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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4년 6월 쌀시장 동향

  중국 남경 양곡홈페이지(南京糧網)에서는 2004년 7월 8일 중국의 6월 쌀

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 다.

  2004년 6월 중국의 쌀 시장은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양곡도매시장 표준 1등급 조생장립종 쌀 평균가격은 톤당 2,435위안(元)으

로 지난달에 비해 1.7% 하락하 으며, 표준 1등급 만생장립종 쌀 평균가격

은 2,515위안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安微省 芜湖 쌀도매시장 표준 1등급 조생장립종 쌀

은 톤당 2,280위안으로 지난달에 비해 1.6% 상승하 으며, 표준 1등급 만

생종쌀 평균가격은 2,443위안으로 지난달에 비해 0.7% 하락하 다. 또, 江

西省 양곡도매시장은 표준 1등급 조생장립종 쌀이 2,395위안으로 지난달에 

비해 2.4% 하락하 으며, 표준 1등급 만생종 쌀은 평균 2,530위안으로 지

난달에 비해서 2.1% 하락하 다. 쌀 가격의 주요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계절성 비수기에 임박하여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대부

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기 때문에 집단소비가 감소하 으며, 또한 하절기 

쌀은 저장성이 낮아 가정에서 소량씩 구입함에 따라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둘째, 조생종 쌀의 증산 예상으로 향후 가격은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내 조생종 쌀 수확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수매가격과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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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격 추세가 관심이 되고 있다. 혹자는 현재 재고량이 충분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다면 향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혹자는 조생종 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나 전체 공급

량은 한계가 있고, 또한 중만생종 쌀의 수확시기가 늦어진다면 변수가 비

교적 많아 향후 쌀 가격은 오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조생종 쌀

이 예년과는 달리 증산으로 회복된다면 가격상승은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셋째, 부분적으로는 재해도 있었으나 기상조건은 전체적으로 양호하

다. 華南, 華中과 동북지역은 보편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가뭄을 해결하

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재해도 발생하 다. 각 지역에서 병충해가 

심한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생육이 양호하여 증산이 예상되고 있다.

  넷째, 국제 쌀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될 전망이다. 국제 주요 쌀 

수출국의 상황은 수확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격등락이 없고 교역이 비교

적 적은 편이다. 세계 쌀은 최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중국 쌀

은 전년까지 계속해서 감산되는 한편, 미국, 태국 등 주요 수출국들의 쌀은 

식부면적이 대폭 증가하 다. 

  그러나 금년도 중국의 쌀 생산은 증산으로 회복될 전망이어서 중국의 

쌀 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므로 이로 인해 국제공급량은 늘어나 국제 쌀 가

격의 상승을 억제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제 쌀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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