좀 더 건조해지면서 여름 곡류와 유지 작물들의 파종을 도왔다. 코르

도바 북부 및 중부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부 일부에 총 10∼25 mm의 비가 내리기

는 했지만, 엔트레 리오스와 산타 페 남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날씨가 대체로 건

조하였다. 여기에 언급된 지역들 전체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근처이거나 약

간 낮았지만, 라 팜파와 산타 페 남부에서부터 북서쪽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종종 

낮은 및 중간 섭씨 30도 대에 도달하여 증발로 인한 수분 손실량이 계속 높았다. 

먼 북쪽은 살타에서부터 동쪽으로 코리엔테스를 지나기까지 적당한 또는 심한 소

나기 (25∼50 mm 또는 그 이상)가 내려서 면화를 포함하여 여름작물들의 발아와 

활착에 필요한 수분을 증가시켜 주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12월 5일 현재 작년의 98 % 대비 93 % 파종되었다. 옥수수와 콩은 각각 56 %와 

55 % 파종되었고 면화는 73 % 파종되었다. 한편 밀은 작년과 동일한 속도로 44 

% 수확되었다. 

12월 초중순(12월 8일~12월 14일), 이 지역은 계절을 벗어난 따뜻함과 건조가 

우세하여 여름 곡류, 유지작물, 면화에게는 출현부터 영양생장까지 필요한 수분량

을 제한했지만, 겨울곡물의 건조와 수확은 재촉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북중부 

구역 (산타 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코르도바와 엔트레 리오스의 큰 구역들)에

서 총강우량은 10∼25 mm 또는 그 이상이었다. 다른 지역들 즉, 완전 건조를 기

록한 코르도바 인근에 있는 지역들은 물론이고,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서

쪽 큰 구역들은 총강우량이 10 mm 이하였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 (주간 평균 기온

이 평년보다 1∼4°C)이 건조를 동반하여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부같이 

먼 남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높은 섭씨 30도 대와 낮은 40도 대에 도달했다. 수

분 예비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른 철 폭염이 출현 중인 옥수수와 콩에 스트레스

를 가했다. 폭염이 재배기간 중에 너무 일찍 와서 대부분의 여름작물들의 수확량 

잠재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12월 12일 현재 작년 100 % 대비 96 % 파종되었다. 그 이외에, 옥수수

와 콩은 둘 다 64 % 파종되었고, 면화는 80 % 파종되었다. 한편 밀은 작년과 동일

한 속도로 59 % 수확되었다. 

12월 중순(12월 15일~12월 21일),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려서 폭염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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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제를 해소해주었다.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대에서 최소 10 mm가 넘는 강우

량이 기록되었는데, 가장 많은 강우량 (25∼50 mm 이상, 지역적으로 100 mm 초

과)을 기록한 지역은 라 팜파 북부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북쪽과 동쪽 방향

으로 국경을 넘어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다. 이 수분은 

건조 때문에 다음 단계 파종이 지연되고 있었고, 뜨거운 날씨가 생식기에 근접한 

조기 파종 작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중앙 아르헨티나의 다수확 옥수수

와 콩 지역에서 매우 시기 적절했다. 남서쪽 농업 구역 (라 팜파 남부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남서부)만 예외적으로 이 유익한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한 날씨가 계

속되었다. 주 후반에 심한 소나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동안 기온이 높은 30도 

대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라 팜파와 코르도바를 포함하여, 북부와 서부 농업 지대

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높은 30도 대에서 낮은 40도 대까지 올라가기는 했지

만,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주간 평균 기온이 대략 평년 대비 1°C 내외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19일 현재, 해바라기가 작년의 100 % 대비 99 % 

파종되었다. 옥수수와 콩은 각각 70 % 및 73 % 파종되었고, 면화는 87 % 파종되

었다. 한편, 밀은 73 % 수확되어 작년보다 (70 %) 약간 앞서 나가고 있었다. 

12월 말(12월 22일~12월 28일), 남부의 많은 농경지대는 소나기가 적기에 내려

서 여름작물 파종에 필요한 수분량을 상승시켜주었다. 라 팜파 북부에서부터 9월

초부터 평년보다 건조한 경향을 보여 왔던 여러 장소들을 포함하여 동쪽으로 부에

노스아이레스를 지나기까지 총 10∼50 mm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그 지역의 남서

쪽 일부는 보다 건조한 날씨 (총 강수량이 10 mm 미만) 가 계속되었고 뜨거운 날

씨 (낮 최고 기온이 중간 또는 높은 섭씨 30도 대)가 며칠간 더해지면서 증발 손실

량이 계속 높았다. 먼 북쪽은 대체로 소나기가 드문드문 가볍게 내렸고, 단지 몇 

지역만 25 mm 이상의 수치를 보였을 뿐이었다. 북동쪽 면화 벨트 (산타 페 북부

에서부터 포르모사 동부까지)는 날씨가 비교적 좀더 건조해서 늦은 단계의 면화 

파종을 재개하는데 도움을 될 것이고, 지난 주에 강한 비가 내린 이후라서 초기 영

양 생장을 촉진할 것이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북부에서부터 코리엔테스와, 차코와 

포르모사의 동쪽 구역까지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근처이거나 평년보다 낮았고, 

서쪽 농경지대는 평년보다 최대 4°C 높았다. 며칠 동안 이곳의 낮 최고 기온은 높

은 30도 대에서 낮은 40도 대까지 올라갔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26

일 현재 옥수수와 콩은 각각 77 및 80 % 파종되었고, 면화는 95 % 파종되었다. 

한편 밀은 작년 속도 (77 %)보다 다소 앞서서 82 % 수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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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1월 초순(12월 29일~1월 4일), 중부와 서부 농경지역에 다시 지역적으

로 강한 소나기가 내려서 최근에 심은 여름 곡류와 유지류에게 필요한 수분을 시

기적절하게 상승시켜주었다. 총 강수량 25∼50 mm (지역적으로 100 mm 초과)의 

이 비는 살타에서부터 남쪽으로 코르도바를 지나, 동쪽으로 뻗어 낮은 파라나 강 

계곡을 지나 우루과이까지 내렸다. 대부분의 주요 농경 지역에 최소 10 mm 이상

이 기록되기는 했지만, 아르헨티나 다른 지역은 비가 대체로 보다 가볍게 내렸다. 

여기에는 이전에 건조한 남부 밀 지대였던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포함되

어 있었다. 이곳에 내린 소나기들은 2차로 심은 콩의 발아에 필요한 수분량을 상

승시켜주었다.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부는 전체적으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근처

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아서 낮 최고 기온이 중앙 아르헨티나에서는 며칠 동안 

섭씨 낮은 30도 대에 도달하였고, 기후학적으로 더 따뜻한 북부 지역은 40°C까지 

올라갔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2일 현재 옥수수와 콩은 각각 82 및 86 

% 파종되었고, 면화는 97 % 파종되었다. 한편 밀은 88 % 수확되어 작년 속도 (86 

%)보다 약간 앞서 있었다. 

▮ 2020년 1월

1월 초순(1월 5일~1월 11일), 중부와 북서부 아르헨티나에 내린 적당하거나 강

한 소나기가 이전에 건조했던 농업 지역을 적셔 주어서 옥수수와 콩의 발아와 출

현에 필요한 수분량을 올려주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팜파 동쪽에서부터 북

쪽으로 살타까지 뻗어있고, 동쪽으로 산타페와 엔트레 리오스까지에도 이르는 넓

은 지역에 내린 강우 총량은 25∼50 mm였다. 이 비는 코르도바 남부와 라 팜파 

북동부 주변에서 특히 환영받았다. 차코와 산타페 북부에 집중되어 있는 북동부 

면화 지역에서는 다소 건조한 날씨 (총 25 mm 이하의 강우)가 계속되었다. 중부 

및 북동부 농업 지역에서 주중 평균 기온은 평년 기준 1°C 이내였고, 낮 최고 기온

은 대체로 섭씨 낮은 30도 대에서 중간 30도 대 사이에 있었다. 산티아고 델 에스

테로를 포함하여 북서부에서는 약간 더 따뜻한 조건 (+2°C의 편차, 낮 최고 기온

은 40°C 초과)이 우세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9일 현재 옥수수와 콩

은 각각 88 및 92 %, 면화는 98 % 심었다. 한편 밀은 작년 속도 (91 %) 보다 약간 

앞서서 94 % 수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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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라질

▮ 2019년 11월

11월 중순(11월 10일~11월 16일), 브라질 중부와 남부의 주요 생산 지역에 내린 

적당하거나 강한 비가 콩과 기타 여름작물들을 위해서 대체로 양호한 조건들을 유

지해주었다. 마토 그로소와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부터 동쪽으로 상파울로와 미나

스 게라이스를 지나기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10∼50 mm로서 그 지역은 4주 연속 

대체로 유익한 비를 기록하고 있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콩은 11월 14일 

현재 97 % 파종되었는데, 이와 비교해서 작년은 99 %였고 5년 평균은 92 %였다. 

하지만 북동부 내륙의 많은 곳들은 (토칸틴스, 서바히아, 그리고 피아우이와 마란

하오에 있는 대부분의 농업 지역들) 다시 건조해졌는데, 비가 재배기와 아주 다른 

시기에 불규칙하게 내렸고, 때 아니게 더웠으며 (여러 지점에서 낮 최고 기온이 

40°C에 도달함), 건조가 이어져서 증발 손실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그밖에 파라나

에는 적당한 비 (25 mm 이상)가 내려서 콩과 1차 옥수수에게 전반적으로 양호한 

조건들을 유지해주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은 몇 주간 연속해서 습했었는데, 다소 

건조한 날씨 (10∼25 mm)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었다. 정부 보고에 따

르면 11월 14일 현재, 옥수수는 81 % 파종되어 5년 평균 (82 %) 대비 약간 뒤쳐진 

정도였고, 콩은 5년 평균 36 % 대비 28 % 파종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밀 

수확은 80 % 끝나서 5년 평균보다 5 % 뒤쳐졌다. 

11월 중하순(11월 17일~11월 23일), 북동부 내륙은 소나기가 내려서 필요했던 

건조 해소가 이루어졌지만, 다른 많은 여름작물 생산 지역에서는 강우가 약해졌

다. 파라와 마란하오 서부에서부터 남쪽 및 약간 동쪽으로 미나스 게라이스를 지

나기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25mm에서부터 지역적으로는 100 mm 이상이었는데, 

콩과류와 기타 주요 여름철 작물들의 발아와 활착을 위해서 아주 필요했던 수분을 

상승시켜주고 있었다. 반면에, 마토 그로소 남부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는 조금 더 건조한 조건들 (강우 총량이 25 mm 미만)이 우세

했다. 철에 맞지 않게 뜨거운 날씨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C 높았고, 최고 

기온은 높은 섭씨 30도 대까지 올라감)가 건조를 동반하여 두류와 1차 작물 옥수

수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지만, 대부분의 작물들은 생식기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18일 현재 콩과 1차 작물 옥수수의 파종은 사실상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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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었고, 조금 더 일찍 파종된 작물은 생식기에 들어가고 있었다. 밀은 98 % 수

확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옥수수는 11월 21일 현재 84 % 파종되었다고 보

고되었는데, 5년 평균 속도 (87 %)보다 약간 뒤쳐진 것이었다. 콩은 평균 60 % 대

비 53 %였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밀 수확은 91 % 끝났는데 5년 평균치와 같은 

수치였다. 

11월 말(11월 24일~11월 30일), 계절 강우가 내린 범위는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대로 확대되었다. 마토 그로소와 바히아 서부에서부터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

나기까지 적당하거나 강한 비 (25∼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려서 콩, 

옥수수, 그리고 사탕수수와 커피를 포함한 기타 작물들에게 대체로 알맞은 수준의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하지만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의 낮 최고 온

도는 계속해서 낮거나 중간 정도의 섭씨 30도 대까지 올라갔고, 마토 그로소 남부 

인근은 짧은 기간의 폭염 (최고 기온이 높은 30도 대 및 낮은 40도 대)을 보이기도 

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차 작물 옥수수와 콩은 11월 25일 현재 각각 23과 

12 %가 생식 생장 및 종실 비대에 도달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11월 28일 

현재, 옥수수와 콩이 각각 86 %와 72 % 파종되었다. 옥수수는 42 %가 생식생장 

및 종실 비대 단계에 있었다. 한편,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밀이 98 % 수확되었

다. 유익한 비가 내렸던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예외적으로 북동부의 먼 내륙 지역 

(토칸틴스 북부, 피아우이, 마란하호)은 지난주에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린 

후에 계절을 벗어난 온난과 건조가 다시 시작되었다.  

▮ 2019년 12월

12월 초순(12월 1일~12월 7일),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역들에서는 계절 강우가 

계속되었다. 북부의 농업 지역에서는 마토 그로소와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서바히아까지 총 25에서 50 mm 이상 강우가 내렸으며, 먼 북동쪽 내

륙 (피아우이와 마란하오) 날씨가 다소 더 건조했다. 여름 더위 (낮 최고 온도가 

종종 섭씨 30도 대 중반까지 올라감) 때문에 콩과 기타 여름작물들의 수분 수요가 

높게 유지되었다. 미나스 게라이스 남쪽의 커피 지역에 폭우 (100 mm 이상)가 내

리기는 했지만, 브라질 남동부 (파라나에서부터 상 파울로까지)에서는 비슷한 양

의 강우가 기록되었는데, 사탕수수는 물론이고 옥수수와 콩에 도움이 되도록 사정

들을 개선해주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4일 현재 1차 파종 옥수수와 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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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45 %와 27 %가 생식생장 및 종실비대 기간에 도달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

는 덥고 다소 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12월 5일 현재 옥수수와 콩의 파종 비율

은 각각 88 % 및 83 %였고 옥수수의 50 %가 생식생장 및 종실 비대 단계에 있었

다. 

12월 초중순(12월 8일~12월 14일), 중앙 및 남브라질에서 대부분의 주요 생산 

지역은 적당하거나 심한 소나기가 내려서 콩과 1차 작물 옥수수에 대한 이른 철 전

망이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되었다. 마토 그로소와 토칸틴스에서부터 남쪽으로 파

라나까지, 동쪽으로 서바히아와 미나스 게라이스까지 뻗어 있는 지역에 내린 강우 

총량의 범위는 25에서 50 mm를 넘는 수치의 사이에 있었다. 비 (25 mm 이상의)

가 북동부 농업지대 (피아우이와 마란하오)에까지 이르렀다. 앞서 언급한 지역들

에서 여름 더위 (수일간 낮 최고 기온이 섭씨 중간 30도 대에 도달함)가 여름작물

의 생육 속도를 빠르게 유지시켜주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9일 현재 생

식생장부터 종실비대기 사이에 있었던 1차 작물 옥수수와 콩은 각각 57 % 및 37 

%였다. 한편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여전히 덥지만 보다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

다. 옥수수와 콩은 둘 다 12월 12일 현재 90 % 파종되었고, 약 60 %의 옥수수는 

생식생장 및 종실 비대기에 도달했다. 

12월 중순(12월 15일~12월 21일), 중브라질과 남브라질의 핵심 생산 지역에 적

당하거나 강한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콩과 다른 주요 계절 여름작물들에게 

전반적으로 양호한 조건들을 유지해주었다. 마토 그로소와 토칸틴스에서부터 남

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 동쪽으로는 미나 게라이스와 리오 데 자네이로

의 서쪽과 남쪽 구역에 내린 총강우량은 25∼50 mm였고, 지역적으로는 100 mm

를 넘어갔다. 하지만 북동부 내륙 (그중에서도 특히 서바이하 그리고 마란하오와 

피아우이에 있는 남부 농업 지대)은 조건들이 다시 좀 더 건조해져서 (강우량이 25 

mm 이하, 어떤 지점들에서는 5 mm 정도로 적게), 이번 철은 북동부 농업 지대에 

비가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 불규칙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

다. 낮 최고 온도가 섭씨 낮은 40도 대까지 올라가서 북동부에서 콩류 및 대체로 

영양생장 중인 다른 여름작물들에 대한 건조 피해를 악화시켰다. 마토 그로소에서 

보다 일찍 심었던 여름작물들은 영양생장 및 종실 비대기에 있는 것으로 보였는

데, 지역적으로 기온이 40°C에 도달하기도 했던 곳들에서 빠르게 성장이 촉진되

고 있었다. 더 남쪽에서는 몇 주간의 건조 후에 리오 그란데 도 술에 다시 비가 내

렸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12월 19일 현재, 옥수수와 콩이 각각 92 %와 94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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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되었고, 옥수수의 64 %가 생식생장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으며, 콩은 3 %가 

개화되었다. 이번 주 강한 비가 내리기 전에는 강우가 평년에 아주 근접하게 내렸

던 파라나에서는 12월 16일 현재, 1차 파종 옥수수와 콩의 각각 68 % 및 54 %가 

생식생장 및 종실비대기에 있었다. 

12월 말(12월 22일~12월 28일), 중부 및 남동부의 많은 농경지대에 유익한 비

가 내려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여름작물들에게 전반적으로 양호 조건들이 유지되

었으나, 남쪽에는 다시 건조 포켓이 형성되었다. 마토 그로소와 마토 그로소 도 술

에서부터 동쪽으로 상 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를 지나기까지 내린 총 강우량은 

25∼50 mm 이상이었다. 이 수분은 사탕수수, 커피 기타 작물들을 포함하여 생식

생장기부터 종실비대기 사이에 있는 콩과 1차 파종 옥수수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조건들을 유지해주었다. 여름 더위 (낮 최고 기온이 대체로 섭씨 낮은 또는 

중간 30도 대)로 작물의 수분 수요량은 여전히 높았지만, 작물의 성장 속도는 계

속 높았다. 하지만 먼 남쪽은 지난 주 유익한 비가 내린 이후에 날씨가 다시 좀 더 

건조해져서, 파라나 남부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10 mm 미만이었다. 건조와 함께 계절을 벗어난 더위가 찾아와서 낮 

최고 기온이 지점에 따라 40°C까지 올라가서, 여름작물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

지 않게 하려면 비와 기온이 다시 계절에 맞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보

고에 따르면, 12월 26일 현재 리오 그란데 도 술에 옥수수와 콩이 각각 92 % 및 

94 % 파종되었고, 옥수수의 70 %가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하였으며, 콩은 

9 % 개화되었다. 한편, 서바이하와 북고이아스에서부터 북쪽으로 마란하오를 지

나기까지 평년보다 더 따뜻하고 더 건조한 조건들 (강우 총량이 10∼25 mm, 낮 

최고 기온이 40°C까지 도달)이 계속되어, 미성숙한 여름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

을 더욱 제한하고 있었다. 

12월 말~1월 초순(12월 29일~1월 4일), 이 나라에서 보다 북쪽에 위치한 농경

지에는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와 여름 더위 덕분에 콩과 기타 여름작물들에게 좋

은 조건이 형성되었지만, 남부의 핵심 생산 지역에서는 건조가 계속되었다. 대부

분의 지역에서 강우가 매우 가변적이어서 유익한 소나기 (총 강우량은 25 mm 이

상, 많은 지역들은 50 mm 이상 기록)가 내리는 중에 건조 포켓들이 여기저기 산

재해 있었다. 중앙∼서부 지역 (마토 그로소, 고이아스, 마토 그로소 도 술)의 기

후 조건들은 일찍 심어서 종실 비대기에 있는 콩에게 대체로 유리했다. 북동부 (마

란하오에서 남쪽으로 서바이하를 지나기까지)에는 대체로 적당하거나 강한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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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양상을 보여주어서, 대개 재배 기간 중 적합하지 않게 내리는 강우 양상 때

문에 피해를 입곤 했던 만파 작물들에게 아주 필요했던 수분량을 상승시켜주었다. 

대조적으로, 남부의 몇몇 생산 지역은 여름작물이 생식기 및 종실 비대기에 있었

는데 계절을 벗어난 더위와 건조가 2주째 계속 발생하여 시기적으로 부적당했다. 

이 건조는 특히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우려가 되었는데 일부 작물이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도되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1월 2일 현재 옥수수와 콩은 각각 95 

% 및 99 % 파종되었고, 출현한 옥수수의 70 %가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

으며, 콩은 15 %가 개화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다. 

▮ 2020년 1월

1월 초순(1월 5일~1월 11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지역적으로는 심

하게 내린 소나기가 콩 및 기타 주요 여름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을 증가시켰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강우량이 총 25 mm를 넘어 섰으며, 수많은 지역에서 100 mm 

이상을 기록했다. 이 비는 특히 리오 그란데 도 술과 최근 건조와 폭염으로 고생했

던 다른 남부 농업 지역에서 환영을 받았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콩 파종은 1월 9일 현재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옥수수의 74 %가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고, 콩은 25 %가 개화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다. 그러

나 광범위한 비에도 불구하고, 낮 최고 기온은 앞서 언급한 남부 지역에서 때때로 

섭씨 30도 대 중반에 도달하여, 농작물의 수분 수요를 높게 유지했다. 한편, 파라

나에서는 1월 6일 현재, 1차 작물 옥수수의 80 % 이상이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들이 2차 작물 옥수수를 심기 시작하면서 마토 그

로소에 내린 비가 토양 수분을 대체로 유리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북동부 내륙에

서는 그 비가 폭염 및 건조기 이후에 콩의 활착에 필요한 조건들을 개선했다. 전통

적으로 따뜻한 북부 대두 지역에서 기온은 유익한 강우 덕분으로 대체로 30도 중

반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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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정곡)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44,676 317,998 10,311 11,485 306,781 97,702 3.23 

1986/1987 144,781 316,052 10,686 13,063 308,072 103,305 3.21 

1987/1988 141,434 315,125 10,452 11,572 312,050 105,260 3.29 

1988/1989 146,576 332,046 11,701 14,015 323,346 111,646 3.35 

1989/1990 147,816 345,312 10,589 11,484 335,459 120,604 3.45 

1990/1991 146,985 351,406 10,593 12,115 343,847 126,641 3.53 

1991/1992 147,564 353,294 12,028 14,453 350,833 126,677 3.54 

1992/1993 146,441 353,884 12,954 14,876 355,484 123,155 3.58 

1993/1994 145,309 354,660 16,138 15,837 359,190 118,926 3.62 

1994/1995 147,318 364,092 19,380 21,058 363,779 117,561 3.67 

1995/1996 148,320 368,693 18,127 19,820 366,500 118,061 3.69 

1996/1997 150,184 380,380 16,666 19,110 375,742 120,255 3.75 

1997/1998 151,725 387,370 24,232 26,646 377,493 127,718 3.79 

1998/1999 153,296 394,951 25,219 25,671 388,170 134,047 3.83 

1999/2000 155,845 409,289 20,263 22,843 397,657 143,099 3.91 

2000/2001 152,682 399,173 22,073 24,005 393,663 146,677 3.89 

2001/2002 151,626 399,405 25,969 27,020 412,096 132,935 3.92 

2002/2003 147,640 378,122 26,297 28,666 405,661 103,027 3.81 

2003/2004 149,505 392,500 25,012 27,464 411,396 81,679 3.92 

2004/2005 151,409 401,080 25,973 28,266 406,457 74,009 3.94 

2005/2006 154,228 418,107 26,537 29,665 412,480 76,508 4.04 

2006/2007 154,535 420,339 28,585 31,357 418,669 75,406 4.05 

2007/2008 154,928 434,337 30,025 31,472 426,900 81,396 4.16 

2008/2009 158,599 450,434 27,422 28,987 436,083 94,182 4.23 

2009/2010 155,940 440,966 28,256 31,361 435,468 96,575 4.21 

2010/2011 158,500 451,577 33,058 35,216 444,066 101,928 4.25 

2011/2012 160,191 469,667 35,505 39,956 455,303 111,841 4.37 

2012/2013 159,995 475,894 36,734 39,407 462,102 122,960 4.44 

2013/2014 162,355 481,280 38,725 43,057 472,237 127,671 4.42 

2014/2015 162,269 482,410 41,525 43,634 472,872 135,100 4.44 

2015/2016 160,284 476,738 38,327 40,446 467,297 142,422 4.43 

2016/2017 163,107 490,996 40,827 47,274 477,025 149,946 4.49 

2017/2018 162,958 494,797 46,700 47,237 481,568 162,638 4.56 

2018/2019
(추정치)

162,671 499,161 43,459 44,142 486,730 174,386 4.56 

2019/2020
(전망치)

161,286 496,666 43,097 45,590 491,508 177,051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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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229,788 494,802 80,505 82,452 482,825 178,435 2.15 

1986/1987 227,848 524,043 86,488 89,274 508,810 190,882 2.30 

1987/1988 220,038 498,674 112,247 111,565 531,449 158,789 2.27 

1988/1989 217,842 495,264 102,384 105,151 516,536 134,750 2.27 

1989/1990 226,298 533,110 98,797 103,419 526,654 136,584 2.36 

1990/1991 230,990 588,798 99,003 103,843 549,658 170,884 2.55 

1991/1992 222,783 543,437 108,361 109,948 551,450 161,284 2.44 

1992/1993 222,190 562,668 108,810 110,039 545,692 176,731 2.53 

1993/1994 221,030 558,555 98,561 103,717 547,467 182,663 2.53 

1994/1995 213,327 523,121 99,877 98,215 543,525 163,921 2.45 

1995/1996 216,712 537,498 97,188 99,197 543,624 155,786 2.48 

1996/1997 227,070 581,286 98,254 106,943 563,994 164,389 2.56 

1997/1998 226,370 610,176 103,533 104,400 575,783 197,915 2.70 

1998/1999 219,163 590,470 99,635 101,319 577,407 209,294 2.69 

1999/2000 212,644 587,450 106,718 113,435 580,955 209,072 2.76 

2000/2001 215,352 582,787 99,344 101,195 583,957 206,051 2.71 

2001/2002 214,225 583,871 106,234 105,783 587,076 203,297 2.73 

2002/2003 213,437 569,667 103,712 105,341 602,226 169,109 2.67 

2003/2004 207,925 555,689 101,107 108,519 581,474 135,912 2.67 

2004/2005 215,748 626,747 110,440 111,081 605,591 156,427 2.91 

2005/2006 217,512 618,828 111,572 117,394 616,153 153,280 2.85 

2006/2007 212,317 596,688 113,934 111,559 618,852 133,491 2.81 

2007/2008 216,923 612,228 113,496 116,390 614,350 128,475 2.82 

2008/2009 224,206 684,784 137,703 144,121 636,779 170,062 3.05 

2009/2010 225,779 688,180 133,605 136,764 651,005 204,078 3.05 

2010/2011 217,108 650,662 131,878 133,040 654,367 199,211 3.00 

2011/2012 221,248 698,705 150,559 157,644 691,413 199,418 3.16 

2012/2013 216,188 660,399 146,085 138,069 688,299 179,534 3.06 

2013/2014 220,014 716,600 158,760 165,925 691,263 197,706 3.26 

2014/2015 221,340 730,412 159,378 164,218 700,514 222,764 3.30 

2015/2016 224,013 738,144 169,411 172,575 712,891 244,853 3.30 

2016/2017 222,428 756,276 179,623 183,494 734,562 262,696 3.40 

2017/2018 218,614 762,884 180,028 182,465 740,086 283,057 3.49 

2018/2019
(추정치)

215,479 731,448 169,909 173,057 733,300 278,057 3.40 

2019/2020
(전망치)

217,194 764,391 178,194 181,066 751,499 288,077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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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30,821 478,821 53,470 55,302 417,464 177,678 3.66 

1986/1987 131,738 475,259 52,484 55,077 445,481 204,863 3.61 

1987/1988 126,710 450,722 57,323 59,128 456,081 197,674 3.56 

1988/1989 126,035 400,350 66,465 68,461 450,776 145,252 3.18 

1989/1990 127,232 461,517 73,603 72,176 475,330 132,866 3.63 

1990/1991 128,940 481,763 58,547 58,389 473,385 141,402 3.74 

1991/1992 132,419 492,711 63,107 62,053 494,112 141,055 3.72 

1992/1993 133,065 535,646 60,289 63,263 509,125 162,740 4.03 

1993/1994 130,678 475,859 56,973 58,861 507,267 129,444 3.64 

1994/1995 135,151 559,592 68,911 66,126 538,473 153,348 4.14 

1995/1996 135,001 516,694 65,702 70,422 532,036 133,286 3.83 

1996/1997 141,444 592,897 64,846 65,572 559,138 166,319 4.19 

1997/1998 136,217 574,161 63,206 63,347 573,137 167,202 4.22 

1998/1999 138,908 605,816 66,556 66,938 581,273 191,363 4.36 

1999/2000 138,794 608,076 70,859 75,541 600,350 194,407 4.38 

2000/2001 137,009 591,457 74,994 76,722 609,005 175,131 4.32 

2001/2002 137,045 601,716 71,546 74,579 622,446 151,368 4.39 

2002/2003 137,596 604,005 75,806 76,746 627,532 126,901 4.39 

2003/2004 141,517 627,757 76,963 77,135 649,784 104,702 4.44 

2004/2005 145,243 716,881 76,035 77,659 688,887 131,072 4.94 

2005/2006 144,958 700,163 80,196 80,971 707,012 123,448 4.83 

2006/2007 149,425 715,573 90,270 93,933 726,593 108,765 4.79 

2007/2008 160,809 798,689 98,287 98,917 781,318 125,506 4.97 

2008/2009 159,220 806,274 82,515 83,721 794,522 136,052 5.06 

2009/2010 158,812 834,060 90,488 96,618 832,327 131,655 5.25 

2010/2011 166,502 849,452 93,436 91,557 867,606 115,380 5.10 

2011/2012 175,854 910,293 100,601 116,948 886,008 123,318 5.18 

2012/2013 183,750 898,941 99,585 95,373 881,658 144,813 4.89 

2013/2014 187,999 1,027,011 124,766 131,407 950,658 214,525 5.46 

2014/2015 188,944 1,057,764 125,116 142,391 975,515 279,499 5.60 

2015/2016 187,934 1,015,045 139,222 120,150 1,001,707 311,909 5.40 

2016/2017 194,864 1,127,602 135,577 160,567 1,062,743 351,778 5.79 

2017/2018 192,123 1,079,914 149,930 148,188 1,092,141 341,293 5.62 

2018/2019
(추정치)

191,674 1,122,460 162,758 181,425 1,124,699 320,387 5.86 

2019/2020
(전망치)

192,172 1,110,835 167,415 165,637 1,135,192 297,808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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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51,991 97,003 27,325 26,061 92,635 23,602 1.87 

1986/1987 51,577 98,050 29,071 28,552 102,119 20,052 1.90 

1987/1988 54,054 103,650 28,143 30,114 101,095 20,636 1.92 

1988/1989 55,648 95,824 23,901 23,473 97,612 19,276 1.72 

1989/1990 58,355 107,192 26,562 27,350 104,130 21,550 1.84 

1990/1991 54,413 104,279 25,546 25,392 104,605 21,389 1.92 

1991/1992 54,938 107,285 28,220 28,098 109,244 19,470 1.95 

1992/1993 56,590 117,196 30,047 29,296 115,863 21,554 2.07 

1993/1994 60,254 117,569 28,178 27,729 120,789 18,783 1.95 

1994/1995 62,143 137,635 32,762 32,052 132,408 24,720 2.22 

1995/1996 61,056 124,683 32,462 31,656 131,671 18,538 2.04 

1996/1997 62,423 131,932 35,631 36,364 134,238 15,499 2.11 

1997/1998 68,522 157,945 38,164 39,320 145,300 26,988 2.31 

1998/1999 71,292 159,807 38,550 37,929 158,707 28,709 2.24 

1999/2000 71,872 160,298 45,522 45,708 158,761 30,060 2.23 

2000/2001 75,573 175,790 53,089 53,704 171,006 34,229 2.33 

2001/2002 79,616 184,919 54,357 52,745 183,678 37,082 2.32 

2002/2003 81,577 196,827 62,885 61,156 190,784 44,854 2.41 

2003/2004 88,509 186,479 54,037 55,936 189,043 40,391 2.11 

2004/2005 93,352 215,490 63,564 64,827 204,661 49,957 2.31 

2005/2006 93,036 220,778 64,100 63,637 215,833 55,365 2.37 

2006/2007 94,930 235,701 69,046 70,910 224,380 64,822 2.48 

2007/2008 91,101 219,227 78,682 78,702 229,666 54,363 2.41 

2008/2009 96,569 212,230 77,904 76,707 222,447 45,343 2.20 

2009/2010 102,752 260,971 87,510 92,063 239,160 62,601 2.54 

2010/2011 103,629 264,733 89,787 91,575 252,532 73,014 2.56 

2011/2012 103,145 240,832 94,552 91,774 259,193 57,431 2.34 

2012/2013 110,285 268,957 97,195 100,378 265,124 58,081 2.44 

2013/2014 112,911 283,199 113,068 112,737 277,801 63,810 2.51 

2014/2015 118,854 320,731 124,362 126,227 303,873 78,803 2.70 

2015/2016 120,736 316,569 133,346 132,552 316,247 79,919 2.62 

2016/2017 119,837 349,944 144,216 147,504 331,543 95,032 2.92 

2017/2018 124,477 341,994 153,265 153,065 338,333 98,893 2.75 

2018/2019
(추정치)

125,493 358,276 145,949 149,221 343,621 110,276 2.86 

2019/2020
(전망치)

122,734 337,704 147,951 149,148 350,111 96,672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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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대두박

▢ 아르헨티나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3,489 0 3,155 226 410
1986/1987 3,891 0 3,467 227 607
1987/1988 4,291 0 4,050 224 624
1988/1989 4,785 0 4,863 225 321
1989/1990 4,965 0 4,004 221 1,061
1990/1991 5,550 0 5,574 221 816
1991/1992 6,165 0 6,191 223 567
1992/1993 6,800 0 6,090 238 1,039
1993/1994 7,000 0 6,287 245 1,507
1994/1995 6,950 0 6,600 265 1,592
1995/1996 8,200 0 8,277 265 1,250
1996/1997 8,867 0 8,876 270 971
1997/1998 10,357 1 9,235 275 1,819
1998/1999 13,468 0 13,423 325 1,539
1999/2000 13,712 0 13,309 335 1,607
2000/2001 13,718 5 13,730 325 1,275
2001/2002 16,559 0 16,586 325 923
2002/2003 18,663 0 18,468 365 753
2003/2004 19,761 2 19,221 425 870
2004/2005 21,601 0 20,650 500 1,321
2005/2006 25,012 1 24,222 535 1,577
2006/2007 26,061 1 25,625 594 1,420
2007/2008 27,071 3 26,816 640 1,038
2008/2009 24,363 4 24,025 730 650
2009/2010 26,624 2 24,914 830 1,532
2010/2011 29,312 0 27,615 1,000 2,229
2011/2012 27,945 0 26,043 1,450 2,681
2012/2013 26,089 0 23,667 1,850 3,253
2013/2014 27,892 0 24,972 2,100 4,073
2014/2015 30,928 1 28,575 2,402 4,025
2015/2016 33,211 0 30,333 2,672 4,231
2016/2017 33,280 0 31,323 2,853 3,335
2017/2018 28,400 0 26,265 2,995 2,475
2018/2019

(추정치)
31,200 0 28,832 3,100 1,743

2019/2020
(전망치)

34,300 0 30,850 3,28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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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9,686 0 7,383 2,412 612

1986/1987 11,281 0 8,367 2,705 821

1987/1988 10,129 0 7,347 2,337 1,266

1988/1989 11,362 0 8,679 2,603 1,346

1989/1990 12,311 0 9,430 2,871 1,356

1990/1991 11,135 0 8,201 2,883 1,407

1991/1992 11,728 0 8,704 3,247 1,184

1992/1993 12,205 0 8,009 3,885 1,495

1993/1994 14,491 0 10,661 4,122 1,203

1994/1995 15,837 0 10,445 4,927 1,668

1995/1996 17,096 100 12,226 5,364 1,274

1996/1997 15,728 192 10,557 5,365 1,272

1997/1998 15,729 244 9,587 6,360 1,298

1998/1999 16,651 69 9,813 6,665 1,540

1999/2000 16,478 98 9,950 7,086 1,080

2000/2001 17,725 184 10,673 7,063 1,253

2001/2002 19,407 342 11,862 7,580 1,560

2002/2003 21,449 350 13,657 8,055 1,647

2003/2004 22,450 282 14,792 7,696 1,891

2004/2005 22,740 252 14,256 8,960 1,667

2005/2006 21,920 195 12,895 9,328 1,559

2006/2007 24,110 167 12,715 10,718 2,403

2007/2008 24,890 180 12,138 12,257 3,078

2008/2009 24,700 83 13,109 12,800 1,952

2009/2010 26,120 86 12,985 13,200 1,973

2010/2011 28,160 58 13,987 13,400 2,804

2011/2012 29,510 30 14,678 14,000 3,666

2012/2013 27,310 32 13,242 14,800 2,966

2013/2014 28,540 26 13,948 15,100 2,484

2014/2015 31,300 18 14,290 15,700 3,812

2015/2016 30,750 25 15,407 16,470 2,710

2016/2017 31,280 35 13,762 16,943 3,320

2017/2018 34,300 19 16,032 17,311 4,296

2018/2019
(추정치)

32,960 22 15,977 17,641 3,660

2019/2020
(전망치)

33,950 25 15,400 18,275 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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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22,635 0 5,476 17,318 192

1986/1987 25,182 0 6,618 18,539 217

1987/1988 25,455 0 6,191 19,342 139

1988/1989 22,628 16 4,937 17,689 157

1989/1990 25,146 33 4,914 20,133 289

1990/1991 25,696 45 5,110 20,661 259

1991/1992 27,062 63 6,442 20,733 209

1992/1993 27,546 86 5,804 21,851 186

1993/1994 27,682 68 4,972 22,828 136

1994/1995 30,182 64 6,205 23,974 203

1995/1996 29,508 91 5,524 24,085 193

1996/1997 31,035 108 6,451 24,694 191

1997/1998 34,633 60 8,722 25,964 198

1998/1999 34,285 101 6,979 27,305 300

1999/2000 34,102 65 6,912 27,289 266

2000/2001 35,730 50 7,335 28,363 348

2001/2002 36,552 134 7,271 29,545 218

2002/2003 34,649 157 5,728 29,096 200

2003/2004 32,953 259 4,690 28,531 191

2004/2005 36,936 134 6,659 30,446 156

2005/2006 37,416 128 7,301 30,114 285

2006/2007 39,037 142 7,987 31,166 311

2007/2008 38,359 128 8,384 30,147 267

2008/2009 35,473 80 7,708 27,899 213

2009/2010 37,836 145 10,125 27,795 274

2010/2011 35,608 163 8,238 27,489 318

2011/2012 37,217 196 8,845 28,614 272

2012/2013 36,174 222 10,111 26,308 249

2013/2014 36,909 347 10,504 26,774 227

2014/2015 40,880 302 11,891 29,282 236

2015/2016 40,525 358 10,843 30,037 239

2016/2017 40,630 313 10,505 30,314 363

2017/2018 44,657 438 12,715 32,239 504

2018/2019
(추정치)

44,279 620 12,296 32,742 365

2019/2020
(전망치)

44,904 454 11,975 33,385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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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712 0 450 262 0

1986/1987 628 0 450 178 0

1987/1988 600 0 360 240 0

1988/1989 1,100 0 890 210 0

1989/1990 1,285 0 950 335 0

1990/1991 1,890 0 1,420 470 0

1991/1992 1,785 0 1,180 605 0

1992/1993 2,250 0 2,005 245 0

1993/1994 2,880 0 2,200 680 0

1994/1995 2,200 0 1,580 620 0

1995/1996 3,200 0 2,600 490 110

1996/1997 2,920 0 2,450 580 0

1997/1998 3,800 0 2,600 1,200 0

1998/1999 4,295 0 2,800 1,325 170

1999/2000 3,520 0 2,571 1,090 29

2000/2001 3,600 7 2,097 1,305 234

2001/2002 3,520 14 2,175 1,260 333

2002/2003 2,720 3 1,295 1,575 186

2003/2004 4,480 2 3,272 1,270 126

2004/2005 4,000 13 2,573 1,290 276

2005/2006 5,680 3 5,035 835 89

2006/2007 5,200 3 4,433 805 54

2007/2008 6,640 5 5,856 810 33

2008/2009 6,480 8 4,217 1,920 384

2009/2010 6,240 7 3,527 2,540 564

2010/2011 7,480 8 5,169 2,775 108

2011/2012 8,240 7 4,877 3,320 158

2012/2013 8,640 7 4,943 3,530 332

2013/2014 6,960 7 3,252 3,640 407

2014/2015 6,160 7 1,521 4,500 553

2015/2016 4,400 46 409 4,460 130

2016/2017 7,200 11 2,019 4,675 647

2017/2018 6,160 11 1,863 4,740 215

2018/2019
(추정치)

7,680 50 2,200 5,280 465

2019/2020
(전망치)

6,400 50 1,450 5,35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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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11,407 18,012 177 29,419 886

2000/2001 13,310 17,776 253 30,910 809

2001/2002 14,243 20,011 332 33,657 1,074

2002/2003 13,123 20,633 346 33,594 890

2003/2004 11,221 22,128 399 32,982 858

2004/2005 11,408 22,019 533 32,893 859

2005/2006 10,904 22,947 714 33,126 870

2006/2007 11,693 22,362 544 33,525 856

2007/2008 11,808 24,619 422 35,432 1,429

2008/2009 10,223 21,153 464 31,836 505

2009/2010 9,950 20,879 471 30,359 504

2010/2011 9,741 21,877 609 30,842 671

2011/2012 9,164 20,872 884 29,342 481

2012/2013 10,033 16,941 536 26,742 177

2013/2014 10,349 18,140 296 28,042 328

2014/2015 11,416 19,623 362 30,142 863

2015/2016 11,811 19,213 304 30,692 891

2016/2017 11,376 18,794 334 30,242 485

2017/2018 11,811 18,354 395 30,042 213

2018/2019
(추정치)

12,759 18,699 374 30,892 405

2019/2020
(전망치)

12,561 19,000 350 31,192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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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유

▢ 아르헨티나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734 0 636 80 137

1986/1987 831 0 732 76 160

1987/1988 934 0 852 87 155

1988/1989 1,028 0 882 91 210

1989/1990 1,080 0 994 96 200

1990/1991 1,179 0 1,122 101 156

1991/1992 1,329 0 918 106 461

1992/1993 1,491 0 1,122 120 710

1993/1994 1,539 0 1,395 136 718

1994/1995 1,553 0 1,427 149 695

1995/1996 1,896 0 1,590 175 826

1996/1997 1,966 0 1,993 204 595

1997/1998 2,281 0 1,966 213 697

1998/1999 3,141 0 3,111 224 503

1999/2000 3,121 0 2,843 236 545

2000/2001 3,190 0 3,080 247 408

2001/2002 3,876 0 3,630 327 327

2002/2003 4,394 0 3,920 387 414

2003/2004 4,729 0 4,238 394 511

2004/2005 5,128 0 4,757 396 486

2005/2006 5,998 0 5,597 397 490

2006/2007 6,424 0 5,970 459 485

2007/2008 6,627 0 5,789 1,026 297

2008/2009 5,914 0 4,704 1,420 87

2009/2010 6,476 0 4,453 1,915 195

2010/2011 7,181 0 4,561 2,520 295

2011/2012 6,839 0 3,794 3,020 320

2012/2013 6,364 93 4,244 2,245 288

2013/2014 6,785 9 4,087 2,844 151

2014/2015 7,687 22 5,094 2,401 365

2015/2016 8,433 0 5,698 2,840 260

2016/2017 8,395 0 5,387 2,985 283

2017/2018 7,236 0 4,164 3,081 274

2018/2019
(추정치)

7,910 0 5,261 2,684 239

2019/2020
(전망치)

8,700 0 6,000 2,68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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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2,348 122 452 1,919 346

1986/1987 2,726 114 949 1,902 335

1987/1988 2,440 69 608 1,944 292

1988/1989 2,736 41 696 2,195 178

1989/1990 2,983 5 866 1,991 309

1990/1991 2,669 18 685 2,075 236

1991/1992 2,816 65 660 2,156 301

1992/1993 2,908 82 689 2,350 252

1993/1994 3,468 379 1,345 2,418 336

1994/1995 3,776 125 1,460 2,500 277

1995/1996 4,081 149 1,600 2,665 242

1996/1997 3,736 130 1,273 2,646 189

1997/1998 3,728 245 1,184 2,753 225

1998/1999 3,960 228 1,441 2,741 231

1999/2000 3,943 147 1,137 2,931 253

2000/2001 4,333 69 1,533 2,932 190

2001/2002 4,700 146 1,775 2,935 326

2002/2003 5,205 85 2,394 2,895 327

2003/2004 5,560 26 2,718 2,959 236

2004/2005 5,630 3 2,414 3,091 364

2005/2006 5,430 28 2,466 3,091 265

2006/2007 5,970 4 2,462 3,395 382

2007/2008 6,160 67 2,388 3,955 266

2008/2009 6,120 6 1,909 4,275 208

2009/2010 6,470 37 1,449 4,980 286

2010/2011 6,970 0 1,668 5,205 383

2011/2012 7,310 0 1,885 5,390 418

2012/2013 6,760 6 1,251 5,534 399

2013/2014 7,074 0 1,378 5,705 390

2014/2015 7,759 11 1,510 6,215 435

2015/2016 7,627 63 1,550 6,288 287

2016/2017 7,755 60 1,241 6,570 291

2017/2018 8,500 45 1,511 6,940 385

2018/2019
(추정치)

8,160 50 1,079 7,191 325

2019/2020
(전망치)

8,400 50 1,100 7,350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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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5,269 4 570 4,560 430

1986/1987 5,798 7 538 4,915 782

1987/1988 5,885 88 850 4,956 949

1988/1989 5,324 62 754 4,803 778

1989/1990 5,898 10 614 5,480 592

1990/1991 6,082 8 366 5,506 810

1991/1992 6,507 0 746 5,555 1,016

1992/1993 6,250 5 663 5,903 705

1993/1994 6,328 31 695 5,869 500

1994/1995 7,082 8 1,217 5,857 516

1995/1996 6,913 43 450 6,108 914

1996/1997 7,145 24 922 6,471 690

1997/1998 8,229 27 1,397 6,922 627

1998/1999 8,202 38 1,076 7,101 690

1999/2000 8,085 37 624 7,284 904

2000/2001 8,355 33 636 7,401 1,255

2001/2002 8,572 21 1,143 7,635 1,070

2002/2003 8,360 21 1,027 7,748 676

2003/2004 7,748 139 425 7,650 488

2004/2005 8,782 12 600 7,911 771

2005/2006 9,248 16 523 8,147 1,365

2006/2007 9,294 17 851 8,426 1,399

2007/2008 9,335 30 1,320 8,317 1,127

2008/2009 8,503 41 995 7,378 1,298

2009/2010 8,897 47 1,524 7,173 1,545

2010/2011 8,568 72 1,466 7,506 1,213

2011/2012 8,954 68 664 8,396 1,175

2012/2013 8,990 89 981 8,522 751

2013/2014 9,131 75 852 8,576 529

2014/2015 9,706 120 914 8,600 841

2015/2016 9,956 130 1,017 9,145 765

2016/2017 10,035 145 1,159 9,010 776

2017/2018 10,783 152 1,108 9,698 905

2018/2019
(추정치)

10,975 180 881 10,374 805

2019/2020
(전망치)

11,077 204 771 10,659 656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401

▢ 인도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160 256 0 466 160

1986/1987 142 363 0 445 220

1987/1988 132 419 0 621 150

1988/1989 247 30 0 407 20

1989/1990 290 30 0 340 0

1990/1991 425 20 0 445 0

1991/1992 400 65 0 425 40

1992/1993 500 42 0 562 20

1993/1994 650 41 0 711 0

1994/1995 495 60 0 555 0

1995/1996 712 60 0 772 0

1996/1997 657 49 0 706 0

1997/1998 859 236 0 1,095 0

1998/1999 972 833 0 1,805 0

1999/2000 792 587 0 1,300 79

2000/2001 810 1,085 19 1,750 205

2001/2002 792 1,215 4 2,000 208

2002/2003 612 1,159 5 1,850 124

2003/2004 1,008 689 5 1,700 116

2004/2005 900 1,554 11 2,400 159

2005/2006 1,278 1,453 13 2,650 227

2006/2007 1,170 1,249 8 2,450 188

2007/2008 1,494 621 16 2,100 187

2008/2009 1,458 892 2 2,300 235

2009/2010 1,404 1,354 1 2,750 242

2010/2011 1,683 817 0 2,550 192

2011/2012 1,854 1,190 10 2,900 326

2012/2013 1,944 1,081 0 3,000 351

2013/2014 1,566 1,804 1 3,350 370

2014/2015 1,386 2,815 3 4,100 468

2015/2016 990 4,269 3 5,250 474

2016/2017 1,620 3,534 1 5,150 477

2017/2018 1,386 2,984 7 4,720 120

2018/2019
(추정치)

1,730 3,100 7 4,810 133

2019/2020
(전망치)

1,440 3,500 6 4,95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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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2,567 84 954 1,702 227

2000/2001 3,033 29 889 2,186 214

2001/2002 3,245 62 894 2,336 291

2002/2003 2,990 30 711 2,345 255

2003/2004 2,557 67 557 2,142 180

2004/2005 2,599 182 526 2,214 221

2005/2006 2,512 719 273 2,925 254

2006/2007 2,694 978 244 3,412 270

2007/2008 2,720 1,038 335 3,205 488

2008/2009 2,350 795 398 2,797 438

2009/2010 2,290 547 386 2,760 129

2010/2011 2,343 906 463 2,400 515

2011/2012 2,204 386 742 2,050 313

2012/2013 2,413 322 1,011 1,850 187

2013/2014 2,489 329 766 1,990 249

2014/2015 2,746 253 1,010 2,040 198

2015/2016 2,841 325 915 2,285 164

2016/2017 2,736 285 819 2,205 161

2017/2018 2,841 284 902 2,225 159

2018/2019
(추정치)

3,069 416 787 2,455 402

2019/2020
(전망치)

3,021 350 950 2,455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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