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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4년도 농산물무역 전망

  미국이 2004년 5월 25일자로 발표한 ‘2004년도(이하 회계연도) 농산물무

역전망’에 의하면, 농산물수출은 615억 달러로 지난 1996년 최대 기록인 

598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번 수출실적은 지난 2월 전망

보다 25억 달러, 2003년 수준보다 53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2월 전망이후 

원예농산물 수출액은 7억 달러 증가했고, 옥수수는 4억 달러, 은 3억 달

러 증가했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소 부산물의 회복세에 힘입어 축산물 

수출액은 10억 달러 증가했다. 주요 벌크 품목의 수출량은 2월 전망보다 

300만 톤 증가한 1억 1,970만 톤에 달하며, 지난 1995년 이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사료곡물, 쌀, 면, 쇠고기, 원예농산물 등의 수출물량 증가 및 단가 상승 

전망에 따라 2004년 수출규모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호의적인 농산물 

수출전망은 유리한 환율의 움직임, 세계 경기호조, , 옥수수, 면화 수출

경쟁국의 경쟁력 감소, 중국의 꾸준한 유지종자 및 면화 수요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두 생산량 감소, 광우병(BSE) 관련 쇠고기 수출금지 

요인은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미국 농산물 수입은 2003년보다 58억 달러 증가한 5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원예농산물은 수입은 전체 농산물 수입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한편 2004년 농산물 무역수지는 2003년보다 5억 달

러 감소한 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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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경제전망

  2004년 미국과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10년보다 높은 

수준인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말 시작된 경기회복 이후, 

미국의 취업률(employment rate)은 처음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세계의 GDP 성장률이 지속가능한 성장률을 벗어나고 있다는 위험

이 내재하고 있다. 미국의 장기금리가 이미 상승했고, 추가 인상이 예상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산물수출에 대한 전망은 단기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1.1. 선진국 경제

  2004년 일본의 GDP 성장률은 4%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GDP 성장은 수출부문이 주도하고 있고, 주로 미국으로의 무역수지 흑자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막대한 은행업계의 부실채권을 어떻게 처

리하는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 미만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독일

의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미국의 꾸준한 성장세와 함께, 유로화의 급속한 

평가절상으로 인해서 유럽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다. EU 노동시장의 경

직성은 미래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표 1  미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10억 달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년 전망

2월 5월

수출

수입

49.1

37.3

50.7

38.9

52.7

39.0

53.3

41.0

56.2

45.7

59.0

49.5

61.5

51.5

무역수지 11.8 11.9 13.7 12.3 10.5 9.5 10.0
  

자료: 미국 농업부 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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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도국 경제

  미국의 경기회복세는 수출시장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상당

한 의미가 있다. 2004년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된다. 중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개도국의 성장률은 2003년 6%를 

넘어섰고, 2004년에는 보다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인다. 

  중국 경제가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과열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8%대의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2004년 6%를 넘어서는 등 향후에도 급속한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의 GDP 성장률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미는 미국의 경기회복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아

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등 주요 4대 남미 국가들의 성장률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이들 지역의 성장률은 대략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경기침체를 경험한 브라질의 2004년 성장률은 3%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4년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은 6%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근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절상 되기 시작했다. 빠른 시

일 이내에 평가절하가 될 경우 아르헨티나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멕시코 경제는 미국 경제와 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멕시코의 2004년 GDP 성장률은 4%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칠레 또한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소련과 동부유럽의 GDP 성장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

년 아프리카 지역의 GDP 성장률은 평균 4%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

만, 국가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짐바브웨는 정치 불안정으

로 인해서 장기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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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률

  달러는 지난 2002년 최대치를 경신한 이후 13% 평가절하 되었고, 이러

한 추세가 200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로 인해서 미국의 2004년 농산물 수출은 호조를 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 농산물 수출전망

  2004년 미국의 곡물과 사료 수출은 지난 2월 전망보다 9억 달러 증가하

고, 2003년 수출실적보다는 3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이후 이러한 낙관적인 수출전망은 , 옥수수, 쌀의 수출물량 증가와 옥수

수의 수출단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2004년  수출물량은 2003년 수준보다 600만 

톤 증가한 3,0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U, 러시아, 우크라이

나의 작황 악화로 인한 미국의 경쟁력 확보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에 힘입어 전년대비 수출가격이 상승하 다. 

  지난 2월 이후 2004년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전년대비 100만 톤 증가

한 5,200만 톤, 수출액은 전년대비 4억 달러 증가한 63억 달러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된다. 국내 수요와 수출 강세에 힘입어 수출단가 또한 상승하

다. 2004년 미국 쌀 수출은 중미, 카리브 해 연안국, 코스타리카, 쿠바, 도

미니카 공화국으로의 수출 강세에 힘입어 지난 2월 전망보다 50만 톤 증

가한 3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특히 아프리카로의 식량원도 또한 수출증대에 기여하 다. 최근 대다수 

쌀 수출국들은 공급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세계 쌀 가격을 인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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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미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호조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주

요 수출국인 남미의 조곡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지종자류 수출은 지난 2월 전망 수준과 유사한 109억 달러에 달할 것

으로 내다보인다. 반면 대두, 육류, 기름의 연평균 수출단가가 다소 조정되

었고, 수출량은 변화되지 않았다. 

  미국 대두류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지난 9년 이래 최

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2003/04년(유통연도)년 국내 생산이 12%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다. 남미와의 수출경쟁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유통연도 

2003/04년 중국의 대두 수입은 2,025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수

입의 대부분을 미국이 공급했다. 유지종자의 경우 국내공급 부족, 중국으

로부터의 수입 강세로 인해서 대두의 수출단가는 전년대비 30% 상승한 톤

당 295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미국의 대두 수출량은 10만 톤 증가한 300만 톤, 수출액은 1억 

달러 증가한 4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중국의 수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두의 수출이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면

화는 강세를 유지함에 따라 브라질, 인도, 서아프리카의 수확량 증대로 인

해 면화공급 또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4년 가축, 가금류, 낙농품 수출은 지난 2월 전망보다 10억 달러 증가

한 10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호의적인 전망은 쇠고기, 

부산물의 수출전망이 상승추세로 반전되었기 때문이다. 쇠고기의 평균 단

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쇠고기 수출은 멕시코로의 쇠고기 가공품의 

수출이 재개됨에 따라 7만5천 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일부 국가들

이 쇠고기 부산물, 가죽, 쇠기름 등에 대한 광우병(BSE) 관련 금수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초기 우려가 가시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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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품목의 꾸준한 교역 확대와 함께, 하락세의 2월 전망이 반전되었

다. 돼지고기의 수출은 67만 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미국 달러화의 

약세,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 수요 증대로 인해서 올해 미국의 돼지고기 수

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수출은 러시아로의 수출 감소, 국내

수요 증가, 조류독감으로 인한 일부 수입국들의 금수조치로 인해서 28만 5

천 톤 감소한 21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4년 원예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134억 달러로 6억 달

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4년 과일류(신선, 캔, 냉동, 저장)와 채소

류의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전체 원예농산물의 전년대비 

증가분 가운데 66.7%, 올해 전망의 상승세는 주로 견과류와 가공도가 높은 

기타 원예농산물의 수출단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아몬드와 호두의 수확량 증대, 외국의 수요 강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견과류의 수출액은 19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품목이 다양하여 평가하

기 다소 어렵지만, 가공도가 높은 기타 원예농산물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9% 상승한 ·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품목내에서 포도주, 

향유, 시설품목 등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플로리다의 감귤류의 작황 호조로 인해서 향유의 수출이 증가하고, 포도

주 수출 또한 국내 공급량 증대로 인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약세, 세계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전체 

원예농산물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체결국가, 특히 캐나다로의 수출이 강세를 유지하고, 유럽으로의 

수출이 활기를 띠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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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농산물 수출액 현황
단위: 10억 달러

2003 2004
2003

2004년 전망

10월-3월 2월 5월

곡물 및 사료 7.474 9.007 14.906 17.1 18

/ 가루 1.977 2.484 4.042 4.7 5

쌀 0.5 0.681 0.93 1.0 1.2

잡곡 2.615 3.291 5.18 6.6 7.0

옥수수 2.307 2.92 4.563 5.9 6.3

사료 1.354 1.365 2.596 2.4 2.4

유지종자류 6.932 8.268 10.201 10.9 10.9

대두 4.938 6.209 6.533 7.4 7.2

대두박 0.665 0.708 1.125 1.0 1.1

대두유 0.329 0.178 0.559 0.3 0.3

축산물 4.25 3.796 9.074 6.0 7.0

쇠고기/돼지고기/부산물 2.37 1.913 5.178 2.9 3.2

가죽/모피 0.863 0.874 1.79 1.5 1.8

가금류

가금육

0.994

0.653

1.238

0.84

2.105

1.37

2.6

1.8

2.5

1.7

낙농품 0.471 0.555 0.983 1.0 1.1

담배 0.611 0.669 0.999 1.1 1.1

면화 1.229 2.488 2.727 4.1 4.2

종자류 0.494 0.635 0.823 0.8 0.8

원예농산물 5.808 6.694 11.903 12.8 13.4

과일/조제품 1.673 1.878 3.55 3.9 3.9

채소/조제품 1.498 1.618 3.017 3.1 3.2

견과류/조제품 0.83 1.089 1.49 1.7 1.9

설탕류 1.195 1.207 2.467 2.6 2.6

벌크품목 9.893 13.338 20.294 24.8 25.6

총 수출액 29.458 34.559 56.187 59.0 61.5

  주：⑴ 잡곡은 옥수수, 보리, 사탕수수, 귀리, 호  등임.
      ⑵ 벌크품목은 , 옥수수, 쌀, 잡곡, 대두, 면화, 담배 등임.
자료：미국 농업부 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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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 농산물 수출량 현황
단위: 백만톤

2003 2004
2003

2004년 전망

10월-3월 2월 5월

10.938 15.094 24.434 29.0 30.5

가루 0.286 0.161 0.447 0.5 0.5

쌀 2.521 2.171 4.48 3.2 3.7

잡곡 22.972 27.748 46.345 56.9 57.8

  옥수수 20.418 24.769 41.037 51.0 52.0

사료 6.274 6.075 11.861 11.6 11.3

유지종자류 27.472 26.006 37.907 31.6 31.5

  대두 21.955 21.13 28.596 24.5 24.5

  대두박 3.319 2.672 5.455 3.9 3.9

  대두유 0.631 0.275 1.026 0.4 0.4

쇠고기/돼지고기/부산물 0.956 0.766 1.993 1.1 1.4

가금육 1.097 1.092 2.162 2.4 2.1

동물성유지 0.676 0.514 1.353 0.8 1.0

담배 0.093 0.102 0.15 0.2 0.2

면화 1.123 1.61 2.42 2.9 3.0

원예농산물 4.044 4.223 7.963 8.5 8.4

설탕류 0.605 0.594 1.272 1.4 1.3

벌크품목 59.602 67.855 106.425 116.7 119.7

총 수출량 79.057 86.156 142.787 150.1 152.7

  주：⑴ 잡곡은 옥수수, 보리, 사탕수수, 귀리, 호  등임.
      ⑵ 벌크품목은 , 옥수수, 쌀, 잡곡, 대두, 면화, 담배 등임.
자료：미국 농업부 경제연구소

3. 지역별 농산물 수출

  아시아나 서반구로의 미국 농산물 수출은 지난 2월 전망과 비교하여 상

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두드러진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과 북

미로의  수출이 미국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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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 아시아와 미주 지역은 미국의 원예 농산물과 옥수수, , 면화

를 보다 많이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8억 달러의 미국 농산물을 수

입할 것으로 내다보이는 캐나다는 계속해서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

이 될 것이며, 다음으로 멕시코와 일본은 87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할 것

으로 내다보인다. 

  멕시코와 캐나다로의 전년대비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의 수

출은 2004년 서반구로의 수출을 초과할 정도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옥수수 시장에서 중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 아프리카나 중동  시

장에서 유럽이나 흑해지역 국가의 경쟁력 약화가 수출을 증대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다.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평가절하가 세계 경기

회복에 기여한 것처럼 미국의 수출증대에도 기여하 다. 

  2월 전망 이후 최대 수출 증대를 보인 국가는 멕시코로 10억 달러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이후 옥수수 가격은 상승하고, 과 곡물 

가공품의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멕시코로의 대두와  수출은 

상향조정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채소류, 대두박, 가금육 수출은 2003년 수

준 이상이 될 것이다. 

  캐나다로의 수출은 2월 전망과 거의 변화가 없지만, 2003년 수출보다 6

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로의 2004년 미국 농산물 수출 증대

는 과일류, 견가류, 채소류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남미로의 미국 농

산물 수출은 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쌀, 옥수수, 대두, 면화, , 

채소류 등은 2004년 상반기 동안 최대의 수출 증가세를 보인 품목들이다. 

경기회복과 더불어 유리한 환율조건 등도 남미 지역의 수출 증대에 기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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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별 농산물 수출액 현황

단위: 10억 달러

국가/지역
2003 2004

2003
2003 

수출비중

2004년 전망

10월-3월 2월 5월

아시아(중동제외) 11.920 14.248 21.630 38.5 22.1 23.8

일본 4.575 4.697 8.840 15.7 7.8 8.7

중국 2.376 4.257 3.473 6.2 5.4 5.9

홍콩 0.540 0.545 1.060 1.9 1.1 1.0

대만 1.072 1.198 1.956 3.5 2.0 2.1

한국 1.385 1.517 2.732 4.9 2.1 2.6

동남아시아 1.670 1.710 2.929 5.2 3.0 2.9

인도네시아 0.520 0.580 0.909 1.6 1.0 1.0

필리핀 0.405 0.368 0.654 1.2 0.6 0.6

말레이시아 0.171 0.206 0.378 0.7 0.4 0.4

태국 0.391 0.385 0.622 1.1 0.6 0.6

남아시아 0.295 0.313 0.625 1.1 0.7 0.6

서반구 10.527 11.683 21.537 38.3 22.6 23.6

캐나다 4.367 4.665 9.115 16.2 9.9 9.8

멕시코 3.770 4.253 7.655 13.6 7.7 8.7

캐리비언 0.794 0.941 1.524 2.7 1.6 1.6

중미 0.691 0.742 1.347 2.4 1.4 1.4

남미 0.904 1.080 1.895 3.4 2.0 2.1

브라질 0.161 0.214 0.361 0.6 0.4 0.4

콜롬비아 0.285 0.328 0.523 0.9 0.5 0.6

베네수엘라 0.163 0.185 0.388 0.7 0.4 0.4

서유럽 3.896 4.243 6.469 11.5 7.0 6.7

유럽연합 3.679 4.103 6.117 10.9 6.7 6.5

동부중앙유럽 0.108 0.188 0.202 0.4 0.2 0.2

신흥독립국가 0.366 0.503 0.717 1.3 0.8 0.7

러시아 0.249 0.340 0.501 0.9 0.6 0.5

중동 1.178 1.541 2.381 4.2 2.6 2.7

터키 0.375 0.472 0.857 1.5 1.0 1.0

사우디아라비아 0.159 0.189 0.320 0.6 0.3 0.4

아프리카 1.049 1.713 2.285 4.1 2.8 2.9

북아프리카 0.559 1.058 1.224 2.2 1.7 1.7

이집트 0.366 0.649 0.857 1.5 1.2 1.2

사하라이남아프리카 0.491 0.656 1.061 1.9 1.1 1.2

오세아니아 0.281 0.302 0.785 1.4 0.7 0.7

기타 0.133 0.137 0.181 0.3 0.2 0.2

세계 전체 29.458 34.559 56.187 100.0 59.0 61.5
자료: 미국 농업부 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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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 2월 전망과 비교하여 상당히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올해 미국 쇠고기에 대한 일본의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

하고, 일본에 대한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2003년 수준과는 비슷하지만, 2

월 전망보다 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옥수수 수출이나, 대두의 수출은 수입육을 대체하기 위한 국내 육류 생산

에 필요한 사료용 곡물 수요 증대로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신선 가일, 견과류, 쌀 수출은 확실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 대

한 수출은 2월 이후 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예외적인 경

제성장, 소득증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올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 옥수수, 대두 수출은 사상 최대 수준을 기

록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과 옥수수 수출은 계속되는 반면, 올 

유통연도 미국 대두 운송은 회계연도 상반기에 완료되었다. 그 이후 중국 

대두 시장은 남미가 차지하 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옥수수 수출이 제한

됨에 따라 미국의 수출기회가 확대되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옥수수 수

출은 지난 2월 이후 증가했고, 농산물 수출은 지난해 전망과 비교하여 5억 

달러 증가했다. 최근 한국에 대한 주요 옥수수 수출국은 중국이었다. , 

대두, 면화 수출 또한 2월 전망과 비교하여 증가했다. 그러나 홍콩에 대한 

가금육 수출은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있다. 

  EU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지난 2월 전망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러한 수출 감소세는 EU의 올해 최대 수입 농산물인 대두의 수입

이 완료된데 그 원인이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옥수수 수출 증대에 

힘입어 2월 전망보다 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아프리카

는 흑해지역에서 옥수수와 을 수입했지만, 올해 이들 지역의 수출 경쟁

력이 약화되었다. 아프리카로의 수출 증가세는 이들 지역의 경기회복이 주

요 요인으로 작용하 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옥수수, 보

리, 쌀, 종자류의 수출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이 시장에 대한 농산물 



- 12 -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동 지역으로의 미국 수출 전망이 밝

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약 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로의 가금육 수출은 미국의 육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

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4. 농산물 수입

  2003년 10월부터 2004년 3월 동안 고부가가치 식품 및 농산물 수입 급

증으로 인해서 2004년 미국의 농산물 수입전망은 지난 2월 전망보다 20억 

달러(13% 상승) 증가한 515억 달러로 증가했다. 장기적으로 수입은 인구증

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 저렴한 과일 및 채소류의 수요증

대 등의 요인에 의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 동안의 추세를 감안할 때, 원예농산물은 수입증가분의 50%를 

차지한다. 특히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진 품목은 적색육, 포도주, 맥주, 채

소류, 유지류(주로 식물성기름), 커피, 코코아, 고무류 등 열대성 농산물 등

이고, 2003년 이후 연평균 7억 달러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들 품목의 수입액은 지난 2월 전망보다 10억 달러 정도 증가했고, 전년

대비 2004년 미국의 농산물 수입 증가분인 58억 달러 가운데 64%를 차지

하고 있다. 증가분의 75% 정도인 44억 달러는 가공식품 수입이 차지했다. 

  현재 가공식품이 미국 총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55%

에서 64%로 증가했다. 커피, 코코아, 고무류의 수입액증가는 주로 수입단

가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으며, 지난 전망보다 4억 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

데 코코아 수입액은 특히 전년대비 수입물량이 22%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코릿과 코코아 가공품 수입액은 2월 전망과 비교하여 약 2억 달러 증가

할 것이다. 카카오 열매 가격이 2002∼2003년보다 하락했지만, 수요가 공

급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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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국 농산물 수입액 현황
단위: 10억 달러

2003 2004
2003

2004년 전망

10월-3월 2월 5월

축산물 4.612 4.991 8.591 8.4 9.0

산동물(가금류 제외) 1.101 0.737 1.672 0.9 0.9

적색육/가공품 2.073 2.631 4.021 4.5 4.8

쇠고기 1.292 1.649 2.392 2.8 2.8

돼지고기 0.546 0.630 1.150 1.2 1.3

낙농품 0.904 1.065 1.865 1.9 2.2

곡물/사료 1.960 2.074 3.911 4.3 4.1

곡물 0.344 0.319 0.666 0.7 0.6

곡물가공품 1.327 1.473 2.706 3.0 3.0

원예농산물 9.885 11.537 20.195 22.4 23.0

바나나 0.574 0.548 1.164 1.2 1.1

과일(신선/냉동) 1.364 1.544 2.523 2.7 2.7

과일(조제품)/주스 0.794 0.851 1.686 1.9 1.9

견과류/조제품 0.366 0.449 0.724 0.8 0.9

채소(신선/냉동) 2.095 2.356 3.701 4.0 4.1

채소 조제품 1.233 1.368 2.500 2.7 2.8

포도주 1.515 1.619 3.184 3.5 3.5

맥주류 1.146 1.266 2.591 2.7 3.0

절화류 0.607 0.694 1.216 1.3 1.4

향유 0.191 0.840 0.906 1.6 1.6

담배 0.291 0.395 0.670 0.6 0.9

유지종자/가공품 0.957 1.239 2.002 2.7 2.6

설탕류 0.960 1.031 2.112 2.3 2.3

커피/가공품 0.929 0.969 1.949 2.1 2.1

코코아/가공품 1.154 1.373 2.266 2.4 2.6

고무류 0.490 0.602 1.032 1.1 1.3

차/양념류 0.659 0.803 1.455 1.6 1.8

무알콜음료 0.669 0.773 1.494 1.6 1.7

총 수입액 22.565 25.787 45.679 49.5 51.5

자료: 미국 농업부 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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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미국 농산물 수입량 현황

단위: 백만톤

2003 2004
2003

2004년 전망

10월-3월 2월 5월

포도주 3.046 3.047 6.187 6.8 6.2

맥주류 11.980 12.713 26.988 27.2 28.6

생우/송아지 1.475 0.879 2.027 1.3 1.3

적색육 0.791 0.850 1.526 1.7 1.7

치즈/카세인 0.161 0.167 0.320 0.4 0.3

곡물 2.040 1.748 3.969 4.0 3.7

사료 0.710 0.543 1.260 1.3 1.0

과일(신선/냉동) 1.935 1.937 3.596 3.8 3.6

바나나 2.078 2.012 4.219 4.3 4.1

채소(신선/냉동) 2.735 2.770 4.732 5.0 4.8

식물성유지 0.913 0.984 1.839 2.0 2.0

설탕류 1.052 1.202 2.310 - 2.6

커피/가공품 0.684 0.633 1.332 1.5 1.2

코코아/가공품 0.508 0.618 0.975 1.1 1.1

자료: 미국 농업부 경제연구소

  고무류의 수입단가가 2003년 상반기보다 35% 상승하 고, 커피의 수입

단가는 2003년보다 13% 상승하 다. 이들 품목에 대한 세계수요의 회복이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내다보인다. 가공품을 포함한 원예

농산물 수입은 2003년보다 28억 달러, 2월 전망보다는 6억 달러 증가한 

2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일, 채소류, 견과류의 수입 증대가 두드러졌다. 바나나 가격이 회

복추세에 있을지라도, 최근 수요량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과일

류 가운데, 포도, 메론, 아보카도, 파인애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과일류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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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류 수입액도 수입량 증가와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증가하고, 감자, 

고추, 오이, 양파, 올리브 등의 품목 또한 수입액이 증가할 것이다. 신선/냉

동 과일 및 채소류 수입단가는 멕시코와 캐나다 등지에서의 온실재배로 

인한 비용 상승과 품질향상으로 인해 2002년 이후 상승추세를 유지해 오

고 있다. 이 밖에 포도주, 맥주, 절화류, 묘목, 향유 등의 수입은 2003년보

다 16억 달러, 2월 전망보다 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유 수입은 아일랜드로부터 전례 없는 수입급증으로 인해서 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포도주와 맥주 수입액은 수입량과 수입단가 상

승에 의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맥주 음료의 수입액은 주로 유럽과 멕

시코 맥주의 수입증가로 인해서 약 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 

과자류, 양념류, 무알코 음료의 수입액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6

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스킷 등 곡물 가공품은 캐나다와 EU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서 

2003년 보다 약 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캐나다로부터의 생우 

수입금지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우루과이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가격 상승

으로 인해서 쇠고기 수입액은 약 4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 

  총 적색육 및 가공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8억 달러 증가했고, 지난 2월 

전망보다는 3억 달러 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로 캐나다로부터의 돼지

고기와 생돈 수입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적색육 가운데 양

고기, 염소고기 등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낙농품을 포함한 축산

물의 수입수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입액은 2003년보다 4

억 달러 증가, 2월 전망보다 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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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역별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10억 달러

2003 2004
2003

2003년 

수입비중

2004년 전망

10월-3월 2월 5월

서반구 12.364 13.338 23.996 52.5 25.7 25.2

캐나다 5.270 5.415 10.269 22.5 10.6 10.4

멕시코 3.138 3.687 5.995 13.1 6.6 6.7

남미 2.790 3.042 5.248 11.5 5.8 5.6

브라질 0.714 0.757 1.466 3.2 1.7 1.6

콜롬비아 0.534 0.571 1.031 2.3 1.1 1.1

칠레 0.758 0.834 1.200 2.6 1.3 1.3

기타 0.784 0.880 1.550 3.4 1.7 1.7

중미 1.020 1.037 2.107 4.6 2.3 2.1

코스타리카 0.390 0.415 0.845 1.9 0.9 0.9

캐리비언연안국 0.145 0.156 0.377 0.8 0.4 0.4

서유럽 4.699 5.913 10.226 22.4 11.2 12.9

유럽연합 4.590 5.781 9.993 21.9 11.0 12.6

동유럽 0.192 0.189 0.343 0.8 0.4 0.3

신생독립국가 0.043 0.044 0.080 0.2 0.1 0.1

아시아(중동제외) 2.806 3.397 5.980 13.1 6.7 7.2

중국 0.552 0.734 1.184 2.6 1.4 1.6

기타 동아시아 0.396 0.429 0.768 1.7 0.8 0.8

동남아시아 1.489 1.835 3.263 7.1 3.7 4.0

인도네시아 0.514 0.669 1.158 2.5 1.2 1.5

태국 0.400 0.466 0.887 1.9 1.0 1.0

남아시아 0.370 0.399 0.764 1.7 0.8 0.8

인도 0.336 0.363 0.692 1.5 0.7 0.7

오세아니아 1.501 1.868 3.319 7.3 3.4 4.0

호주 0.919 1.132 1.976 4.3 2.1 2.4

뉴질랜드 0.553 0.695 1.287 2.8 1.3 1.6

아프리카 0.671 0.702 1.196 2.6 1.4 1.3

코트디브아르 0.333 0.280 0.440 1.0 0.5 0.4

중동 0.291 0.336 0.539 1.2 0.6 0.6

터키 0.157 0.192 0.313 0.7 0.3 0.4

세계 전체 22.565 25.787 45.679 100.0 49.5 51.5

자료: 미국 농업부 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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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농산물 수입

  2004년 전년대비 농산물 수입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EU로 26억 

달러 증가했고, 다음으로 멕시코 7억 달러, 오스트리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각각 4억 달러 증가했다. 2월 전망보다 수입액은 EU가 16억 달러, 호

주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의 농산

물 수입의 52%, 남미 농산물 수입의 53%가 10월과 다음해 3월에 이루어

졌다. 

  2004년 멕시코는 신선 과일류와 채소류의 수입을 2억3천만 달러 증가하

고, 캐나다로부터의 수입다변화에 따라 2월 이후 생우와 쇠고기의 수입이 

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한 멕시코 맥주와 무알콜 음료의 

수입이 약 9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향유는 6억 달러 이사, 치즈, 포도주, 맥주, 올리브유 등은 2억 8천

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스트리아 쇠고기가 2004년 상반기

에 추가적으로 1억2천4백만 달러 증가했다.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지금까지 고무류, 커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 USDA. ERS. 2004)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