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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년 

호주 쇠고기 전망* 
권 오 복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상의 타결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호주는 

우리나라에 한 쇠고기 수출 변화에 큰 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 호

주의 농업자원경제국(ABARE)이 발표한 2008-09년 2/4분기 쇠고기 망을 살펴보기

로 한다.

2008-09 호주 쇠고기 가격 약간 상승할 듯 

  2008-09년 호주 쇠고기 가격은 년 비 3% 상승한 정육 1kg당 2달러 94센트로 

망된다. 이처럼 쇠고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망되는 이유는 기후조건이 회복

됨에 따라 사육농가들이 재입식을 늘리고 그에 따라 암소  암송아지 도축이 감

소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육질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기 도 2008-09년 

쇠고기 가격이 년에 비해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기 를 갖게 하는 데 한몫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산 쇠고기와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들 시장에

서 호주산 쇠고기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상은 호주 쇠고기 가격 망에 부정

인 향을 끼친다. 한 2008-09년 호주 달러가 미 달러 비 강세를 유지할 것으

로 상되기 때문에 다른 수출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 수입수요에도 향을 주어  

호주 쇠고기 가격이 다소 하락할 수 있다.

* 본 내용은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국(ABARE)이 발간한 2/4 분기 농업전망 결과 중 축산 부분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연구위원이 번역한 것이다. (obkwon@krei.re.kr, 02-3299-4210)

2008-09 호주 쇠

고기 가격은 기후

조건이 회복됨에 

따라 사육농가들이 

입식을 늘리고 있

어 전년대비 3% 상

승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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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단위 2006-07 2007-08 1) 2008-09 2) 증감률(%)
소 사육두수 백만두 28.0 28.1 28.2 0.4

-육우 백만두 25.4 25.5 25.6 0.4
도 축 두 수 천두 9,081 8,800 8,700 -1.1
쇠고기생산량 천톤 2,226 2,160 2,135 -1.2
수       출

대 미국 천톤 303 242 245 1.2
대 일본 천두 403 365 350 -4.1
대 한국 천톤 157 146 125 -14.4

계 천두 974 930 900 -3.2
수출액 호주백만달러 4,634 4,160 4,080 -1.9

생우 수출 천두 638 700 680 -2.9
가      격
산지가격 호주센트/kg 292 285 294 3.2
미국수입 미국 센트/kg 282 300 316 5.3
일본수입 미국 센트/kg 477 510 520 2.0

  한, 2008-09년 호주 쇠고기 가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있다. 를 들면 부분의 지역에서 기후조건이 좋지 않고 도축이 늘어나

면 쇠고기 가격은 지  망하는 것보다 하게 낮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2008-09년에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면 개방되지 않거나,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한 새로운 수입조건이 더디게 마련될 경우 가격

은 재 망치보다 높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정이 사실 로 될 경우 한국과 일

본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 수입수요가 강세를 유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쇠고기 가

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다. 

2008-09년 호주산 쇠고기 생산 다소 감소 전망

  2007-08년 호주의 쇠고기 도축량은 년 비 3% 은 880만 두로 추산된다. 이

처럼 도축량이 감소한 것은 수소와 수송아지 도축이 어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축 두수의 감소와 더불어 생우 수출이 증가했음을 나타난다. 그러나 같은 해 호

주의 여러 지역에서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 재입식이 미루어지면서 암소도축은 늘

어났다. 특히 호주 남부지방에서 이러한 상이 뚜렷하 다.

표 1  호주의 쇠고기 전망

  주: 1) 전망치   2) ABARE 추정치

2007-08년 호주의 

쇠고기 도축량은 수

소와 수송아지 도축

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3% 적은 880

만 두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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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과 가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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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입선별 한국의 뼈있는 쇠고기 수입 추이

  2008-09년 기후조건이 호 되면 양축농가들

이 재입식을 늘릴 것이므로 2008-09년 체 소 

도축두수는 년보다 10만 두 은 870만 두가 

될 것으로 상된다. 이처럼 도축두수가 감소

함에 따라 2008-09년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년보다 1% 은 210만톤 가량이 될 것으로 

상된다.

  쇠고기 생산 감소와 해외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에 한 수입수요 감소로 2008-09년 호

주의 쇠고기 수출은 년보다 3% 감소한 90만 

톤에 머물 것으로 망된다. 수출 액상으로

는 년 비 2% 감소한 41억 달러가 될 것으

로 상된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영향

  지난 4월 18일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해 용하던 수입조건을 완화하는 한-

미 쇠고기 상이 타결되었다. 이 상결과는 2006년 1월부터 발효된 30개월령 이

하의  없는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체하도록 되어 있다.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면 호주의  

한국 수출은 부정 인 향을 받을 것이다. 2003년 미

국에서 우병 발병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지되

기 에는 한국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60% 가량

이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소 갈비 다.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지한 이후에도 호주는 를 포함한 

쇠고기의 경우 제한된 분량만 공 할 수 있었다. 그 결

과 한국의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는 쇠고기의 다른 

부 로 소비를 환하 다. 한국에서 를 포함한 미

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수

요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2008-09년 미국의  한국 쇠고기 수출은 증가할 것

으로 보이며 이에 한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을 고려

할 때 2008-09년 호주의  한국 쇠고기 수출은 년보다 14% 감소한 12만 5,000톤

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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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입선별 한국의 뼈없는 쇠고기 수입 추이
  2003년 12월 미국에서 우병이 발생되기 만해도 

미국은 한국 쇠고기 수입 시장의 60%를 차지했었다. 

한국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시장 유율은 2003년 수 보다 높을 것으로 

상된다. 왜냐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소매업자

와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신뢰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쇠고기 상 타결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차례의 촛불시 를 감안할 때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

기를 어느 정도나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한 면이 많다. 

만일 한국 소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미국산 쇠고기

의 안 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호주산 쇠고기에 

한 부정 인 향은 지 보다 훨씬 을 수 있다. 

2008-09년 호주의 대 일본 쇠고기 수출도 감소할 듯

  지난 수년간 호주 달러 가치와 사료가격의 강세, 그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로 일

본에 한 호주의 쇠고기 수출이 감소해 왔다. 2007-08년 호주의  일본 쇠고기 

총수출은 년에 비해 10% 감소하 다. 특히 농후사료를 여한 쇠고기 수출은 

17%나 어들었다. 2007-08년에 걸쳐 일본에 한 호주 쇠고기 수출가격은 상승하

는데 농후사료를 여한 쇠고기 수출가격은 더 크게 올랐다.

  지 까지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동 수입조건에 따라 

2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만이 일본으로 수출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의 일본 수출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지 으로선 언제 월

령제한이 완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만일 일본으로 수출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이 상향조정되면, 호주의  일본 쇠고기 수출이 감소할 것

으로 상된다.

  미국산 쇠고기에 한 일본의 월령제한이 2008년 말 는 2009년 에 완화된다

는 가정 하에서 2008-09년 호주의  일본 쇠고기 수출은 년 비 4% 감소한 35만 

톤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호주의 쇠고기 생산이 감소하여 목 를 여한 쇠고기

의  일본 수출가격은 년보다 2% 상승한 kg당 5달러 20센트가 될 망이다. 

호주의 대 미국 쇠고기 수출은 변함없을 듯

  2007-08년 호주의  미국 쇠고기 수출은 미국의 소 도축 증가와 미 달러 가치의 

약세로 인해 감소세를 나타냈다. 2008-09년 미국의 암소 도축두수가 감소할 망이

지난 수년간 호주달

러가치와 사료가격

의 강세 등으로 인

해 일본으로의 쇠고

기 수출은 감소해왔

다. 2008 - 09년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

한 월령이 상향조정

된다면 호주의 일본 

쇠고기 수출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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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호주산 쇠고기의 일본 수입가격 추이
어서 가공용 수입쇠고기 수요가 증가할 망이다. 

  그러나 2008-09년 호주에서도 사육농가들이 

재입식을 해 암소도축을 자제할 것으로 상

되어 호주의 가공용 쇠고기 생산량이 감소할 것

으로 망된다. 2008-09년 호주의  미국 쇠고

기 수출은 약 24만 5,000톤으로 년과 비슷한 

수 이 될 것으로 상된다.

  가공용 쇠고기에 한 미국의 수입수요 증가

는 호주의  미국 쇠고기 수출단가를 인상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8-09년 호주산 

쇠고기의 미국 수입가격은 년 비 5% 상승한 

kg당 3달러 15센트가 될 망이다.

생우수출

  2007-08년 호주의 생우 수출은 수출에 합한 생우의 증가와 인도네시아 수요의 

지속 인 증가에 힘입어 년 비 10% 증가한 70만두에 이른다. 이처럼 생우 수출

이 증가한 것은 호주에서 지난 수년간 사료가격의 강세로 사육 수요가 감소한 

도 한몫했다. 

  2008-09년에는 호주의 소 가격 상승 상과 호주 달러의 강세 유지 망으로 호

주의 생우 수출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호주의 생우 수출은 년

비 3% 감소한 68만두에 그칠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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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년 호주 생

우 수출은 생우의 증

가와 인도네시아 수

요의 지속적인 증가

로 전년대비 10% 증

가했다. 2008-09년

에는호주의 소 가격 

상승과 호주 달러의 

강세 등이 전망되면

서 생우 수출이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