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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6년도 농산물무역 전망

김 상 현*

미국 농업부(USDA)는 분기별로 농산물 무역 전망을 수정․발표한다. 이번 

2월 16일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2006년(이하 회계연도 기준) 농산물 수출액

은 645억 달러로 지난해 11월 전망과 동일한 반면, 농산물 수입액은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20억 달러 상향조정된 6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1. 서론

2006년 농산물 수출은 지난 11월 전망과 동일한 645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

다. 지난 11월 이후 원예작물과 쇠고기 수출은 호조를 보인 반면, 대두, 닭고

기, 낙농품의 수출은 둔화되었다. 특히 원예작물 수출은 아몬드와 수목작물

(tree crop)의 가격상승으로 163억 달러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쇠고기 수출도 

광우병 관련 금수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 농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10% 상승한 635억 달러로 상향조정될 전

망이다. 이는 신선 과일과 채소, 설탕, 코코아, 커피, 맥주, 포도주의 내수 증

대에 기인하고 있다. 2006년 농산물 무역수지는 수입증가에 힘입어 지난 11

월 전망보다 20억 달러 하향조정 된 1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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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 농산물 수․출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년 전망

11월 2월

수출
수입
무역수지

52.7 
39.0 
13.7 

53.3 
41.0 
12.3 

56.0 
45.7 
10.3 

62.4 
52.7 
9.7 

62.4 
57.7 
4.7 

64.5 
61.5 
3.0 

64.5 
63.5 
1.0 

2. 세계 경제전망

2.1. 선진국 경제전망

2006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3.5∼3.7%대를 넘어설 것이며, 2006년 

세계 GDP 성장률은 2005년 3.25% 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유가의 고공행진, 

유럽과 일본의 더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세계 경기는 꾸준히 강

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장기금리는 2004년과 2005년 상반기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단기

금리 상승과 세계 자금수요 증가에 힘입어 2006년에 증가할 전망이다. 미 연

방지불준비위원회(FRB)는 미래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기금리가 꾸

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6년 달러는 평균적으로 평가절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교역국인 캐나다의 GDP 성장률은 2005년 3%를 상회했으며, 2006년에

도 이런 추이가 지속될 전망이다. 공산품 가격 상승,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요 

강세, 밝은 투자전망으로 인한 캐나다 달러의 초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캐

나다의 대미수출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3 -

EU-25는 2005년 1%대의 낮은 성장세에 이어 2006년 1.5%대의 성장률을 기

록할 전망이다. 유로화의 급속한 평가절상에 따라 유럽의 수출경쟁력은 하락

했다. 미국과 EU의 장기금리 격차가 해소됨에 따라 2006년 달러는 유로화 대

비 완만한 평가절상이 이뤄질 것이다. 

2.2.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향

유럽과 일본의 경기부진을 전제로 할 때, 중국이 세계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은 상당하다. 2005년 중국의 경제성장은 강세를 보이면서 연간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 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한편, 일부 농산물을 비롯하여 공산품 원료 및 원유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수입증가율은 2005년 미국 수준에 버금가며, 에너지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입증가 추이에 따라 2006년 세계경제는 꾸준히 성장할 것

으로 잠정 전망이다. 한편 중국이 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06년 위

안화 대비 달러는 다소 평가절하 될 전망이다.

2.3. 개도국 경제전망

2005년 개도국 경제성장률은 거의 6% 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아시아는 가

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이 될 것이다. 아시아 전체의 성장률은 2005년

에 이어 2006년에도 6% 대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GDP는 2004년, 

2005년 7% 대의 성장세를 보 으며, 이런 추이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6

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성장률은 5% 대를 상회할 것

이며, 비중화권 아시아국의 통화는 대미 달러 대비 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등 남미의 5대 경제권은 강

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2005년 4.25%에 이어 2006년 4% 대를 유지할 전

망이다. 바이오연료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고유가의 효과를 완화해 온 브라질

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3.6% 대의 성장률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르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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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의 성장률은 2005년 6%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2006년에는 3% 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미국과 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멕시코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4% 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수출지향 정책

을 추구해 온 칠레는 2005년 6% 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에도 급속

히 성장할 전망이다. 

2.4. 환율전망

달러(고부가가치 농산물의 무역 가중치 반 )는 2002년 2월∼2005년 4월 동

안 약 20% 평가절하 된 반면, 2005년 4월∼11월 동안은 5% 평가절상으로 반

전되었다. 달러는 2006년에 유로화 대비 평가절상 되는 반면, 개도국 통화 대

비 평가절하 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2006년 무역가중치를 반 한 달러화가 

다소 평가절하 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성장

은 200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품목별 농산물 수출전망

2006년 곡물과 사료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전망에 비해 2억 달러, 전년대비 

3억 달러 상향조정된 165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1월 이후 옥수

수와 의 수출단가 상승과 함께 옥수수 수출량 하향세가 반전되었기 때문이

다. 한편 의 수출량은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수출단가의 상승으로 수출액

은 44억 달러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옥수수 수출량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지난 11월 전망에 비해 400만 톤 감소한 반면, 수출단가는 사료와 에탄올 생

산에 대한 내수 증대로 인해서 상승할 전망이다. 2006년 쌀의 수출량과 수출

단가는 중동에 대한 수출 강세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 유지종자와 가공품 수출액은 지난 전망에 비해 5억 달러, 전년대비 

12억 감소한 98억 달러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대두 수출량은 지난 전망에 

비해 450만 톤이나 감소할 전망인 반면, 수출단가가 톤 당 240달러로 상승세



- 5 -

로 반전됨에 따라 수출액은 6억 달러 감소에 그친 5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

다. 유럽과 중국의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남미와의 

경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6년 면화 수출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출액은 45억 달러, 수

출량은 36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이후 면화의 작황호조

와 중국의 수입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면화 수출은 강세를 보 다.

2006년 육류, 가금육, 낙농품 수출은 전년대비 5억 달러 증가, 지난 전망보

다 다소 증가한 126억 달러로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2006년 쇠고기 수출량과 

수출액은 수출판로가 막힌 시장으로 수출이 재개됨에 따라 지난 전망에 비해 

75만 톤, 3억 3,000만 달러 증가한 28만 7,000톤, 12억 달러로 상향조정 될 전

망이다. 쇠고기 수출은 2사분기에 홍콩, 대만, 싱가포르로의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 낙농품

의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며, 이는 쇠고기 수출 증가분을 상회할 것이다. 이번 

쇠고기 수출전망의 경우 2005년 12월 재개 된 일본으로의 수출이 연초 잠정 

중단되었지만, 2006년 상반기 재개되며, 한국으로의 수출은 광우병으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2006년 돼지고기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난 전망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멕시코나 캐나다로의 돼지고기 수출은 환율의 향으로 강세

를 보이는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쇠고기 수출재개에 따라 다소 약세를 보

일 전망이다. 닭고기 수출은 조류독감(Avian Influenza, AI)으로 인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의 수출 감소에 힘입어 19억 달러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2006년 원예작물 수출액은 지난 전망에 비해 4억 달러 증가하며, 전년대비 

18억 달러 증가한 163억 달러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이런 전망은 달러화의 

약세, 해외수요 증가, 수출단가의 상승 등의 요인에 의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견과류 수출액은 유럽수요의 강세, 경쟁국인 스페인의 약세, 수출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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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세 등의 요인에 힘입어 전년대비 7억 달러 증가한 31억 달러로 상향조

정 될 전망이다. 한편 견과류 가운데 아몬드 수출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2006년 과일과 조제품의 수출은 지난 전망보다 1억 달러 증가한 44억 달러

로 상향조정되며, 신선 감귤류의 수출은 7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신선 낙

엽성 과일의 수출은 사과와 포도의 수출 증대에 힘입어 14% 증가한 16억 달

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채소와 조제품 수출은 37억 달러에 달하며, 

감자를 포함한 신선채소의 수출은 17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신선딸기와 

메론, 그리고 포도주를 제외한 향유(essential oil), 맥주, 기타 식품조제품 등의 

기타 원예작물의 수출이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의 원예작물의 4대 수

출시장은 캐나다, 일본, EU-25, 멕시코 등이 차지하고 있다. 

표 2  미국의 품목별 농산물 수출량 전망

단위: 100만 톤

10∼12월
2005

2006년 전망

2004 2005 11월 2월

25.81 27.18 26.41 27.2 27.2 

쌀 6.81 7.26 4.30 4.4 4.3 

잡곡 0.88 1.02 50.38 56.5 52.3 

 옥수수 14.25 14.37 45.14 51.5 47.5 

사료곡물 13.06 13.06 10.93 11.0 11.0 

유지종자 및 가공품 2.70 3.04 39.56 38.8 34.4 

 대두 16.93 12.74 29.61 29.3 24.8 

 대두박 13.98 9.98 6.71 6.1 6.0 

 대두유 1.97 1.79 0.60 0.6 0.6 

쇠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0.22 0.15 1.57 1.7 1.8 

 쇠고기 0.05 0.07 0.20 0.2 0.3 

 돼지고기 0.22 0.24 0.88 1.0 0.9 

 부산물 0.14 0.13 0.48 0.5 0.5 

닭고기 0.68 0.58 2.43 2.5 2.4 

담배 0.05 0.05 0.15 0.2 0.2 

면화 0.57 0.61 3.37 3.6 3.6 

주요 벌크품목 51.05 48.86 114.21 121.2 112.4 
주：⑴ 의 경우 가루 제외됨.
    ⑵ 잡곡은 옥수수, 보리, 수수, 호 , 귀리 등이 포함됨.
    ⑶ 주요 벌크품목은 , 쌀, 잡곡, 대두, 면화, 담배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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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의 품목별 농산물 수출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10∼12월
2005

2006년 전망

2004 2005 11월 2월

곡물 및 사료곡물 4.14 4.51 16.21 16.3 16.5 

 1.10 1.18 4.24 4.2 4.4 

 쌀 0.27 0.31 1.26 1.4 1.4 

 잡곡 1.47 1.51 5.30 5.4 5.2 

  옥수수 1.34 1.36 4.73 4.9 4.8 

 사료곡물 0.68 0.75 2.71 2.7 2.8 

유지종자 및 가공품 4.18 3.49 11.03 10.3 9.8 

 대두 3.07 2.36 7.02 6.5 5.9 

 대두박 0.39 0.40 1.49 1.2 1.3 

 대두유 0.13 0.09 0.35 0.4 0.3 

축산물 1.96 2.20 7.44 7.8 8.1 

 쇠고기 0.21 0.30 0.83 0.8 1.2 

 돼지고기 0.54 0.59 2.24 2.4 2.3 

 부산물 0.18 0.20 0.69 0.7 0.8 

 가죽 및 모피 0.39 0.42 1.75 1.8 1.8 

가금육 0.75 0.86 3.01 3.0 2.9 

 닭고기 0.51 0.58 2.03 2.0 1.9 

유제품 0.45 0.39 1.69 1.7 1.6 

담배 0.32 0.32 0.98 1.1 1.1 

면화 0.71 0.76 3.87 4.5 4.5 

종자류 0.29 0.28 0.93 0.9 0.9 

원예작물 3.87 4.38 14.52 15.9 16.3 

 과일 및 조제품 0.81 0.95 4.09 4.3 4.4 

 채소 및 조제품 1.41 1.58 3.47 3.7 3.7 

 견과류 및 조제품 0.85 1.15 2.42 3.0 3.1 

설탕 및 열대성작물 0.54 0.61 2.70 2.8 2.9 

주요 벌크품목 6.93 6.44 22.67 23.1 22.5 

총수입액 17.35 17.92 62.39 64.5 64.5 
주：⑴ 곡물 및 사료곡물의 경우 두류 및 가공곡물 포함됨.
    ⑵ 의 경우 가루 제외됨.
    ⑶ 잡곡은 옥수수, 보리, 수수, 호 , 귀리 등이 포함됨.
    ⑷ 주요 벌크품목은 , 쌀, 잡곡, 대두, 면화, 담배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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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농산물 수출전망

2006년 전체 농산물 수출액이 보합세를 띠는 가운데 국가별로는 미미한 변

화를 보일 전망이다. 캐나다, 멕시코, 대만으로의 수출은 확대되는 반면, 

EU-25, 중국, 중동으로의 수출은 위축될 전망이다. 

2006년에도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출 대상국의 순위는 변하지 않을 전망이

다. 지역별 수출현황을 보면, 캐나다 110억 달러, 멕시코 98억 달러, 일본 76

억 달러, EU-25 68억 달러, 중국 54억 달러를 차지할 전망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로의 수출은 원예작물 수출에 힘입어 지난 전망에 비해 각

각 1억 달러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특히 2006년 1사분기에 멕시코로의 수출

은 모든 품목에서, 캐나다로의 수출은 생축 및 가공품과 곡물 및 사료 등에서 

지난해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로의 수출은 지난 전망에 비해 보합세를 보이며, 쇠고기와 원예작물

의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대두의 수출은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으로의 수출

은 대두 수출 감소의 향으로 지난 전망보다 1억 달러 감소한 54억 달러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대만으로의 수출은 사료곡물, 과일, 쇠고기의 수요 증

가의 향으로 지난 전망보다 1억 달러 상향조정 되는 한편 일본으로의 수출

은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유럽과 유라시아로의 수출은 원예작물 수출이 소폭 증가한데 반해 대두 수

출은 대폭 감소하여 지난 전망보다 1억 달러 감소한 87억 달러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한편 중동으로의 수출은 유지종자의 수출 감소의 향으로 지

난 전망보다 소폭 감소한 30억 달러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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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의 지역별 농산물 수출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10∼12월
2005

2006년 전망

2004 2005 11월 2월

아시아
동아시아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한국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남아시아
서반구
북미
캐나다
멕시코
캐리비언
중미
남미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유럽/유라시아
EU-25
기타 유럽
FSU-12 
러시아
중동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집트
사하라이남
오세아니아
기타
총수입액

6.38 
5.23 
1.98 
1.90 
0.26 
0.56 
0.51 
0.94 
0.26 
0.21 
0.10 
0.25 
0.22 
6.29 
4.96 
2.53 
2.43 
0.49 
0.39 
0.45 
0.06 
0.13 
0.08 
2.88 
2.40 
0.11 
0.36 
0.26 
0.78 
0.19 
0.10 
0.70 
0.38 
0.23 
0.32 
0.19 
0.14 
17.35 

6.32 
5.34 
2.03 
1.84 
0.24 
0.67 
0.56 
0.80 
0.23 
0.17 
0.11 
0.15 
0.18 
6.91 
5.35 
2.75 
2.59 
0.53 
0.46 
0.58 
0.06 
0.21 
0.14 
2.81 
2.31 
0.13 
0.37 
0.32 
0.76 
0.25 
0.11 
0.82 
0.40 
0.26 
0.41 
0.19 
0.12 
17.92 

22.54 
18.40 
7.83 
5.29 
0.88 
2.20 
2.18 
3.45 
0.98 
0.84 
0.38 
0.76 
0.70 
24.71 
19.55 
10.35 
9.20 
1.85 
1.51 
1.80 
0.22 
0.60 
0.35 
8.60 
6.93 
0.47 
1.20 
0.90 
2.88 
1.02 
0.35 
2.67 
1.27 
0.81 
1.40 
0.75 
0.24 
62.39 

22.6
18.1
7.6
5.5
0.8
2.1
2.1
3.6
1.0
0.9
0.4
0.8
0.9
26.1
20.6
10.9
9.7
1.9
1.6
2.0
0.3
0.7
0.3
8.8
6.9
0.5
1.4
0.9
3.1
1.1
0.4
2.8
1.4
0.8
1.4
0.9
0.2
64.5

22.6
18.1
7.6
5.4
0.8
2.2
2.1
3.6
1.0
0.9
0.4
0.8
0.9
26.3
20.8
11.0
9.8
1.9
1.6
2.0
0.3
0.7
0.3
8.7
6.8
0.5
1.4
0.9
3.0
1.1
0.4
2.8
1.4
0.8
1.4
0.9
0.2
64.5

주：⑴ EU-25는 기존 EU-15 이외에 2005년 5월 이후 10개 신생가맹국이 포함됨.
    ⑵ 기타 유럽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구 유고슬라

비아가 포함됨.
    ⑶ FSU-12는 소비에트연방 15개 공화국에서 발트 해 3국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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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목별 농산물 수입전망

2005년 미국 경제가 3.5%대의 신장 속도를 보임에 따라 미국 농산물 수입

은 이 속도 이상 늘어날 것이다. 2006년 총 수입액은 지난 전망보다 20억 달

러 증가한 635억 달러로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보합세를 보이는 원예작물을 

제외하고, 대다수 품목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설탕 및 가공품과 고

무, 커피, 올리브유 등의 수입단가 상승은 수입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환율이 2005년 초 평가절하 된 이후 2004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

라 미국의 구매력이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예작물과 가공품의 2006년 수입액이 지난 전망과 같은 282억 달러에 머

물고 있지만, 개별 품목 간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신선 및 냉동 과일

의 수입액은 지난 전망보다 3억 달러 증가한 52억 달러로 상향조정 되는 반

면, 신선 및 냉동 채소의 수입은 1억 달러 감소한 47억 달러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견과류 및 조제품과 향유 수입액은 지난 전망보다 각각 2억 달러 

감소한 13억 달러, 24억 달러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원예작물 수입은 품목마다 계절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신선 및 냉동 품

목의 수입은 보통 겨울철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포도, 오렌지와 온대성 

지역인 남반구의 과일과 채소 등은 추운 계절에 수입되고 있다. 이밖에 계절

변화에 민감한 품목들은 초콜릿, 커피, 유제품, 곡물가공품, 과자류 등이다. 

포도주 수입은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반응하여 다양한 품목의 수입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설탕의 수입량과 수입액은 세계 설탕가격 상승과 함께, 원당

에 대한 미국의 수입쿼터 증가로 인해서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설탕가격 상

승으로 인해 과자류의 수입액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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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생우 수입은 전년대비 70만 두 증가한 220만 두로 상향조정 될 전

망이다. 특히 캐나다로부터 전년대비 21만 2,000 두 증가한 약 100만 두가 수

입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산 수입 소는 30개월 미만의 입식용 혹은 도축용 

소로 제안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35억 달러에 달하는 110만 톤이 수입될 

전망이다. 돼지와 돼지고기의 수입량과 수입액은 전년대비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전망보다는 다소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식물성 기름의 수입액은 올리브유와 팜유의 가격 상승분만큼 증가할 전망

이다. 2005년 10∼12월 동안 팜유 수입량은 전년 수준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지역의 생산 감소의 향으로 올리브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한편, 2006년에 시행되는 전이지방(transfat)에 대한 식품성분 의무표시

제로 인해서 팜유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표 5  미국의 품목별 농산물 수입량 전망

단위: 100만 톤

10∼12월
2005

2006년 전망

2004 2005 11월 2월

포도주 1.89 2.08 7.07 7.6 7.6

맥주류 6.38 7.03 29.30 30.1 32.0

생우 0.47 0.79 1.49 2.2 2.2

쇠고기 0.30 0.26 1.22 1.2 1.1

유제품 0.09 0.09 0.36 0.4 0.4

곡물 및 가공품 1.22 1.31 4.64 4.7 4.8

과일(신선/냉동) 1.81 1.77 8.19 8.5 8.4

과일(조제품) 0.26 0.28 1.06 1.2 1.1

견과류 및 조제품 0.11 0.09 0.34 0.4 0.4

채소(신선/냉동) 1.27 1.35 4.96 5.1 5.3

채소(조제품) 0.36 0.34 1.39 1.5 1.4

식물성기름 0.50 0.64 2.23 2.4 2.6

설탕 및 가공품 0.63 0.97 2.79 3.0 4.1

코코아 및 가공품 0.26 0.33 1.24 1.3 1.6

커피 및 가공품 0.33 0.32 1.32 1.3 1.4
주：⑴ 포도주는 100만 헥토리터, 생우는 100만 두 기준임.
    ⑵ 유제품은 치즈, 카세인, 버터를 포함함.
    ⑶ 과일(조제품), 채소(조제품)에는 주스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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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미국의 품목별 농산물 수입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10∼12월
2005

2006년 전망

2004 2005 11월 2월

축산물 2.87 3.20 11.14 11.7 11.6

 생축(가금육 제외) 0.44 0.79 1.58 2.2 2.2

 적색육 및 가공품 1.45 1.35 5.72 5.6 5.4

  쇠고기 0.95 0.83 3.77 3.7 3.5

 유제품 0.66 0.73 2.61 2.7 2.7

곡물 및 사료곡물 1.18 1.28 4.43 4.7 4.8

 곡물가공품 0.89 0.94 3.26 3.5 3.5

유지종자 및 가공품 0.66 0.77 2.95 3.1 3.2

 식물성기름 0.52 0.63 2.37 2.6 2.7

원예작물 6.27 6.64 25.79 28.2 28.2

 과일(신선/냉동) 0.90 1.05 4.49 4.9 5.2

 과일(가공품) 및 주스 0.50 0.54 2.17 2.4 2.4

 견과류 및 조제품 0.38 0.31 1.19 1.5 1.3

 채소(신선/냉동) 1.19 1.22 4.50 4.8 4.7

 채소(가공품) 0.78 0.82 3.04 3.2 3.2

 포도주 1.02 1.09 3.69 4.0 4.0

 맥주류 0.64 0.74 2.99 3.2 3.5

 향유 0.52 0.53 2.34 2.6 2.4

 절화류 0.33 0.33 1.38 1.5 1.5

설탕 및 가공품 0.53 0.72 2.31 2.4 2.8

 과제류 0.29 0.30 1.16 1.2 1.3

코코아 및 가공품 0.59 0.71 2.63 2.7 3.1

커피 및 가공품 0.56 0.71 2.83 3.1 3.4

천연고무 0.38 0.42 1.51 1.6 1.7

양념류 및 천연약재 0.35 0.41 1.49 1.5 1.8

담배 0.35 0.39 1.57 1.6 1.7

기타 음료 0.25 0.31 1.07 1.2 1.3

총수입액 13.98 15.55 57.72 61.5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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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별 농산물 수입전망

미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주요 선진국과 멕시코가 차지하고 있다. 과자

류, 쇠고기, 포도주, 유제품, 곡물가공품, 식물성 기름의 경우 미국의 최대 수

입국은 캐나다, 멕시코, EU-25 등이다. 한편 중국은 과자류와 원예작물의 수

입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6년 전체 농산물 수입액은 설탕, 코코아, 커피, 고무, 차, 양념류 등 열대

성 품목의 수입증가로 인해서 지난 전망보다 20억 달러 상향 조정될 전망이

다. 또한 망고, 파인애플, 메론 등의 신선 열대성 과일류의 경우 중남미로부터

의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EU-25,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의 3대 농산물 수입 대상국으로 전체 수입

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EU-25의 2006년도 대미 수출액은 136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포도주와 맥주, 과일과 채소가공품, 치즈, 올

리브유, 과자류를 포함한 가공식품과 음료 등이다. 캐나다의 2006년도 대미 

수출액은 1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주로 과자류, 적색육, 신선 및 가공채

소, 유채유, 생축 등을 수출한다.

멕시코의 2006년도 대미 수출액은 86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주요 수출품

목은 맥주, 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과자류, 생축 등이다. EU-25, 캐나다,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대상국은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중국 순이다. 호주로부터는 쇠고기, 포도주, 맥주, 브라질로부터는 열대성 과

일, 주스, 커피콩, 중국으로부터는 가공 과일 및 채소, 주스, 과자류, 신선채소, 

견과류, 양념류, 차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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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미국의 지역별 농산물 수입액 전망

단위: 10억 원

10∼12월
2005 비중

2006년 전망

2004 2005 11월 2월

서반구 7.02 8.08 29.84 51.7 31.8 33.0

  캐나다 2.95 3.41 11.82 20.5 12.1 13.0

  멕시코 1.86 2.10 8.10 14.0 8.8 8.6

  중미 0.48 0.57 2.47 4.3 2.7 2.9

   코스타리카 0.19 0.22 0.88 1.5 0.9 1.1

   과테말라 0.17 0.19 0.90 1.5 1.0 1.0

   기타 0.13 0.16 0.69 1.2 0.8 0.8

캐리비언 0.07 0.08 0.36 0.6 0.4 0.5

남미 1.65 1.92 7.10 12.3 8.0 8.0

  브라질 0.47 0.60 1.84 3.2 2.0 2.1

  칠레 0.29 0.28 1.53 2.7 1.7 1.7

  콜롬비아 0.29 0.35 1.38 2.4 1.6 1.6

  기타 0.61 0.70 2.36 4.1 2.6 2.6

유럽/유라시아 3.65 3.74 13.70 23.7 14.6 14.2

  EU-25 3.52 3.62 13.24 22.9 14.0 13.6

  기타 0.11 0.11 0.42 0.7 0.5 0.5

아시아 1.88 2.13 8.02 13.9 8.7 9.0

  동아시아 0.62 0.72 2.66 4.6 2.9 3.1

   중국 0.40 0.48 1.79 3.1 2.0 2.1

   기타 0.23 0.24 0.87 1.5 0.9 1.0

  동남아시아 1.03 1.16 4.38 7.6 4.7 4.8

   인도네시아 0.35 0.45 1.60 2.8 1.8 1.8

   태국 0.28 0.28 1.09 1.9 1.1 1.1

   기타 0.40 0.43 1.69 2.9 1.9 1.9

  남아시아 0.24 0.25 0.98 1.7 1.1 1.1

   인도 0.21 0.23 0.90 1.6 1.0 1.0

오세아니아 1.02 1.06 4.18 7.2 4.3 4.8

  호주 0.69 0.63 2.49 4.3 2.6 2.6

  뉴질랜드 0.30 0.39 1.62 2.8 1.7 2.1

아프리카 0.26 0.35 1.33 2.3 1.4 1.8

  사하라이남 0.23 0.31 1.21 2.1 1.2 1.6

   코스타리카 0.09 0.14 0.57 1.0 0.6 0.8

중동 0.16 0.19 0.64 1.1 0.7 0.7

  터키 0.09 0.12 0.36 0.6 0.4 0.5

총수입액 13.98 15.55 57.72 100.0 61.5 63.5

자료：http://www.ers.usda.gov(미국 농업부 경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