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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김 현 중

  지난 5월 16일 발표된 미 농무부(USDA)의 축산물 수  망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쇠고기와 유제품 수출량  돼지고기, 계란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망

하 다.

1. 쇠고기

  2008년 옥수수 재배면 은 년보다 약 8% 감소하 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에탄

올의 주요 원료가 옥수수인 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재배면  감소는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 기상 여건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2008년, 2009

년 망치는 평균 인 기상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콘벨트 지역1)의 홍수

로 인해 옥수수 작황은 좋지 않은 편이며, 평원주  애팔라치아 산맥에는 가뭄 

향을 받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암소 사육두수는 1950년  이후 역  최 를 기록하 으며, 2009

년 1월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 이는 2007년 하반기 암소 도축 증가 때문

이다. 평원주  애팔라치아 산맥의 가뭄으로 소 사육농가의 사육환경은 악화되

었으며, 암소  송아지 가격 하락  생산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경산우

(최소 한번 이상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도축이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2009

* 본 내용은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2008년 5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현중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kim1025@krei.re.kr, 02-3299-4376)

1) 콘벨트[Corn Belt]: 미국의 중 ·서부에 걸쳐 형성된 세계 제1의 옥수수 재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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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010년 송아지 생산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비육용 암소 도축은 평년과 비슷

한 수 이다. 2007년 하반기 이후 젖소 도축률은 평년수 보다 약간 높게 유지되

고 있다. 달러화 약세로 수입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암소가격은 다소 호 된 상

황이며, 암소 도축 두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상을 완화시켰다.

  2008년, 2009년 비육용 송아지(비육 소)  번식용 암송아지 생산 감소로 송아

지 고기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 송아지의 도축두수가 년보다 증

가하 지만, 도체 이 감소하여 송아지 고기 생산량도 년보다 15% 감소한 상황

이다. 사육장에서 송아지 수요가 늘어날 경우 송아지 공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이 상되며, 젖소 송아지를 송아지 고기 생산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게 될 경우, 송아지 도체 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젖소 송아지가 도축됨에 

따라 일반 송아지 도축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로 사육장에서 송아지 수요가 감소하고 있

다. 2009년 상황을 망해 본다면, 송아지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요인과 송

아지 공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도체  감소가 가격 변

동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쇠고기 생산량은 사료비 상승에 따른 암소도축 증가로 년보다 다소 증

가한 267억 운드로 망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암소도축 증가로 

2009년 쇠고기 생산량은 올해보다 감소한 264억 운드로 망된다.

  소비지 시장에서 쇠고기와 체 육류 사이의 경쟁은 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

러한 경쟁이 계속될 경우 쇠고기 도매가격 하락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육업

자의 이윤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교역

  2008년 쇠고기 수출량은 년보다 15% 증가한 16억 4,500 운드로 망되는데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수출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상된다. 2008

년 쇠고기 수입은 28억 1,500만 운드로 년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암소도축 증가로 쇠고기 공 이 증가한데다 미국 달러화 약세로 수입 쇠고기 가격

이 상승하여 수입 쇠고기의 선호가 어들고 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암소도축의 

감소로 쇠고기 수입량은 년보다 7% 증가한 30억 운드로 망된다.

  호주는 지난해 가뭄으로 사육두수 증가에 지장을 받고 있다. 기상 여건이 호

될 경우, 사육두수가 서서히 늘어나고 암소 도축이 어들어 단기에 쇠고기 수출 

증가 여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기상 여건은 앞으로 호주의 소 도축과 쇠고기 

수출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

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일부가 미국산으로 체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량은 역  최 치를 기록하 다. 사료비 상승  캐

사료비용 상승에 따

른 부담증가로 사육

장에서 송아지 수요

가 감소하고 있고 

2008년 쇠고기 생산

량 역시 사료비 상승

에 따른 암소도축 증

가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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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파운드

그림 1  전지분유 수출량(원유환산)
백만 파운드

그림 2  탈지분유 수출량(원유환산)

나다 도축장의 경 악화,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로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은 크게 

감소하 다. 캐나다는 미국으로 쇠고기보다는 생우 수출을 더 선호하고 있다. 

2. 낙농

  사료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원유 생

산량은 2007년보다 2.3% 증가한 1,898억 운드로 망되며, 2009년에는 1,904억 

운드로 0.3% 증가할 망이다. 사료비가 크게 상승하 지만 2009년까지는 젖소 사

육두수 감소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젖소 사육두수는 

926만 5천두로 증가할 망이지만 2009년에는 923만두로 소폭 감소할 망이다. 

  두당 산유량은 매년 서서히 증가하여 왔다. 2008년 두당 산유량은 지난해보다 

0.8%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2009년에도 20,630 운드로 2008년보다 1% 미만으

로 증가할 망이다. 유사비(우유가격/사료비)는 2009년 말로 갈수록 우유가격 상

승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유제품 수요는 비교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분유의 수출량은 꾸

히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반면 올해 탈지분유의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미국의 유제품 수출 경쟁국인 EU(유럽연합)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

로 상되지만 최근 소득이 향상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소비될 것으로 

망된다. 2009년 미국의 유제품 수출량은 경쟁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이 차 회

복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내 유제품 수요 강세로 인해,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

사료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

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젖소 사육두수 감소

에도 영향을 크게 미

치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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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품 수출 증가로 인해 2008년 치즈와 버터가격은 강세를 보일 망이다. 유

제품으로 가공되는 원유량은 2008년에 2007년보다 약 2%가량 증가할 것으로 망

되며 2009년에는 1% 증가할 망이다. 치즈 생산 능력의 한계와 치즈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원유는 버터, 분유로 가공되는 양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와 

탈지 분유의 재고는 2008년보다 2009년 말로 갈수록 어들 것으로 망된다. 

  2008년 치즈 가격은 운드당 1.820~1.870달러, 2009년에는 운드당 1.790~ 

1.890달러에서 형성될 망이다. 2008년 버터 가격은 운드당 1.335~1.415달러, 

2009년에는 1.335~1.485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망된다. 2008년 탈지분유 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하여 운드당 1.360~1.400달러에서 형성될 망이며, 2009년에는 

상승하여 운드당 1.470~1.540달러 형성될 것으로 망된다. 2008년 유장 가격은 

2007년보다 크게 하락한 운드당 27.5~30.5센트로 망되며, 2009년에는 다소 회

복하여 29.5~32.5센트로 망된다.

  2008년 원유 가격은 하락하지만 높은 유제품 가격으로 인해 2009년에는 원유 가

격이 상승할 것으로 상된다. 2008년 원유 Ⅲ등  가격은 100 운드당 17.00～

17.50달러로 망되며, 2009년에는 16.80～17.80달러로 망된다. 2008년 원유 Ⅳ등

 가격은 15.45~16.05달러로 망되며 2009년에는 16.50～17.60달러로 상승할 

망이다. 2008년 평균 원유 가격은 2007년보다 낮은 100 운드당 17.95~18.45달러

로 망되고, 2009년에는 다소 상승한 17.90～18.90달러로 망된다.

3. 양돈

  높은 사료비로 인해 양돈 농가의 자가 지속되고 있다. 자 으로 농가에

서는 모돈수를 이고 있고 이에 따라 2009년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

으로 상되는데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29억 운드로 2008년보다 2.4% 감소

할 망이다. 돼지 사육두수 감소는 2008년 하반기부터 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09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망이다. 2007년 부터 모돈의 생산성은 지

속 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지속될 망이다. 2009년 돼지 도체 은 올

해와 비슷할 망인데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인해 2009년 돼지가격은(정육 51~ 

52% 기 ) 2008년보다 9% 상승한 100 운드당 46~50달러로 망된다.

  2008년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이  망치보다 약 5,200만 운드 낮춰졌다. 

이는 4월에 캐나다로부터의 돼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감소가 상되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의 총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7년 

보다 7% 증가한 235억 운드로 망된다. 2008년 2분기 돼지가격은 100 운드당 

46～48달러로 망되며 올해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7% 하락한 43~45달러로 

망된다.

유제품 수출 증가로 

인해 2008년 치즈와 

버터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이며, 치즈 

생산능력의 한계와 

치즈 생산 비용으로 

인해 원유는 버터, 

분유로 가공되는 양

이 많아질 것이다.

높은 사료비로 인해 

양돈 농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적자

누적으로 농가에서

는 모돈수를 줄이고 

있으며, 2009년 돼

지고기 생산량 감소

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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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 2007 증감률(08/07)
일본 313 290 7.8

멕시코 135 135 0.2
중국 119 42 186.2
홍콩 119 17 619.5

러시아 100 41 141.1
캐나다 99 78 27.1
한국 88 97 -9.0
호주 22 26 -16.7

필리핀 17 3 515.5
프랑스 9 2 438.6

계 1,106 792 39.7

  미국의 돼지 수입 두수는 2007년 1,000만두에서 2008년 1,040만두로 증가할 것으

로 상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상되지만 하반기와 2009년 돼지 

수입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 2009년 돼지 수입두수는 960만두로 2008년보

다 9%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

  캐나다의 사육두수 감소는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미국의 돼지 수입 감소에 

향을 미칠 망이다. 캐나다의 모돈(후보돈 포함)수가 2005년 4월 이후 서서히 감

소하다가 2008년 4월에는 4.58%나 감소하 다. 특히 캐나다 남부의 온타리오 주와 

서부의 앨버타 주에서의 번식돈 두수가 크게 감소하 다.

  2008년 1분기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년 동기간보다 1% 상승한 운드당 

2.84달러 으며, 4월 가격은 년 동월보다 1.6% 상승한 2.86달러 다. 2분기 소비

자 가격은 년 동기간보다 1% 하락한 운드당 2.90달러 에서 형성될 망이다. 

2008년 상반기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올해 소비자 가격 상승 폭을 둔화시켰다. 

소매업자들이 비용 증가 부분을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하려고 한다. 

그러나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와 올해 상반기 닭고기 공 량의 증가는 소매업자들

의 가격 인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9년 돼지고기 공 량 감소로 소

비자 가격 상승 요인이 크지만, 운드당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올해와 비슷한 

2.90달러 에서 형성될 망이다.

표 1  국별 미국의 1분기 돼지고기 수출량
단위: 백만 파운드, % 

  2008년 1분기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11억 운드로 년 동기간보다 39.7% 

증가하 는데 국과 홍콩으로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 기 때문이다. 국과 홍콩

으로의 수출량은 일본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1분기 러시아로의 수출량 한 년 

동기간보다 2배 이상 상승하 다.

  국의 미국산 돼지고기에 한 수요는 올해 비교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상

2008년 미국의 돼지 

수입 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

분기 미국의 돼지고

기 수출량은 전년 동

기간보다 39.6% 증

가하였는데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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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은 지난해 돼지 질병(PRRS) 피해로 

약 4천만두( 국의 2008년 1월 돼지 사육두수 4억 9천만두)의 돼지가 폐사하 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공  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1월 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69% 

나 상승하 다.

  국의 돼지고기 수요 강세와 달러화 약세, 미국의 돼지고기 공 량 증가로 2008

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43억 운드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할 것으로 망

된다. 2009년에는 국이 돼지 질병 피해로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국 돼지고기 수출량은 40억 운드로 2008년보다 7.5% 감소할 망이다.

4. 닭고기

  2008년 1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년 동기보다 5.6% 증가한 91억 운드 다. 이

는 도계수수가 년보다 3.6% 증가하고, 평균 생체  한 1.8% 증가한 5.6 운드

(2.54kg) 기 때문이다. 2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년 동기보다 3.2% 증가한 94억 

운드로 망된다. 도계일수 증가로 4월 도계수수는 년 동기보다 증가하 다. 

  입란 감소로 5월 로일러 생산은 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4월 5일～5

월 3일까지 주간 병아리 생산수수는 2007년 동기간보다 0.1% 감소하 으며, 부화

기에 입란된 숫자가 년보다 감소하여 향후 병아리 생산수수 한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1분기 말 닭고기 재고량은 년 동기보다 33% 증가한 7억 7천만 운드 다. 이

는 닭고기 수출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닭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

기 때문이다. 부 별 재고  다리살 재고가 크게 증가하 는데 부분은 수출 선

 기물량이다.

  1분기 미국 닭고기 수출량은 2007년보다 18% 증가한 15억 운드 다.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수입국 수요 증가와 달러화 약세로 미국산 닭고기 선호도가 높

아졌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 상국은 러시아(수출 증가율: 36%), 국(28%), 멕시

코(27%), 태국(124%), 그루지아(158%), 몰도바(116%) 등이다. 2008년 닭고기 수출량

은 60억 운드에 이를 것으로 상되며, 2009년 수출량은 2008년보다 2% 증가한 

61억 운드로 망된다.

  사료비와 연료비 상승으로 2009년 미국 닭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0.8%(당  

상 2%) 증가하는데 그친 372억 운드로 망된다. 2009년 상반기에는 2008년보

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닭고기 가격 상승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생산량 증가가 미미하고 수출 확  폭이 클 것으로 상되어 2009년 1인

당 소비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

  2009년 도계수수는 2008년보다 다소 증가하나 사료비 상승으로 평균 도체 이 

2008년 1분기 닭고

기 생산량은 전년 동

기보다 5.6% 증가했

고 수출량은 전년보

다 18% 증가했다.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수입국 수요 증

가와 달러화 약세로 

미국산 닭고기 선호

도가 높아졌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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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상된다. 로일러 냉동 비축량은 2008년 말까지 감소할 

것으로 상되며, 닭고기 생산이 감소하는 2009년 상반기까지 냉동 비축량 감소로 

이어질 망이다.

  2009년 12개 도시 닭고기 도매가격은 2008년보다 3% 상승한 운드당 80～86센

트로 상되며, 모든 가 류 평균 도매가격은 79～82센트로 망된다. 2009년 로

일러 생산이 다소 감소하나 소득 감소로 닭고기 가격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

을 것으로 망된다.

  2009년 기타 계육 생산량은 2008년보다 1% 감소한 5억 3천만 운드로 망된

다. 생산량 감소로 2009년 1인당 기타 계육 생산량 한 2008년보다 0.1 운드 감

소한 1.2 운드로 상된다.

5. 계 란

  산란용 마리수가 년보다 2.2% 감소하 으나 산란율이 향상되어 2008년 1분기 

계란 생산량은 년 동기보다 1% 감소하는데 그쳤다. 계 으로 부활  이후 계

란 가격은 가 르게 하락하며, 1분기 뉴욕시장 계란 도매가격은 1.59달러( 란 12

개들이) 다. 4월 뉴욕 계란 평균 가격은 년 동기 비 27% 상승하 으나 3월보

다는 0.4달러 하락한 당(12개들이) 1.19달러 다.

  2009년 계란 생산량은 년보다 크게 감소한 64억 (12개들이)으로 망된다. 산

란용 마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지난 2년간 계란 생산량은 일

정 수 을 유지하 다. 2007년 4분기와 2008년 1분기 계란 가격 고공행진에도 불

구하고 산란용 마리수가 년보다 감소하 다.

  2009년 종란 생산량은 2008년보다 감소한 10억 (12개들이)으로 상되며, 로

일러 생산 증감여부에 따라 종란 생산량이 변화할 것으로 망된다. 2008년과 2009

년 계란 재고량은 비교  안정된 1천 2백만 (12개들이) 수 일 것으로 망된다. 

2009년 계란 수출량은 달러화 약세로 2008년보다 4% 증가한 2억 4천만 (12개들

이)으로 망된다.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LDP-M-167/May 16, 2008 발췌정리

산란용 마리수는 전

년보다 2.2% 감소하

였으나, 산란율이 향

상되어 2008년 1분

기 계란 생산량은 전

년 동기보다 1% 감

소하는데 그쳤다. 



8

구 분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연간

생산량, 백만 파운드
- 쇠고기 26,421 6,374 6,910 6,945 6,485 26,714 6,255 26,385
- 돼지고기 21,943 6,023 5,645 5,680 6,135 23,483 5,755 22,930
- 양고기 183 46 44 42 44 176 44 173
- 닭고기 36,126 9,108 9,375 9,200 9,175 36,858 9,000 37,150
- 칠면조고기 5,958 1,540 1,550 1,530 1,560 6,180 1,505 6,140
- 전체 육류 91,264 23,260 23,696 23,563 23,567 94,086 22,724 93,447
- 계란, 백만판/12개 6,435 1,590 1,590 1,610 1,650 6,440 1,590 6,435
1인당 소비량, 파운드
- 쇠고기 65.2 15.5 16.8 16.5 15.5 64.3 15.2 62.8
- 돼지고기 50.8 12.5 12.6 12.6 13.3 50.9 12.3 50.2
- 양고기 1.1 0.3 0.3 0.2 0.3 1.1 0.3 1.1
- 닭고기 85.4 21.4 22.0 21.5 21.2 86.1 21.1 85.6
- 칠면조고기 17.5 4.0 4.3 4.4 5.3 18.0 3.8 17.6
- 전체 육류 221.6 54.2 56.4 55.6 55.9 222.1 53.1 219.0
- 계란, 개수(백만더즌) 250.1 61.6 61.5 62.2 63.5 248.8 61.0 246.3
시장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Neb, $/cwt) 91.82 89.59 92-94 89-95 86-94 89-93 88-96 88-95
- 비육밑소(Ok City, $/cwt) 108.23 99.88 102-104 99-105 99-107 100-104 97-105 100-107
- 유틸리티급 정육(S. Falls, $/cwt) 52.12 53.88 53-55 50-52 48-52 51-53 50-54 50-54
- 초이스급양고기(SanAngelo,$/cwt) 84.93 86.23 83-85 82-88 84-92 84-88 83-91 85-92
- 돼지고기(N. base, l.e. $/cwt) 47.09 39.64 46-48 45-47 40-44 43-45 44-48 46-50
- 닭고기(12도시, cents/lb) 76.40 78.1 79-81 80-84 79-85 79-82 81-87 80-86
- 칠면조고기(동부, cents/lb) 82.10 77.4 86-88 89-95 91-99 86-90 77-83 82-89
- 계란(뉴욕, cents/doz) 114.4 158.8 113-117 102-108 106-114 120-125 95-103 90-98
교역량, 백만 파운드
- 쇠고기 수출량 1,431 365 395 455 430 1,645 420 1,870
- 쇠고기 수입량 3,052 620 740 740 715 2,815 725 3,010
- 양고기 수입량 202 55 50 44 51 200 55 203
- 돼지고기 수출량 3,138 1,150 1,020 965 1,175 4,310 1,050 3,985
- 돼지고기 수입량 968 220 225 235 245 925 215 3,010
- 닭고기 수출량 5,771 1,400 1,475 1,525 1,600 6,000 1,425 6,100
- 칠면조 고기 수출량 553 135 150 160 160 605 145 635
- 모돈 수입두수(천두) 10,005 2,625 2,725 2,500 2,400 10,550 2,400 9,600

표 2  U. S. 육류 및 가금류 전망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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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연간

젖소 (천두) 9,158 9,250 9,275 9,275 9,255 9,264 9,240 9,229
두당 산유량 (파운드) 20,267 5,141 5,255 5,050 5,040 20,486 5,150 20,630
우유 생산량 (십억 파운드) 185.6 47.6 47.7 46.8 46.6 189.8 47.6 190.4
 - 농가소모분 1.2 0.3 0.3 0.3 0.3 1.2 0.3 1.2
 - 납유량 184.4 47.3 48.4 46.5 46.4 188.6 47.3 189.2
유지방 (원유 환산, 십억파운드)
 - 납유량 184.4 47.3 48.4 46.5 46.4 188.6 47.3 189.2
 - 연초 재고량 9.5 10.4 12.1 13.5 12.3 10.4 10.5 10.5
 - 수입량 4.6 1.1 1.1 1.1 1.4 4.6 1.1 4.7
 - 총공급량 198.6 58.7 61.7 61.1 60.0 203.6 58.9 204.4
 - 수출량 5.7 1.9 1.8 1.5 1.5 6.7 1.5 6.0
 - 연말 재고량 10.4 12.1 13.5 12.3 10.5 10.5 12.0 9.4
 - 소모분 0.0 0.0 0.0 0.0 0.0 0.0 0.0 0.0
 - 집유량 182.5 44.6 46.4 47.4 48.0 186.4 45.4 189.0
전지분유(원유환산,십억파운드)
 - 납유량 184.4 47.3 48.4 46.5 46.4 188.6 47.3 189.2
 - 연초 재고량 9.1 9.9 10.1 10.8 10.0 9.9 10.0 10.0
 - 수입량 4.4 1.0 1.1 1.1 1.3 4.4 1.0 4.5
 - 총공급량 197.9 58.1 59.6 58.4 57.6 202.9 58.3 203.7
 - 수출량 28.2 6.4 6.5 5.9 5.9 24.7 6.1 23.6
 - 연말 재고량 9.9 10.1 10.8 10.0 10.0 10.0 10.0 9.7
 - 소모분 0.0 0.0 0.0 0.0 0.0 0.0 0.0 0.0
 - 집유량 159.8 41.7 42.3 42.5 41.7 168.2 42.2 170.4
우유가격 (달러/100 파운드) 1)
 - 우유 19.13 19.23 17.70 17.20 17.80 17.95 17.85 17.90

-18.00 -17.80 -18.70 -18.45 -18.85 -18.90
 - III 등급 18.04 18.12 17.14 16.48 16.40 17.00 16.53 16.80

-17.44 -17.08 -17.30 -17.50 -17.53 -17.80
 - IV 등급 18.36 15.04 14.87 15.62 16.51 15.45 16.33 16.50

-15.27 -16.32 -17.51 -16.05 -17.43 -17.60
유제품 가격  (달러/파운드) 2)
 - 체다 치즈 1.738 1.933 1.851 1.770 1.745 1.820 1.760 1.790

-1.881 -1.830 -1.835 -1.870 -1.860 -1.890
 - 유장 분말 0.600 0.305 0.252 0.265 0.295 0.275 0.295 0.295

-0.272 -0.295 -0.325 -0.305 -0.325 -0.325
 - 버터 1.344 1.230 1.366 1.402 1.360 1.335 1.325 1.355

-1.426 -1.492 -1.480 -1.415 -1.455 -1.485
 - 탈지분유 1.708 1.364 1.272 1.342 1.465 1.360 1.465 1.470

-1.302 -1.392 -1.535 -1.400 -1.535 -1.540

표 3  낙농업 전망

  주: 1) 매월 가격을 단순 평균한 가격으로써 연평균과 다를 수 있음.
     2) AMS에서 각 등급별 가격을 취합한 뒤 합산한 값임.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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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년 
1～5월

2008년 
1～5월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육류 생산량(백만파운드)
- 쇠고기 10,537 10,986 2,232 2,039 2,100 2,255 2,360
- 송아지고기 64 59 11 11 11 12 13
- 돼지고기 8,869 9,913 2,158 1,903 1,963 2,015 1,874
- 양고기 80 76 15 15 16 15 15
 적색육 전체 19,549 21,033 4,416 3,968 4,091 4,297 4,262
- 육계 14,681 15,561 3,230 2,910 2,967 3,202 3,252
- 기타 계육 199 234 46 44 46 46 52
- 칠면조육 2,388 2,564 547 506 486 497 527
백색육 전체 17,267 18,359 3,823 3,461 3,499 3,745 3,831
전체 육류 생산량 36,817 39,392 8,239 7,428 7,590 8,042 8,093
도축두수(천두)
소 13,907 14,294 2,898 2,643 2,728 2,960 3,065
 - 거세우 7,117 7,151 1,415 1,295 1,348 1,518 1,575
 - 미경산우 4,157 4,355 882 833 851 879 910
 - 경산우 1,329 1,350 315 256 262 287 230
 - 젖소 1,082 1,195 240 218 219 223 295
 - 비거세우 221 243 46 41 48 53 55
 - 송아지 328 352 72 69 71 73 67
양 1,135 1,085 213 212 231 221 208
돼지 43,912 48,944 10,557 9,378 9,662 9,995 9,352
 - 비육돈 42,371 47,272 10,209 9,071 9,321 9,668 9,003
 - 모돈 1,355 1,510 306 272 302 320 310
육계 3,645,611 3,790,823 785,892 713,136 725,872 778,103 787,820
칠면조 104,636 109,917 22,698 21,538 20,886 21,363 23,432

구 분 2007. 5월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정육량(파운드)
소 753 775 776 775 766 760
송아지 210 159 160 160 164 164
양 73 70 72 70 71 72
돼지 202 205 203 204 202 201
재고 입고량(백만파운드)
쇠고기 417.3 482.5 445.1 424.1 423.2 429.3 
돼지고기 528.5 458.7 570.3 605.7 652.7 652.2 
 - 내장 61.8 54.7 70.6 79.3 98.9 100.4 
 - 햄 79.6 49.0 84.4 86.8 90.2 110.3 
닭고기 606.1 741.1 773.0 760.8 764.8 753.4 
칠면조고기 360.2 260.6 327.6 416.7 428.1 492.7 
냉동달걀 14.3 14.7 12.0 16.7 16.3 16.2 

표 4  육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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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5월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곡물($/부셀)
 - 옥수수, #2 Yellow, Cen. Ill 3.52 4.55 4.91 5.16 5.59 5.58 
 - 밀, HRW Ord., K.C. ($/부셀) 5.49 9.63 11.63 11.92 9.82 9.94 
사료($/톤)
 - SBM, 48% Solvent, Decatur 198.66 331.28 345.87 331.57 329.94 331.68 
 - 알팔파, U.S. Avg.($/톤) 144.00 135.00 138.00 143.00 157.00 N/A
 - 건초, U.S. Avg.($/톤) 116.00 118.00 122.00 128.00 140.00 N/A

표 5  생축 가격
구 분 2007. 

5월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소 (100파운드당 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 1,100～1,300 파운드급
  ․텍사스 팬핸들 96.67 92.45 91.83 89.40 88.90 93.80 
  ․네브라스카 95.50 88.63 90.85 89.28 89.04 93.60 
 - 암소(수폴스지역)
  ․ 유틸리티급 1,200～1,600파운드 57.90 53.55 57.94 57.81 56.95 57.25 
  ․ 유틸리티급 800～1,200파운드 55.50 50.00 55.94 55.69 54.40 55.60 
 - 비육밑소(오클라호마)
  ․거세우
     1) 500～550 파운드 126.40 119.36 122.86 123.04 120.81 121.20 
     2) 600～650 파운드 119.27 105.21 113.16 112.15 110.90 114.00 
     3) 750～800 파운드 109.54 97.45 102.89 99.29 102.29 107.80 
  ․ 미경산우
     1) 450～500 파운드 117.12 109.41 110.53 109.72 107.59 109.45 
     2) 700～750 파운드 102.34 93.77 97.04 93.01 95.18 101.20 
돼지 (100파운드당 가격)
 - 비육돈
  ․살코기 51～52% 기준 54.40 36.77 42.74 39.40 45.06 57.00 
 - 모돈
  ․아이오와 #1-2, 300～400파운드 39.89 21.60 25.89 25.33 18.92 27.00 

표 6  곡물 및 사료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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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5월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쇠고기 ($/100파운드)
  - 쇠고기 절단 포장육
     초이스급 1-3, 600～900 lb 160.20 146.41 149.63 144.42 147.47 155.60 
     셀렉트급 1-3, 600～900 lb 148.42 138.06 146.11 142.64 145.52 152.25 
  - 뼈없는 냉장 쇠고기. 90% 150.36 140.32 149.08 144.67 144.35 160.40 
  - 수입 냉동 쇠고기. 90% 132.35 137.50 143.81 146.38 152.73 164.00 
  - 가죽 및 내장 10.22 9.97 10.53 10.79 10.70 10.70 
돼지고기 ($/100파운드)
  - 지육 76.48 56.71 61.42 57.57 65.87 79.00 
  - 등심, 14-19 lb BI 1/4" trim 121.61 87.70 90.22 90.33 108.10 132.00 
  - 삼겹살, 12-14 lb skin on trmd. 106.30 75.56 78.94 67.26 61.08 90.00 
  - 후지, 20-23 lb BI trmd. TS1 59.02 48.66 57.31 49.10 57.59 62.00 
  - 잡육, 72% fresh 57.19 38.51 51.30 48.28 50.81 65.00 
육계 (센트/파운드)
  - 12개 도시 평균 81.00 75.91 78.79 79.51 77.84 81.25 
  - 죠지아 독(Georgia dock) 79.10 76.59 77.62 79.35 80.11 81.50 
  - 북동부
     ․뼈없는 가슴살 169.62 128.33 145.19 141.06 140.28 151.70 
     ․뼈있는 가슴살 115.64 77.60 87.58 87.00 85.82 88.40 
     ․다리(전체) 60.79 61.67 60.84 64.78 66.91 68.50 
     ․다리(1/4도체) 43.43 42.30 43.51 44.13 46.32 47.80 
계란, A등급, lg, 12개 기준
  - 12개 대도시 평균 88.75 150.03 148.15 154.96 120.85 94.50 
  - 뉴욕 95.59 157.43 157.25 161.81 123.36 102.70 

표 7  축산물 도매가격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