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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07년 2분기 농산물수  망

권 오 복*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는 분기별로 주요 농축산물 망을 발표

한다. 이때 ABARE의 분기 망에서는 해당 품목의 세계 수 과 교역 망도 

함께 발표한다. 동 망은 농산물의 경우 세계 으로 바이오 연료에 한 수

요와 공 이 증가하여 국제 곡물의 수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

음을 지 하고 있다. , 사료곡물, 유량종자에 한 2007년 2분기 망 내용

을 옮긴다.  

1. 

세계의 주요 생산국에서 작물 생산과 련된 불확실성이 있어 최근에 가격

이 다소 불안정한 면이 있지만 2007～08년 세계 의 톤당 평균 가격은 년

도와 같은 수 인 210 달러로 망된다. 세계  소비도 생산과 같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망되는 가운데 세계  재고는 상 으로 낮은 수 에 머

물 것으로 상된다.

호주 달러의 강세를 반 하여 2007～08년 호주 의 가격은 다소 하락하여 

톤당 232 호주 달러에 머물 망이다. 이러한 의 가격은 매 시기, 곡물과 

융시장에서 해징의 시기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것이다.

* 한국농 경제연구원 obkwon@krei.re.kr 02-329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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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년 세계  생산은 늘 듯

2007～08년 세계  생산은 년 비 3,200만 톤 증가한 6억 2,300만 톤에 

달한 망이다. 이 같은 생산량은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년도의 경

우 일부 국가에서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 단수가 낮았지만 올해에는 종면

과 함께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세계의  생산이 반 으

로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특히 유럽연합(EU),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와 

같은 주요 생산국에서 생산 증가가 망된다. 2006～07년  가격이 호조를 

보여 북반구에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그림 1  세계  가격

종기에 기후조건이 썩 좋지 않았고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인 6월에 강우

가 많아 수확이 다소 늦추어 졌거나 작물의 피해가 증가했지만 미국  농가

들은 2006～07년보다 23% 더 많은 동계 을 수확할 망이다. 2007～08년 

미국의  종면 은 년 비 10% 증가한 1,800만 ha로 추산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2007~08년 미국의 동계  생산량은 년의 3,540만 

톤 보다 많은 4,350만 톤으로 망된다. 반면에 춘계  종면 은 미국 생

산자들이 높은 수익을 기 하여 곡물에서 옥수수로 생산을 환하여 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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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동계 이 체 의 70%를 차지하기 때

문에 2007～09년 미국의  체 생산량은 년보다 18% 증가한 5,800만 톤

으로 망된다. 

EU에서는 최근 강우에 힘입어 2007～08년  생산량은 5% 증가한 1억 

3,100만 톤으로 상된다. 그러나 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

서 고온에다 가뭄이 겹쳐 단수는 평년수 보다 낮을 것으로 상된다.

러시아와 인도에서도  생산이 5% 가량 증가하여 2007～08년  생산량

은 각각 4,800만 톤, 7,400만 톤에 이를 망이다. 토양 습도가 당하고 기후

가 반 으로 양호하여 단수는 장기추세에 근 할 것으로 보인다. 

의 국가들과는 조 으로 세계 최 의 생산국인 국에서는 기후조건

이 나쁘고 종면 이 어들어 2007～08년  생산은 4% 정도 감소한 1억 

100만 톤에 그칠 망이다.  

그림 2  세계 주요  생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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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년  소비 늘어날 망

2007～08년 세계의  소비는 동물 사료 소비 증가로 1,300만 톤 증가한 6

억 2,200만 톤에 이를 망이다. 인간 식용  소비는 미미한 증가에 그쳐 4

억 4,40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상된다. 인간 식용  소비는 체  소비의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난 10년간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다. 

2007～08년 동물사료용  소비는 년 비 7% 증가한 1억 500만 톤으로 

상된다. 세계 사료용  소비의 반을 차지하는 EU의 사료용  소비는 

3% 정도 더 늘어날 망이다. 미국에서도 옥수수 가격이 강세를 유지한 탓에 

사료용  소비가 증가해 2007～08년도 사료용  소비가 6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

비록 비 은 낮지만 공업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08년 

공업용  소비는 2006～07년부터 EU와 캐나다에서 을 이용해 에탄올을 

제조하기 시작함으로써 년보다 11% 증가한 1,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상

된다.

세계  교역은 안정세를 유지할 듯

2007～08년 세계  교역량은 1억 700만 톤에 머물 것으로 망된다. 부

분의 수출국에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출은 증가할 망이다. 

인도는 정부가 계속해서 수매제도를 통해 재고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가

루용 의 순수입국이 될 것으로 상된다. 인도정부가  재고를 늘리려는 

목 은 정량의 곡물을 확보하여 공공분배체계를 유지하기 함이다. 200

7～08년 인도는 년보다 150만 톤 은 500만 톤의 을 수입할 것으로 보

인다.

캐나다에서는 의 생산  재고 감소로  수출이 300만 톤 정도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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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톤에 달할 망이다. EU에서는 생산이 증가하고 역내 가격이 낮게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2007～08년  수출은 년과 비슷한 수 인 1,300만 

톤에 머물 것으로 상된다. 미국에서  생산 증가와 타 수출국의  수출 

감소에 힘입어 미국의  수출은 100만 톤 정도 증가한 2,650만 톤에 이를 것

으로 보인다. 

세계  재고 낮은 수  유지할 망

2007～08년 세계의  재고는 수 이 안정을 나타내 사상 가장 낮은 수

인 1억 1,700만 톤에 머물 망이다. 

주요 수출국의  재고 역시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다. 미국과 EU의  재

고도 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2006～07년  재고는 수요 강세와 

더불어 기후조건의 열악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다소 감소했었다. 호주, 아르헨

티나, 미국, EU,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의 2007～08년  재고는 과거 5년간

의 재고보다 600만 톤 은 3,350만 톤에 머물 망이다.

호주   생산 증가 할 듯

호주의 축산 농가들은 2006～07년 한발의 향으로 단기 흐름을 개선

하기 해 가축 수를 인 신 경종작물 재배를 늘렸다. 그에 따라 2007～08

년 동계 곡물 종면 은 11% 정도 늘어나 2,000만ha에 달할 것으로 상된

다. 

종기가 일  시작됨에 따라 2007～08년  종면 은 11% 증가한 1,240

만ha로 망된다. 2007～08년 의 단수도 평년수 을 회복할 것으로 상된

다. 결과 으로 2007～08년 호주의  생산량은 년 비 두 배 가량 증가한 

2,2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

문에 재고 한 일정 수 으로 회복할 것으로 상된다.   

 

퀸즈랜드(Queensland)와 서부호주를 제외한 부분의 곡물재배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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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과 5월에 걸쳐 평년 수 을 웃도는 비가 내려 동계  종면 이 

증가하 다. 뉴사우즈웨일즈(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남부호주

에서  종면 은 각각 27%, 14%, 4%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퀸즈랜드의 

부지역과 서부호주의 남부지역에 년 6월 에 비가 내려 뒤늦게 을 

종하기도 했다.

그림 3  호주의  생산

호주   수출 증가 할 망

 생산증가에 힘입어 2007～08년 호주의  수출은 년보다 330만 톤 가

량 증가한 1,5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망된다. 수출 액상으로는 년 비 

26% 증가한 것이다. 호주의 단일창구  유통제도(Single Desk Wheat 

Marketing Arrangements)1)는 호주 국내 생산과 수출에 별 향을 미치지는 않

을 것으로 보인다.  

1) 이 제도는 호주 곡물 원회(Australian Wheat Board: AWB)가 소맥의 수출독 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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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료곡물  기타2)

2007～08년 세계 사료  기타 곡물 생산량은 사상 최고 수 인 10억 5,000

만 톤으로 상되지만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수요 강세로 인해 재고가 추가

으로 어들고 가격은 높게 형성될 망이다. 그 결과 세계 사료곡물 가격 

지표인 미국 옥수수(걸 지역 fob) 가격은 년보다 5% 상승한 톤당 169달러

가 될 망이다.

2007～08년 세계 보리 가격은 소비에 비해 재고가 낮은 수 인 가운데 

과 옥수수 가격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사료용 수요가 증가하여 강세를 띨 

망이다. 이처럼 세계 보리 가격은 강세를 나타낼 것이지만 2007～08년 호주

의 사료용  맥주맥(malting barley) 가격은 에 비해서는 높은 수 이나 

다소 하락할 망이다. 이것은 2006～07년 한발로 인한 호주 보리 생산 감소

가 2007～08년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세계 으로 역사상 가 장 많은 사료  기타곡물 생산 상

2007～08년 세계 사료  기타 곡물 생산량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획기 인 

생산 증가에 힘입어 년 비 8% 증가한 10억 5,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EU와 호주의 생산도 2006～07년 한발의 향으로 인한 생산량보다는 다소 

증가할 망이다. 국, 남미, 러시아의 생산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상

된다. 

2) 사료곡물  기타(coarse grains)에는 , , 유량종자(oilseeds)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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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05-06 2006-07 s 2007-08 f 증감율(%)

세계

  생산 백만톤 620 591 623 5.4

    국 백만톤 98 105 101 -3.8

    EU27 백만톤 134 125 131 4.8

    인도 백만톤 69 69 74 7.2

    러시아 백만톤 48 45 48 6.7

    미국 백만톤 57 49 58 18.4

  소비 백만톤 623 609 622 2.1

    식용 백만톤 440 440 444 0.9

    사료용 백만톤 108 98 105 7.1

  연말재고 백만톤 133 116 117 0.9

  교역 백만톤 109 107 107 0.0

  수출

     아르헨티나 백만톤 8 10 8 -20.0

    호주 백만톤 15 12 15 25.0

    캐나다 백만톤 16 20 17 -15.0

    EU27 백만톤 15 13 13 0.0

    미국 백만톤 27 25 26 4.0

   가격 US달러/톤 176 210 210 0.0

호주

  재배면 1000ha 12,543 11,138 12,409 11.4

  생산 천톤 25,367 9,819 22,489 129.0

  수출 천톤 15,168 11,880 15,214 28.1

    - 액 백만호주달러 3,96 2,926 3,695 26.3

  수익 호주달러/톤 192 235 232 -1.3

s: ABARE 추정치, f: ABARE 망치

표 1  세계  호주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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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옥수수 종면 은 1944년 이래 가장 많은 3,600만ha에 이를 것이

다. 이는 년에 비해 15%, 490만ha가 증가한 면 이다. 이와 같이 옥수수 

종면 이 증가한 것은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수요 강세를 반 해서 옥수수가 

두나 다른 곡물에 비해 가격과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이다. 

2007～08년 기후가 년 수 일 경우 미국의 옥수수 생산은 년보다 18% 

증가한 3억 1,700만 톤에 이를 망이다.

2007～08년 캐나다 옥수수 생산량도 가격 상승기 에 의한 종면  증가

로 년 비 24% 증가한 1,1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 2007～08년 캐

나다 보리 생산도 년도 생산 감소에서 벗어나 1,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망된다. 

그림 4  세계 사료곡물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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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년 국의 옥수수 생산은 높은 가격과 수요 강세에 의해 년도 1

억 4,300만 톤에서 300만 톤 증가한 1억 4,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2006～07년 아르헨티나 옥수수 생산은 년 비 42% 가량 증가한 2,250만 

톤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2007～08년에는 7% 정도 추가 으로 늘어나 

2,400만 톤에 근 할 것으로 망된다. 2006～07년 라질의 옥수수 생산은 

년 비 20% 증가한 5,000만 톤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2007～08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 의 생산이 상된다.

2007～08년 EU의 옥수수 생산은 미미한 증가에 그쳐 5,800만 톤에 이를 것

으로 상된다. 2007～08년 EU의 보리 생산은 년 비 3% 증가한 5,800만 

톤에 이를 망이다. 비록 EU에서 보리 종 면 이 증가했지만 최근의 가뭄

으로 단수가 다소 어들 것으로 상된다.

2007～08년 우크라이나의 보리 생산은 종면  감소와 최근의 건조한 날

씨로 인해 년 비 21% 감소한 900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망된다. 2007～

08년 옥수수 생산은 주로 종면 의 증가에 힘입어 년 비 17% 증가한 

750만 톤에 이를 망이다. 가뭄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2007년 10월 

1일까지 곡물 수출 쿼터제를 다시 도입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는 곡물 수

출을 둘러싼 정부 정책이 안이 되고 있다. 

기록 인 소비

2007～08년 세계 사료곡물소비는 사료 수요의 지속 인 증가와 더불어 에

탄올 수요의 증가로 인해 10억 6,0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상된다. 년에 

비해 소비가 500만 톤이 증가한 것은 주로 미국에서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 남미

에서 인구 증가와 소득향상으로 인해 사료용 옥수수 수요가 계속 확 될 것

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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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생산 증가가 사료곡물 수요를 확 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에탄올 생

산은 주요국에서 정부의 보조 과 장려정책, 그리고 값비싼 가솔린 가격 때

문에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 가축수가 세계 으로 증가하고, 동남아시아 국가

에서 단백질 섭취 증가로 사료 시장은 더욱 확 될 망이다. 

미국 에서 에탄올 생산과 축산업간 경쟁

미국에서 에탄올 산업은 속하게 팽창하고 있는데 사료곡물의 주요 소비

산업으로서 축산업을 능가할 지도 모를 일이다. 2000년 1월 미국에서는 17개 

주에 걸쳐 54개의 에탄올 공장이 있었는데 당시 연간 생산능력은 66억 리터

다. 2007년 5월 재 미국에서는 26개주에서 119개 공장이 있고 연간 230억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86개 에탄올 공장이 건설 

는 확장공사 에 있다. 이들 공장들이 완공되어 가동되면 미국은 연간 480억 

리터의 에탄올 생산능력을 보유하는 셈이다. 

아직까지는 축산용 사료 곡물 소비가 체 곡물 생산의 50～60%를 차지한

다. 옥수수 가격이 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미국에서 사료용 소비는 감소세

로 돌아섰다. 2007～08년 옥수수의 사료용 소비는 년 비 3% 정도 감소할 

망이다. 그 신 에탄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곡물부산물인 증류곡물

(distillers' grains)이 사료용 옥수수를 상당정도로 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러한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서는 재 연구가 진행 

단계에 있다. 이러한 부산물이 각각의 가축에게 합한 지는 더 연구가 진행

되어야 알 수 있다.

재 소와 젖소와 같은 반추동물이 에탄올 제조 후 나오는 곡물부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한다. 이들의 사료에는 증류곡물이 40%까지 배합된다. 돼지와 

가 유와 같은 단 가축(monogastric)은 반추동물보다는 곡물부산물을 소화시

키는 능력이 약하다. 문가들은 돼지사료에는 증류곡물배합비율이 최  

20%, 가 류 사료에는 15%를 정 비율로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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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05-06 2006-07 s 2007-08 f 증감율(%)

세계

  생산 백만톤 974 975 1,051 7.8

 - 보리 백만톤 138 138 142 2.9

   - 옥수수 백만톤 696 699 768 9.9

   소비 백만톤 986 1,010 1,060 5.0

  연말재고 백만톤 167 124 120 -3.2

 미국옥수수가격 US$/톤 106 161 169 5.0

 호주

  면  천ha 6,575 5,619 6,472 15.2

    - 보리 천ha 4,447 3,990 4,396 10.2

    - 옥수수 천ha 769 457 751 64.3

  생산 천톤 14,287 5,854 13,320 127.5

    - 보리 천톤 9,563 3,722 9,051 143.2

    - 옥수수 천톤 1,973 952 1,905 100.1

  수출 천톤 5,683 3,027 5,586 74.2

    - 액 백만호주달러 1,193 854 1,399 63.8

 사료용보리가격 호주달러/톤 187 272 205 -24.6

맥아용보리가격 호주달러/톤 202 316 225 -28.8

s: ABARE 추정치, f: ABARE 망치

표 2  사료곡물 망

증류곡물은 원료에 따라 그리고 같은 원료일지라도 증류시기별로 포함된 

향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표 여량을 정하기가 어렵다. 사료에 한 

수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에탄올제조업자들은 증류곡물의 양학  가치

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에탄올 생산과정을 변화시키면 좀더 일정한 

양성분을 가진 증류곡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이 발 함에 따라 축산부문은 증류곡물을 이용하는 데 좀 더 친숙해 

질 것이다. 한 증류곡물을 이용한 사양기술의 발 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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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의 옥수수 이용

에탄올 시장의 부상으로 세계 옥수수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 이 감

소할 것이다. 통상 으로 미국은 세계 옥수수 교역의 60～70%를 차지했었다. 

2007년에는 미국에서 에탄올 생산을 한 옥수수 소비량이 년보다 55% 정

도 증가한 1억 2,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옥수수 

수출 여력은 상당정도로 감소할 것이다. 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강세를 보

임에 따라 세계의 옥수수 수입수요가 어들고 남미 국가들이 생산을 늘릴 

것이다. 

사료곡물 생산은 사상 최고일지라도 재고는 감소할 듯

사료곡물 생산이 사상 최고 수 일지라도 세계의 사료곡물 재고는 년

비 3% 감소한 1억 2,000만 톤에 그칠 망이다. 이 같은 재고는 1976～77년 

이래 가장 낮은 수 일 것이다. 미국에서 옥수수 생산이 크게 증가할지라도 

미국의 옥수수 재고는 거의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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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옥수수 재고는 년 비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 이로서 

국에서는 연속해서 8년간 옥수수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는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료용 수요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6  세계의 사료곡물의 연말 재고

사료곡물의  세계교역은 계속 강세를 유지할 듯

2007～08년 세계 사료곡물 무역은 년보다 약간 감소한 1억 700만 톤에 

이를 망이다. 2007～08년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년 비 10% 정도 어들 

것으로 상된다. 왜냐하면 옥수수의 국제 가격이 상승하고 주요 수입국에서 

아르헨티나와 라질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6～07년 아르헨

티나의 옥수수 수출은 53% 가량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아르헨티나는 생산

증가와 옥수수에 한 세계 수입 수요 강세에 힘입어 2007～08년에는 추가

으로 10%가 더 증가해 옥수수 수출이 1,600만 톤에 이를 망이다.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면 체 사료곡물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

한 시장 환경 하에서 2007～08년 사료용 보리 수요가 여 히 강세를 띨 망

이다. 한 도 타 곡물에 비해서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것이 경제 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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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맞으면 생산이 증가하여 사료용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세계 맥주 수요

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맥주맥에 한 수요도 여 히 강세를 유

지할 망이다.

호주 의  사료곡물 망

호주 동부와 남부 경작지 에서 에 비해 2007～08년 동 기 경작시기

가 빨리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 인 작황이 낙 일 것으로 망된다. 

2007～08년 호주의 사료곡물 종면 은 년에 비해 약 15%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단수를 년수 으로 가정할 경우 사료곡물 생산량은 년보다 거

의 두 배가 늘어난 1,330만 톤에 이를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이 회복함에 따

라 2007～08년 호주의 사료곡물 수출도 년 비 7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2007～08년 보리 종면 은 년 비 10%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단수

가 년수 에 머문다면 2007～08년 호주의 보리 생산량은 900만 톤에 이를 

망이다. 생산이 회복함에 따라 2007～08년 호주의 보리 수출은 년 비 

73% 증가한 530만 톤에 이를 망이다. 보리의 수출액은 년 비 63% 증가

한 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측된다. 

2006～07년 동계작물의 경우처럼 지난해 하계작물은 한발의 향을 받았

다. 퀸즈랜드의 남부 지역과 뉴사우즈웨일즈 북부지역에서 여름철 가뭄으로 

토양 수분과 수지 물이 고갈됨에 따라 수수 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

했다. 따라서 수수 생산은 52% 정도 감소한 95만 톤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2006～07년 호주의 수수 수출은 년 비 54% 가량 어든 4만 5,000톤에 불

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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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호주의 사료곡물 생산

3. 유량종자

유량종자 재고는 낮아지는 반면 유량종자  유량종자 제품에 한 국제수

요가 증가하여 2007～08년 유량종자 가격은 강세를 띨 망이다. 이러한 수

요증가를 반 하여 유량종자의 국제기 가격인 두의 2007～08년 로텔담 cif 

가격은 년 비 5% 상승한 톤당 329달러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한발 향이 어 2007～08년 호주 캐놀라 생산이 회복된다고 가정했을 때 

2007～08년 캐놀라 가격은 다소 하락할 망이다. 즉 2007～08년 호주 캐놀

라 가격은 년 비 20%가 하락한 톤당 430달러가 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

나 이러한 가격 수 은 최근 몇 년간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 에 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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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량종자 가격 추이  

2007～08년 세계 유량 종 자  생산은 감소할 듯

2007～08년 세계 유량종자 생산은 몇몇 주요국에서 생산 감소가 상되어 

900만 톤 가량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생산이 2% 정도 감소하고 재고가 

7,100만 톤이면 2007～08년 세계 유량종자 공 은 년 비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두는 세계 유량종자의 약 57%를 차지하는 표 인 유량종자이다. 200

7～08년 세계 두 생산량은 아르헨티나, 라질, 미국 등 3  생산국에서 생

산이 감소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반 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두 생산은 감소하는 신 세계 유량종자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캐놀라

와 유채생산은 증가할 망이다. 이와 같은 캐놀라와 유채의 생산 증가는 주

로 바이어 연료부문에서의 수요증가에 기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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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성의 6월 유량종자 망에 의하면 2007～08년 미국의 두 종

면 은 년 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 감소한 면 은 주로 

옥수수 생산으로 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에서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 

수요가 강세를 띰에 따라 옥수수의 상 인 수익성이 두보다 높게 나타났

다. 단수가 년 수 일 경우 2007～08년 미국의 두 생산은 년 비 약 

16%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그림 9  미국의 두 생산

아르헨티나와 라질에서 두 종면 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

08년 두 생산은 감소할 망이다. 이들 2개국에서 2006～07년 두 생산은 

단수가 평년수 을 웃돌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006～07년 아르헨티나 

두의 단수는 ha당 2.88톤으로 사상 최고 고, 라질의 두 단수는 과거 5년 

평균 단수인 ha당 2.55톤에서 2.8톤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007～08년 두 단

수는 년 수 에 머무를 망이므로 두 나라 모두에서 두 생산이 감소할 

망이다. 

캐놀라/유채의 주요 생산국  수출국인 호주, 국, 캐나다, EU의 2007～

08년 캐놀라/유채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EU에서 캐놀라 종면

은 사상 최고 수 일 것으로 상된다. 이처럼 캐놀라 종면 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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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바이오디젤 제조업자의 캐놀라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호조

를 띠기 때문이다. 단수가 년 수 일 경우 EU의 2007～08년 캐놀라 생산은 

년 비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유량 종 자  수요 는 계속 증가 할 듯

2007～08년에도 유량종자 수요는 유량종자를 원료로 하는 련 업계의 유

발 수요가 늘어나 계속해서 강세를 띨 망이다. 2007～08년 세계 유량종자 

소비량은 년보다 1,300만 톤 가량이 증가한 4억 800만 톤에 이를 망이다. 

2007～08년 유량종자박 소비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 수요 증가에 힘입어 

년 비 4% 가량 증가한 2억 3,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식물성 기

름 소비도 바이오디젤 생산용 식물성 기름 수요가 증가하여 년 비 7% 가

량 증가한 1억 3,000톤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 

바이 오디젤용  식물성 기름 소비 증가  망

과거 5년간 세계 식물성기름의 소비는 연간 약 6%씩 꾸 하게 증가하 다. 

2007～08년 세계 식물성기름의 소비는 년 비 800만 톤 정도 증가한 1억 

3,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식물성기름은 주로 식용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식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성기름은 체 식물성 기름소비의 85%

를 차지하는데 연간 약 4%씩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성 기름의 

소비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은 공업용으로서 최근 5년간 연간 약 18%

씩 증가해 왔다. 

식물성기름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에 한 수요가 증가하여 식물성 기름

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EU로서 최근 5년간 EU의 공업용 식물성 기름의 소비는 매년 31%씩 늘어났

다. EU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은 2003년 약 200만 톤에서 2006년에 약 600만 

톤으로 비약 으로 증가했다. 



- 20 -

그림 10  EU의 바이오디젤 생산 능력  

EU 국가  독일은 EU 바이오디젤의 약 반가량을 생산하는 최 의 바이

오디젤 생산국이다. 2006년 8월 독일정부는 바이오디젤에 해서는 리터당 

10유로를, 혼합 바이오디젤에 해서는 리터당 15유로를 부과한다는 바이오

디젤에 한 과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바이오디젤의 비용이 디젤에 

비해 비싸게 되었고 2006년 4분기 EU의 바이오디젤 매출이 2005년 같은 기

간에 비해 감소하 다. 

유량 종 자 박 수요 는 계속 증가 할 망

유량종자에서 기름을 채유하고 난후 나오는 유량종자박은 가축 사료용으로 

이용된다. 유량종자박의 최  소비국은 EU, 국, 미국 등으로 이들 국가들은 

매년 세계 유량종자박의 60% 정도를 소비한다. 2007～08년 유량종자박 소비

는 년 비 900만 톤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유량종자박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는 국이다. 국에서는 축

산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유량종자박 소비가 매년 

10%씩 증가했다. 유량종자박 수요증가세는 2007～08년에도 계속될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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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강우로 인해 호주  캐놀라 생산 증가 할 듯

2007년 4월 기 강우로 인해 호주의 곡물 재배지역의 생산자들은 종을 

제때에 할 수 있었다. 5월 순과 하순, 그리고 6월 순 뉴사우즈웨일즈, 빅

토리아, 남부 호주의 강우로 인해 캐놀라 생산 망이 밝은 상태이다. 

종기 기후조건이 양호하고 가격 망이 좋아서 2007～08년 호주의 캐놀

라 종면 은 년 비 7% 정도가 증가한 100만ha로 상된다. 강우량이 충

분치 않았던 서부호주지역을 제외한 호주  지역에서 캐놀라 종면 이 증

가할 망이다. 2007～08년 서부호주지역의 캐놀라 종면 은 년 수 에 

머무를 망이다. 종면 이 가장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상되는 지역은 뉴

사우즈웨일즈로서 캐놀라 종면 이 년 비 약 18%가 늘어날 망이다. 

빅토리아와 남부호주의 캐놀라 종면 은 년 비 각각 12%, 7%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2007～08년 호주 체의 캐놀라 생산은 한발의 향을 심각하게 받았던 

년도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증가할 망이다. 2007～08년 캐놀라 생산은 140만 

톤으로서 2006～07년의 51만 톤보다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상된다. 지  단

계에서 볼 때 단수는 ha당 1.4톤으로 년 수 이 될 것으로 망된다. 물론 

이 같은 단수 망치는 시간이 경과하고 강우량이 변하면 다시 바뀔 수 있다. 

호주  캐놀라 수출 증가 할 듯

2007～08년 호주의 캐놀라 수출은 생산이 증가할 망이어서 년 비 65

만 톤 정도 늘어날 망이다. 호주의 캐놀라 수출액은 3억 7,600만 달러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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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05-06 2006-07 s 2007-08 f 증감율(%)

세계

  생산 백만톤 390 404 395 -2.2

  소비 백만톤 382 395 408 3.3

   유량종자박  백만톤 215 223 232 4.0

    식물성기름 백만톤 115 122 130 6.6

  기말재고 백만톤 64 71 61 -14.1

  두가격 US$/톤 261 313 329 5.1

 호주

  생산 천톤 2,517 1,026 1,803 75.7

   동계 천톤 1,475 540 1,436 165.9

   하계 천톤 1,042 486 368 -24.3

  캐놀라 생산 천톤 1,436 513 1,399 172.7

  수출 천톤 831 256 909 255.1

   - 액 백만달러 310 134 376 180.6

  가격 호주달러/톤 386 539 431 -20.0

s: ABARE 추정치, f: ABARE 망치

표 3  유량종자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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