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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2007년 9월 시장 동향

 박 은 철*  

미국 농무부(USDA)는 2007/08년도 세계 생산량을 년도에 비해 0.7% 증가

한 4억 1,849만 톤, 소비량은 1.6% 증가한 4억 2,469만 톤으로서 소비량이 생산

량을 상회하여 기말재고량은 년도에 비해 8% 어들 것으로 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소시장 근물량(MMA) 등으로 을 주로 수입하고 있

는 국의 2007년 9월의 시장 동향을 살펴본다.

1. 2007년 9월 벼생육 여건

국은 9월 상순에 강한(江汉)남부지역, 강남, 화남북부지역에서 지속 으로 

온과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하여 년 순기(旬期)보다 평균기온이 

2～5℃ 낮았다. 강남 서부의 9월 상순 일조시간은 20시간이 부족하여 생산

량이 결정되는 가장 요한 시기의 만생종벼 생산량에 매우 불리한 향을 

주었다.

국 동북지역 동부, 서북지구 부, 화북동부의 9월 순 강수일수는 5～7

일로, 일부지역에서는 일조량이 40시간이나 부족하여 벼알이 여물고 시에 

수확을 하는데 장애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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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방 부분 지역은 일조량이 양호하고 기온은 1～2℃도 높은 편이

어서 만생종 벼가 이삭이 패고 꽃가루수정  낟알이 여무는 데 좋은 여건

이 되었다.

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조생종벼 주산지는 표본조사를, 비주산지는 행정

통계를 통해 추산한 바에 의하면 2007년 국 조생종벼 생산량은 년 비 

약간 증가하 다1).

2. 1～8월 국의  수출은 약간 증가하고 수입은 폭 감소

국 해 통계에 의하면 1～8월까지  수출량은 81.1만 톤으로 년 동기

비 3.8% 증가하 고, 수입량은 28.2만 톤으로 37.4% 감소하여 52.9만 톤을 

순수출 하 다.

수출입국가를 살펴보면 수입국은 주로 태국과 베트남이고 수입량은 각각 

93.9%와 6.0%이며, 수출국은 주로 한국, 라이베리아와 푸에르토리코 등이다.

3. 세계  생산량은 수요보다 부족

USDA의 9월 측에 의하면 2007/08년도 세계  생산량은 4.1849억 톤으로 

년도에 비해 0.08% 증가하고, 소비량은 4.2469억 톤으로 년에 비해 

1.5%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생산량은 수요에 못 

미쳐 기말재고량은 년도에 비해 8%(620만 톤) 어든 7,099만 톤이 될 것

1) USDA가 발표한 세계 곡물 수 망에 의하면 국은 2007/08년도  생산량(1억 

2,970만 톤)과 소비량(1억 2,910만 톤)은 거의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측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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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세계  재고율은 년도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한 16.7%로 상되며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 이다. 2007/08년도 세계  무역량은 2,978만 톤으로 망

되며 년도에 비해 1.5%(44만 톤) 증가할 것이다. 그  주요 수출국은 태국

(900만 톤), 베트남(470만 톤), 인도(410만 톤), 미국(320만 톤), 키스탄(320만 톤)

이고, 주요 수입국은 동(316만 톤), 필리핀(180만 톤), 나이지리아(170만 톤), 

EU(110만 톤), 라질(95만 톤) 등이다.  

4. 벼 가격은 안정 이며  가격은 지속 으로 상승

4.1. 국시장 가격

⑴ 품종에 따라 벼 구입가격이 등락

9월분 조생장립종벼 주산지 구입가격은 평균 1,675 엔/톤으로 월에 

비해서는 2.1% 상승하 으며 년 동기에 비해서는 17.1% 상승하 다. 만생

장립종벼 주산지 구입가격은 평균 1,700 엔/톤으로 월에 비해서는 0.6%하

락 하 고, 년 동기에 비해서는 9.3% 상승하 다. 단립종주산지벼 가격은 

1.728 엔/톤으로 월에 비해서는 2.2% 하락하 고 년 동기에 비해서는 

9.7% 하락하 다.

⑵  가격은 지속 으로 상승

 소비가 왕성한 계 로 어들어 9월  가격은 계속해서 지난 달에 비해 

상승하고 있다. 9월 상․ 순 주소비지 조․만생장립종 과 단립종  평균 

도매가격은 각각 2,400 엔/톤, 2,433 엔/톤, 3,040 엔/톤으로 월에 비해 

각각 0.4%, 1.6%, 1.2% 상승하 으며, 년 동기에 비해서는 각각 9.3%, 

11.6%, 1.6% 상승하 다.



KREI 세계농업정보(2007.10.30)

- 4 -

4.2. 국제시장 가격

9월분 국제  가격은 302달러/톤으로 월에 비해 같은 수 이며 년 

동기에 비해서는 9.4% 상승하 다.

태국 시장은 태국 정부가 구곡을 햇곡으로 환곡하기 편리하도록 구곡을 

출하할 것으로 상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상은 가공 상인으로부터 구매를 

일시 으로 단하며 구곡이 방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어 재 망세에 있다.

4.3. 국내외  가격 비교

9월분 국의 소비지 만생장립종벼의 도매가격( 강성 동남식량도매시장)은 

톤당 품질이 비슷한 태국  가격보다 높다. 그러나 만약 태국 이 국에 

수입된다면 CIF가격(운임보험료포함가격, Cost, Insurance and Freight)은 국 

 가격 보다 톤당 600여 엔 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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