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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5년도 축산업 전망

  2003년 12월 발생한 BSE의 향으로 미국은 중요한 쇠고기 수출 시장을 

잃었고, 2004년 초에 발생한 AI의 향으로 가금류 수출에 제약을 받게 되

었다. 또한 양돈산업의 높은 수익으로 인하여 양돈업자들이 생산량을 늘려 

돼지고기 공급량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육류 공급이 크게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소 가격은 2003년 수준보다 높았고, 육계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이었다. 또한 돼지가격은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 다. 

  2005년은 희망차게 시작되었다. 육류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육류 공급 증가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또한 곡물가격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여러 해 지속된 미 서

부의 가뭄이 해소되고 있다. 생산자들은 수익 향상에 따라 반응하고 있다. 

돼지와 가금류 생산자들은 현재 이들 산업의 호전된 수익성에 반응하여 

생산량을 완만하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소 사육 부문도 흑자를 기

록하고 있으며, 미 서부의 가뭄이 해소되면서 소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회

복기로 접어들었다. 

1. 소 사육두수 증가세로 반전 

  8년간의 감소추세에서 미국의 소 사육두수는 회복기로 접어들었다. 2005

년 1월 소와 송아지 사육두수가 전년에 비해 1% 증가한 9,580만두로 추정

하 다. 번식에 가담하는 암소의 숫자는 전년에 비해 4%, 송아지 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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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 다. 그러나 2004년의 송아지 생산은 전년에 비

해 1% 감소하 고, 이것은 1951년 이후 가장 부진한 기록이었다. 이는 향

후 비육우로 입식될 후보우의 숫자가 적어짐을 의미한다. 

  소 사육을 위한 여건이 향상되면서 사육두수 증가를 위한 조건이 좋아

졌다. 지난 몇 년간 송아지 생산농가는 흑자를 누려왔고, 미 서부의 목초지 

상태가 양호해졌다. 미국 농업부(USDA) 국립농업통계(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에 따르면 미국의 목초지 중 불량과 매우 불량 등급의 비

율이 2003년 10월 39%에서 2004년 10월 22%로 감소하 다. 

  사육여건의 향상으로 인하여 2005년 1월 어린 곡초로 방목하는 가축의 

수가, 조사된 3개 주에서, 전년에 비해 7% 증가하 다. 옥수수 가격은 작

년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송아지 가격은 cwt(약 

45.36kg)당 90달러로 전망된다. 이 가격은 작년보다는 낮지만 90년대 중반

이나 2000년대 초반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비육우 사육두수는 2005년 1월에 큰 폭으로 감소하 다. 비육우를 제외

한 사육두수가 2%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번식을 위한 암소의 보유기간

이 늘어나면서 비육우로 입식되는 숫자는 감소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비육

장이 수출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육우 입식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캐나다로부터의 비육우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산 

비육우 수입은 비육 전 단계에 있는 소 두수보다 비육우 두수가 더 많은 

수를 유지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미국에서 비육된 비육우 출하는 2004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전

망이다. 또한 30개월령 미만의 캐나다산 소의 수입재개로 비육우의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2003년 4월 미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이후 캐나다의 소 

사육두수는 증가하 다. 미국의 가공업자들은 그 동안 처리능력보다 적은 

작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캐나다의 도축능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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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의 소를 적극적으로 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소와 수소의 도축

이 증가하고 도축중량도 증가하여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가공용 암소도축은 전년보다 15% 감소한 520만두 고 

2005년에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쇠고기 생산은 전년에 

비해 4~5% 증가한 257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비육우 평균가격은 2004년 cwt당 84.75달러를 기록하 고, 2005년 cwt당 

80~85달러로 전망된다. 겨울의 기후 때문에 올해 들어 가격이 의외로 강세

를 보이고 있으나, 소 수입이 재개되고 미국내 쇠고기 생산량이 늘어나면

서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캐나다산 소의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의 가공업자들의 작업물량은 2002년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소비자 가격은 공급물량의 증가로 하락할 전망이다. 소비자 가격은 

파운드 당 3.8달러로 예상되어 2004년의 4.07달러에 비해 하락할 전망이다. 

  2004년 미국은 많은 나라로 수출을 재개하 지만 중요한 아시아 시장은 

열리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과의 쇠고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출재개

에 대한 확정된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다. 

표 1  쇠고기 수급 전망

자료: USDA Baseline Projections, February 2005.

2003 2004 2005 2006 2009 2011 2014

공

급

전년이월 (mil. lbs) 691 518 625 575 575 575 575

생   산 (mil. lbs) 26,339 24,599 24,876 24,909 26,559 27,216 28,042

수   입 (mil. lbs) 3,006 3,551 3,660 3,682 3,472 3,250 3,100

계 (mil. lbs) 30,036 28,668 29,161 29,166 30,606 31,041 31,717

수

요

소   비 (mil. lbs) 26,999 27,600 27,966 27,909 29,123 29,266 29,316

수   출 (mil. lbs) 2,519 443 620 682 908 1,200 1,826

차년이월 (mil. lbs) 518 625 575 575 575 575 575

1인당 소비

(정육기준)
(pounds) 64.8 65.7 66.0 65.2 66.2 65.3 63.7

산지가격 ($/cwt) 79.97 83.22 83.91 85.63 82.86 82.30 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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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BSE와 관련한 도축규정이 일본의 요구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는 과

정도 남아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어느 정도 지속될

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USDA는 수출전망에서 수입금지조치는 해당 국가의 

의사에 따라 지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기술하 다. 그래서 2005년 쇠고

기 수출은 6억 4,000만 파운드로 예상하 다. 가격이 낮고 환율 여건도 유

리해지면서 현재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국가들로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미국의 쇠고기 수입은 37.4억 파운드로 2004년에 비해 2% 증가

할 전망이다. 2004년 호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은 전년에 비해 약간 적었

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한 한국과 일본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

이 급증하 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상황도 비슷하다. 뉴질랜드 역시 한국, 

일본, 대만으로의 수출을 증가시켰다. 미국은 캐나다와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을 크게 늘렸다. 

  두 나라 모두 쇠고기 생산량이 많았고 미국 내의 가격이 높았기 때문이

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수출시장이 제한적이어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크게 

증가시켰다. 2005년 미국내 가공용 쇠고기의 공급이 부족하여 수입량이 증

가할 전망이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이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되더라

도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개월령 미만 소

의 수입이 재개되면 캐나다내의 초과공급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캐

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돼지고기 생산량 기록적인 수준

  지난해 양돈산업의 수익성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돈업자들은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 2004년 12월 돼지 사육두수는 6,050만두로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 다. 모돈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모돈수는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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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감소하 다. 지난 12월 보고서의 발표에 의하면 생산자들은 12~4월 사

이에 전년과 동일한 모돈을 유지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만약에 생

산자들이 현재의 확장국면을 유지한다면 돼지 생산은 전년에 비해 1% 증

가할 전망이다. 

  2005년 돼지 도축두수는 미국내 사육두수 증가와 캐나다로부터 수입감

소의 향으로 완만히 증가할 전망이다. 2004년 수입은 850만두로 수입량

의 3분의 2는 생체중량 110파운드 이하 다. 그러나 캐나다산 돼지에 부과

된 반덤핑관세와 캐나다의 양돈산업 성장 지체로 2005년 수입량은 820만

두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보조금, 덤핑, 산업피해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관세의 변화는 2005년 수입량에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돼지고기 생산량은 207억 

파운드로 2004년 205억 파운드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다. 

  2004년 돼지가격은 생체기준으로 cwt당 52.51달러로 2003년에 비해 33% 

상승하여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 다. 돼지고기 생산이 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강한 수요와 기록적인 수출

로 인하여 돼지가격이 높았다. 2005년 1분기 가격은 cwt당 51~53달러로 전

망된다. 그러나 돼지고기 가격은 2분기까지 상승하다 하반기에는 쇠고기와 

가금육의 생산증가로 하락할 전망이다. 2005년 돼지가격은 cwt당 47~50달

러로 전망된다. 

  2005년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파운드당 2.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

로 전망된다. 2004년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은 파운드당 2.8달러로, 최고치

를 기록하 던 여름에 비해 하락하 으나 2005년 상반기의 가격은 전년보

다 높을 전망이다. 그러나 쇠고기와 가금육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은 하반기부터 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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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돼지고기 수출은 5% 증가한 22억 9,000 파운드로 전망된다. 2004

년 돼지고기 수출은 주요 시장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 27% 

증가하 다. 아시아 시장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증가한 것은 이들 나라가 

쇠고기와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었기 때문이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로 수

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 다. 경제 성장과 환율조건이 좋아지면서 이 지역

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 다. 2005년에도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수

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2004년의 두 자리 수 수출 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 수요로 인한 해외 수요 증가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에 수출증가율은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2004년 돼지고기 수입은 전년에 비해 7% 감소하 으나 2005년에는 9% 

증가할 전망이다. 캐나다산 생돈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만, 돼지고기

는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그러므로 캐나다의 가공업자들은 작업물량을 

늘려 미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돼지고기 수급 전망

자료: USDA Baseline Projections, February 2005.

2003 2004 2005 2006 2009 2011 2014

공

급

전년이월 (mil. lbs) 533 532 510 520 520 520 520

생   산 (mil. lbs) 19,966 20,595 20,822 21,205 22,056 22,578 23,172

수   입 (mil. lbs) 1,185 1,130 1,215 1,235 1,323 1,367 1,444

계 (mil. lbs) 21,684 22,257 22,547 22,960 23,899 24,465 25,136

수

요

소   비 (mil. lbs) 19,435 19,667 19,912 20,268 21,042 21,487 21,970

수   출 (mil. lbs) 1,717 2,080 2,115 2,172 2,337 2,458 2,646

차년이월 (mil. lbs) 532 510 520 520 520 520 520

1인당 소비

(정육기준)
(pounds) 51.7 51.9 52.1 52.5 53.0 53.2 53.0

산지가격 ($/cwt) 37.55 50.06 47.20 46.56 45.14 45.22 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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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 사육두수 증가

  2004년 양 사육두수는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 다. 2005년 1월 양 

사육두수는 614만두로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 다. 번식용 양의 사육두

수는 전년에 비해 1% 증가하 다. 암양 유지 프로그램에 의한 보조와 목

초지 상태가 호전되고 면적도 확대되면서 암양이 번식용으로 전환되었고 

사육두수가 확충되었다. 그러나 2004년 양 출산두수는 1% 감소한 410만두

다. 2005년 가공용 양고기 생산은 2억 100만 파운드로 2004년에 비해 

3.6% 증가할 전망이다. 2005년 도축중량이 높아지면서 사육두수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어 도축두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양고기 생산량은 늘어날 전

망이다. 

  2004년 초이스급 양 가격은 cwt당 96.69달러를 기록하여 큰 폭으로 상승

하 는데 이는 수입량 증가분에 비해 국내 생산량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

이다. 2005년 양 가격은 cwt당 94~100달러로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2005년 양과 양고기 수입은 전년에 비해 5% 상승한 1.9억 파운드로 전

망된다. 미국내 가격이 높았음에도 2004년 하반기 수입이 부진했던 이유는 

달러화의 약세로 인하여 수입가격이 상승하 기 때문이다. 호주의 양 도축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5년 상반기에도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어 

수입량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4. 닭고기 생산량 확대

  육계 생산자들은 2005년 닭고기 생산량을 2004년보다 3%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2년간의 호황, 지난해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



- 8 -

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생산부문의 양적 성장은 현저한 제약을 받았다. 2004

년 주별 평균 종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2.3% 증가하 으며 2005년 초 6주 

동안은 전년 동기간보다 2.5% 증가하 다. 2005년 육계 가격은 2004년의 

기록적인 가격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 곡물 가격과 지속적인 

단백질 수요 증가로 육계 가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생체중 또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동안 육계 산업의 수익성과 비교하면 닭

고기 생산량의 성장은 매우 느릴 것 같다.

  12개 도시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육계 가격은 파운드당 71∼76센

트로 예상된다(2004년 평균 74센트). 쇠고기 공급의 증가로 육계 가격은 압

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가격은 하반기에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2004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 회복으로 육계 가격의 하

락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닭고기 수출은 2004년보다 5% 증가한 50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이는 2001년(55억 파운드)보다는 적은 수치이다. 러시아의 대미 TRQ(관세

할당량) 물량은 17억 파운드(771,900톤)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쿼터량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2004년 미국의 대러시아 닭고기 수출은 

쿼터 수준보다 적게 선적되었다. 그러므로 대러시아 수출은 2004년보다 증

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회복되지 않

아 수입제한 조치로 대중국/홍콩의 닭고기 수출은 크게 위축되었다. 11월

에 교역이 재개될지라도 수입금지 조치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AI발병으로 브라질의 2004년 대중국 닭고기 수

출이 급증하 으며 2005년에도 강력한 경쟁국이다. 여타 중소시장이 성장

할 것으로 보이나 이들 시장은 육계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

다. 닭고기 교역이 제한되어 주요국의 육계 가격이 2004년 중반까지 높게 

형성되었으나 2005년에는 대규모 교역으로 저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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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닭고기 수급전망

자료: USDA Baseline Projections, February 2005.

5. 계란 가격 2004년보다 하락

  2003년 하반기와 2004년 초까지 계란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기록적인 수

준에 도달하여) 생산자들은 계란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2003년 계란 생산

량은 2002년과 비슷하 으나 2004년은 2003년보다 2.4% 증가하 다. 산란 

종란 생산과 산란계 사육수수는 2003년 중반이후 연초보다 감소하 으나 

증가하기 시작했다. 

  공급량 증가로 2004년 하반기 계란 도매가격은 평균 60센트 중반이었으

며 1분기 계절적 공급 증가로 2005년 계란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

다. 2005년 계란 생산량은 2004년보다 2% 증가한 65억세트(1세트는 12개)

로 전망된다. 종란 생산은 2004년보다 약 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1분기 계란 공급 부족과 단백질 수요의 증가로 계란 가격은 가파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9 2011 2014

기초재고

도계

총생산

Mil. lbs.

Mil. lbs.

Mil. lbs.

763

32,749

32,399

608

34,134

33,769

700

35,225

34,848

650

36,181

35,819

650

38,994

38,604

650

40,373

39,969

650

42,366

41,942

총공급 Mil. lbs. 33,173 34,405 35,576 36,497 39,282 40,647 42,620

수출

기말재고

Mil. lbs.

Mil. lbs.

4,920

608

4,507

700

4,955

650

5,110

650

5,460

650

5,640

650

5,860

650

총소비 Mil. lbs. 27,645 29,198 29,971 30,737 33,172 34,357 36,110

1인당소비량

1인당 소매소비량

Pounds

Pounds

94.8

81.4

99.3

85.3

101.0

86.8

102.6

88.1

107.7

92.5

109.6

94.1

112.2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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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상승하 다. 1분기 이후 계란 공급의 증가로 계란 가격은 하락하

다. 2004년 계란 평균도매가격은 82.2센트(12개당)로 2003년보다 6센트 낮

으나 1990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었다. 2005년 계란 도매가격은 6

4∼68센트(12개당)로 2004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계란 수급전망

자료: USDA Baseline Projections, February 2005.

6. 우유 생산량 증가

  미국의 젖소 사육동향을 보면, 2002년과 2003년 상반기 수익성 악화로 

사육의향이 저하되면서 농가 폐업이 증가하 고 이로 인해 2003년 젖소 

사육두수는 감소하 다. 그러나 200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수익성이 향

상되고 겨울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사육의향이 좋아지면

서 2004년 초에 젖소 사육두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익성 향상으로 비

교적 전업규모 농가들의 폐업 수는 감소하 지만 사육규모를 늘리려는 의

향은 높지 않아 2004년 사육두수는 2003년보다는 소폭 감소하 다.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9 2011 2014

기초재고

생산

수입

Mil. doz.

Mil. doz.

Mil. doz.

10

7,273

13

14

7,399

14

15

7,495

14

14

7,592

14

14

7,877

14

14

8,051

14

14

8,361

14

총공급 Mil. doz. 7,297 7,427 7,524 7,620 7,905 8,079 8,389

부화용

수출

기말재고

Mil. doz.

Mil. doz.

Mil. doz.

959

146

14

990

141

15

1,030

160

14

1,051

163

14

1,111

172

14

1141

178

14

1,180

187

14

총소비 Mil. doz. 6,177 6,281 6,320 6,392 6,608 6,746 7,008

1인당소비량 Pounds 254.7 256.5 255.6 256.1 257.5 258.2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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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착유우 두수가 1% 미만 감소하 지만 두당 산유량이 소폭 증가

하여 2004년 원유 생산량은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04년 1분기 생

산량은 감소하 지만 여름과 가을에 소폭 증가하 다. 

  2005년 1월 미경산우 두수는 2004년 동기보다 3% 증가하 으며, 이는 

2005년에 태어날 송아지 생산 잠재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올해 

암소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캐나다로부터 수입이 중단된 상태이

고 큰 송아지의 수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아 2005년 미경산우 가격은 비교

적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수익성은 원유가격 상승으로 높게 형성되었던 2004년보다는 약

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예년보다는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착유우 두수는 농가폐업으로 인한 사육두수 감소와 2004년 높은 

수익성으로 지연된 착유우의 도태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소폭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된다. 착유우 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두당 산유량이 3%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05년 원유 생산량은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7. 유제품 수요 증가

  2002년과 2003년 경기침체로 치즈, 버터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증가했던 

유제품의 재고는 2004년 유제품 수요 증가로 감소하 다. 2005년 1월 1일 

재고는 유지방 기준(원유환산)으로 전년동기보다 약 10억 파운드, 2003년 

동기보다 약 30억 파운드 감소하 다. 2005년 1월 1일 탈지분유의 재고는 

국내 수요와 외국 원조를 통해 분유를 소진하면서 2003년 중반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4년 원유의 잉여 문제는 원유 생산량 증가세가 멈

췄고 수요 증가로 인해 해결되었다. 

  2004년 유제품 수요는 경제성장, 소득 증가, 실업률 감소 등으로 크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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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 다. 치즈는 2003년보다 3% 증가하 고 버터도 소폭 증가하 다. 특

히 치즈는 2000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경기회복에 따라 소득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02년, 2003년에 겪었던 음식점들의 불황으로

부터 음식점들이 벗어나면서 2005년에도 유제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2005년 유지의 수요는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탈지분유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 달러화 약세로 수출 증가

  달러화 약세로 인해 미국산 분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2005년 탈지분유의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다. 2005년 유제품 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와 치즈의 경우 관세율 쿼터(TRQ) 만큼 수입

될 전망이고 탈지분유 수입량은 관세율 쿼터를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 

표 5  낙농 지표 주요 전망

주: 가공용은 원유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USDA Baseline Projections, February 2005.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9/10 2011/12 2014/15

생

산

사육두수

(천두)
9,008 8,975 8,925 8,890 8,675 8,540 8,360

두당산유량

(파운드)
18,888 19,350 19,770 20,215 21,485 22,325 23,350

원유생산량

(10억파운드)
170.1 173.7 176.4 179.7 186.4 190.7 195.2

소

비

유지

(10억파운드)
175.6 178.4 179.3 183.1 191.1 196.1 200.9

탈지분유

(10억파운드)
171.0 174.5 176.7 181.3 189.4 193.8 199.6

가

격

원유가격

($/cwt)
15.63 14.10 14.75 15.05 16.05 16.70 16.90

소매(유제품)

1982-84=100
177.9 183.5 189.0 193.5 207.5 217.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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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우유 가격은 유제품 수요는 여전히 좋을 전망이지만 원유 생산

량이 전년보다 2% 증가할 전망이어서 전년보다 1~2달러 하락한 cwt(약 

45.36kg)당 14~15달러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연초 우유 가격은 전년동기보

다 상승하 지만 3~5월 가격은 전년동기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자료：Agicultural Outlook Forum 2005, Feburary 25, USDA

(정민국 mkjeong@krei.re.kr 02-3299-42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