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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우병 발생 향

  미국에서는 2003년 12월 25일 광우병 소 발생사실이 확인되었고, 단 한 

마리 소의 광우병 감염발표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이 미국으

로부터의 소 및 쇠고기 수입에 다양한 내용의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제한은 미국내 시장에 공급과잉을 초래하 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하던 일본, 한국, 멕시코 등에서는 공급부족을 야기하 다.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 필리핀, 폴란드는 월령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부

분의 쇠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

입하다가 수입금지하고 있는 일본 같은 일부 국가는 곤란을 겪고 있다. 

  광우병 발생이 없는 호주, 뉴질랜드 국가들은 이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들에 미국산 쇠고기와 같은 품질의 쇠고기를 대체할 만큼 공급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농후사료로 사육한 고급쇠고기를 

수출하던 주요 국가 으며, 다른 나라들은 주로 조사료로 사육하고 가공용

으로 사용되는 쇠고기를 수출하여 왔다.  

  

  미국은 광우병의 감염확대를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육류를 거래하던 국가들도 동일한 규정

을 적용 받고 있어 불만이 많다. 또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광우병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중이며, 만일 통과된다면 국제 쇠고기 

거래에 중요한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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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발생 직후 미국은 광우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

표하 다. 이러한 조치들은 특정위험부위(SRM)와 인간이나 가축에의 사용

이 금지된 쇠고기 부위의 신규 사용처를 새로 개척하는 추가비용 등 쇠고

기 생산단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국 생산자나 가공

업자 혹은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다.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가격 효과를 살펴보면, 광우병 발생이

후 소 가격은 4% (젖소), 15% (초이스 비육우) 정도 하락하 다. 그러나 광

우병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가 많아 2004년 1월 가격은 2003년 1월 가격

보다는 오히려 높은 편이다. 광우병 여파는 쇠고기 부산물에 크게 나타나

고 있는데, 광우병이전 쇠고기부산물 평균 가격은 22.0-22.9$/100kg 수준에

서 발생이후 18.26$로 약 20% 가량 하락하 다.     

  광우병 발생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악 향은 몇 가지 요인이 쇠고기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⑴ 미국의 쇠고기 시장은 역사적으로 주기적인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사육두수 감소 단계에 있어 공급이 적은 상황이었다. 1990년의 소 

사육두수가 9,880만 두의 낮은 수준에서 1996년 1월의 1억 350만 두를 정

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4년 1월 현재는 9,490만 두로서 아직 사육두

수 감소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소 사육두수의 감축과 날씨 등으로 

도체 중량이 예전보다 낮아 2003년의 쇠고기 생산은 2002년에 비해 3% 감

소하 으며, 특히 2003년 4분기의 쇠고기 생산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 

줄어들었다.

 

  ⑵ 고급육 및 농후 사료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수요로 말미암아 과

거에 비해 쇠고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하 다.

  ⑶ 미국은 광우병 발생 이전 쇠고기 생산의 9-10%정도만을 수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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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수출 중단으로 인한 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출 중단으

로 인한 국내 공급증가는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용이하게 흡수되었다. 

이는 생산량의 60% 정도가 수출되는 캐나다와는 다른 양상이다. 국내 공

급증가로 인해 2004년의 미국 내 일인당 쇠고기 소비는 BSE 발생전보다 

9% 증대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⑷ 미국 국민은 캐나다 국민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발생이후에도 쇠고기 

소비를 별로 줄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독일, 일본, 국에서의 광우병 

발생후 소비가 급감한 것과는 크게 다른 양상이다.. 

  요약하면, 미국 내에서의 광우병 발생은 특히 무역과 미국 소 및 쇠고기 

가격에 커다란 향을 가져왔다. 그러나 광우병은 미국 내 쇠고기 공급이 

부족하고, 쇠고기 가격이 매우 높을 때, 그리고 국내 수요가 높은 시기에 

발생하 고 이런 추세를 변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장기적으

로 볼 때 미국 내 쇠고기 관련 규정강화로 쇠고기 생산과 도축부문에 비용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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