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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 국제국제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상품상품) ) 선물시장선물시장 유입유입 배경배경

1. 주식시장의 악재 연속 및 주식 투자수익률의 하락

▷ 닷컴 버블(dot-com bubble; 1995～2000년)의 붕괴

▷ 911테러(2001년 9월년)에 이어진 경기후퇴(recession)

▷ Enron(2001년 10월)과 WorldCom(2002년 6월)의 회계부정 사건

주식시장의 악재 연속 및 주식 투자수익률의 하락

▷ Enron(2001년 10월)과 WorldCom(2002년 6월)의 회계부정 사건

▷ 이라크전(2003년 3월 20일～2011년 12월 15일)의 전운 고조 등

<NASDAQ 주가지수의 변동 추이> <S&P500 주가지수의 변동 추이>

→ 주식 보유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주식수익률과 상관관계가 적은
대체자산(alternative assets)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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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 국제국제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상품상품) ) 선물시장선물시장 유입유입 배경배경

2. 채권시장의 금리 하락 및 저금리 기조 정착

<3-month T-Bill 단기금리 변동 추이(1990~2011년)>

▷▷ 33개월개월 TT--bill bill 금리금리 : 2000: 2000년년 6% 6% 상회상회 → → 20032003년년 1% 1% 하회하회

채권시장의 금리 하락 및 저금리 기 정착

▷ 낮은 금리로 인해 높은 금융수익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짐
→ 시중이자율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만 보장되어도 기꺼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성향 팽배(위험-수익 상반관계(risk-return trade-off)
→ 결과적으로 파생상품을 비롯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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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자산집단자산집단(asset class)(asset class)으로서으로서

ⅠⅠ. . 국제국제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상품상품) ) 선물시장선물시장 유입유입 배경배경

▷ 상품선물은 주식과 유사한 투자수익률을 지닌다. 
▷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들과 부( )의

자산집단자산집단( )( ) 서서
실물상품의실물상품의 특성과특성과 투자가치에투자가치에 대한대한 새로운새로운 인식인식

▷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들과 부(-)의
상관관계 또는 아주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 금융자산에 실물상품을 추가할 경우 포트폴리오

(portfolio) 효과 극대화

▷ 상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hedge) 수단을 제공한다. 

(G 2000 G d R h 2006 E b d 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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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r, 2000; Gorton and Rouwenhorst, 2006; Erb and Harvey, 2006)

1. 상품시장에 대한 핵심투자수단으로서의 상품지수

ⅡⅡ. .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상품상품) ) 선물시장에선물시장에 대한대한 투자투자 메커니즘메커니즘 및및 실실태태

상품시장에 대한 핵심투자수단 서의 상품지수

▷ 실물상품(곡물, 원유 등)에 대한 직접투자는 저장비용, 거래비용 등을
감안하면 기대수익이 매우 낮아져서 투자 다각화에 따른 혜택 무색

▷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익숙할 뿐 곡물, 대부 의 기 투자자들 주식 채 등 융상 에 익숙할 곡물
원유 등 실물상품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

▷ 상품지수의 지수산출방식을 그대로 복제함으로써 기준지수(benchmark
index)가 실현하는 수익 획득 가능

→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는 금융자본의 투기자금이 곡물(상품) 선물시장에→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는 금융자본의 투기자금이 곡물(상품) 선물시장에
유입되는 주요 통로 역할 수행

→ 금융투자의 일환으로 상품거래를 함으로써 상품시장의 금융화
(financialization of commodity markets)에 대한 우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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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덱스 투기자 또는 인덱스 거래자의 특성

▷ 매수 일변도(long-only)의 거래를 할 뿐 결코 매도포지션을 취하지
않는다.

→ 수동적(passive) 거래전략 또는 매입-보유(buy-and-hold) 전략

인덱 투기자 는 인덱 거래자의 특성

▷ 시장의 수요 및 공급요인과 전혀 무관하게 거래한다.
→ 기본적인 수급요인(market fundamental)을 무시한 채 단지

포트폴리오상의 위험-수익(risk-return) 측면만을 고려
▷ 매우 장기간에 걸쳐 투자가 진행된다.

ex) 연금기금(pension fund) 
: 기관투자자들의 전체 투자자산 중 65～75% 차지
: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ex, 20년)에 맞춘 기금 운영으로
장기투자 위주장기투자 위주

: 선물시장에 유동성(liquidity)을 제공하기 보다는 유동성 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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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지수(commodity index)의 개요 및 종류
▷ 상품지수 : 현물가격이 아닌 선물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가격지수
▷ 구성품목

상품지수( y )의 개 및 종류

부류 품목

농산물 옥수수, 소맥, 대두, 대두유, 원면, 커피, 원당, 코코아

축산물 돈육(lean hogs), 육성우(feeder cattle), 비육우(live cattle)

에너지 원유(WTI, Brent), 휘발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스오일(gasoil)

비철금속 알루미늄, 전기동(구리), 니켈, 납, 아연

귀금속 금, 은

▷ 주요 상품지수
1) S&P Goldman Sachs Commodity Index(‘S&P GSCI’)
2) Dow Jones-UBS Commodity Index(‘DJ-UBSCI’)
3) Thomson Reuters/Jefferies CRB Index(‘TR/J CRB’)
4)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RICI’)

→ 상품지수 투자자금의 95%는 S&P GSCI와 DJ-UBSCI의 양대 상품지수 복제
→ S&P GSCI와 DJ-UBSCI의 시장점유율 각각 63%, 32% 차지(Master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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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상품상품) ) 선물시장에선물시장에 대한대한 투자투자 메커니즘메커니즘 및및 실실태태

4. 주요 상품지수(commodity index)의 특성 비교주 상품지수( y )의 특성 비
구분 S&P GSCI DJ-UBSCI TR/J CRB RICI

개시일 1991년 5월 1일 1998년 7월 14일 1957년 1998년 7월 31일

품목수 24 20 19 38

에너지
6 6 4 6

에너지
(67.52%) (32.63%) (39.00%) (44.00%)

농산물
8

(16.79%)

7

(30.42%)

8

(34.00%)

20

(31.90%)

축산물
3

(4.32%)

2

(5.75%)

2

(7.00%)

2

(3.00%)

비철금속
5

(8.14%)

4

(18.64%)

3

(13.00%)

6

(14.00%)

귀금속
2

(3.22%)

2

(12.56%)

2

(7.00%)

4

(7.10%)

Rebalancing 매년 매년 매월 매월

Reweighting 

주기
매년 매년

1957년 이후

10회
매년

Roll-over 

기간

5일(5～9일)

(매일 20%씩)

5일(5～9일)

(매일 20%씩)

4일(1～4일)

(매일 25%씩)

3일(-2～1일)

(매일 1/3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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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품지수의 변동추이(2000-2011년)상품지수의 변동추이( 년)

주 : 2000년 1월 3일 = 100 기준
9



ⅡⅡ. .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상품상품) ) 선물시장에선물시장에 대한대한 투자투자 메커니즘메커니즘 및및 실실태태

6.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의 주요 메커니즘(mechanism)
▷ 상품지수에 대한 주요 투자 방법(commodity index investing)
1) Managed funds, 특히 commodity index fund에 가입하는 방법
2)장외(OTC; over-the-counter) swap dealer와 스왑거래를 체결하는 방법
3) ETF, ETN 등 장내파생상품(exchange-traded products)에 투자하는 방법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의 주 메커니즘( )

※ 85～90%의 기관투자자들이 swap dealer와 상품지수 스왑계약(commodity
index swap)을 체결함으로써 상품에 자산배분(CFT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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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의 주요 메커니즘(mechanism)상품지수에 대한 투자의 주 메커니즘( )

▷ 상품지수 스왑거래(commodity index swap)의 개요

1) 기관투자자(예 pension fund) : swap dealer(예 투자은행)에게 3개월짜리1) 기관투자자(예, pension fund) : swap dealer(예, 투자은행)에게 3개월짜리
T-bill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 지불

2) Swap dealer : S&P GSCI total return index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투자자에게 지불, 상품지수 복제를 위해 상품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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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의 주요 메커니즘(mechanism)상품지수에 대한 투자의 주 메커니즘( )

▷ 스왑딜러(swap dealer)에 대한 감독 및 규제상의 허점 노정(露呈)
․ 2000년에 제정된 상품선물현대화법(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 CFMA)은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

․ 상품선물현대화법(CFMA)에 의거 swap dealer들은 OTC 스왑계약을 헤징하기․ 상품선물현대화법(CFMA)에 의거 swap dealer들은 OTC 스왑계약을 헤징하기
위해 상품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를 할 경우 투기적 거래한도로부터 면제

․ Swap dealer를 통한 거래는 비상업적 거래(non-commercial; 즉, 투기거래)가
아닌 상업적 거래(commercial; 즉, 헤지거래)로 분류됨으로써 투기적 거래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실상 무한대의 투기적 거래 가능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주요 농산물 선물계약의 투기적 거래한도(단위 계약수)<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주요 농산물 선물계약의 투기적 거래한도(단위 : 계약수)>

품목
당월

(spot month)

단일 결제월

(single month)

전체 결제월

(all months)

CFTC

보고수준

옥수수 600 20,500 (33,000) 33,000 250

소 맥 600 9,000 (12,000) 12,000 150

대 두 600 10,000 (15,000) 15,0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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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상품상품) ) 선물시장에선물시장에 대한대한 투자투자 메커니즘메커니즘 및및 실실태태

7.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의 규모 및 실태상품지수에 대한 투자의 규 및 실태

▷ 상품지수에 투자된 금액은 2002년에 200억 달러 미만이었으나, 
2008년에는 2,500억 달러 이상으로 12배가 넘게 급증

▷ 상품지수 투자금액은 전 세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
선물계약의 명목가액 대비 약 1/4 내지 1/3에 해당하는 수준물계약의 명목가액 대비 약 내지 에 해당하 수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액과 S&P GSCI 현물지수의 변동 추이>

주 : De Schutter(201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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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상품상품) ) 선물시장에선물시장에 대한대한 투자투자 메커니즘메커니즘 및및 실실태태

7.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의 규모 및 실태

▷ 실물 파생상품의 시가총액은 2003년 6월과 2008년 6월 사이에
25배나 증가

▷ 실물 파생상품의 거래금액은 2008년 6월에 2조 1,300만 달러에 달
하였으며, 2008년 6월을 전후로 한 기간에는 실물 파생상품의 거래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의 규 및 실태

하였 며 월을 후 한 기 에 실물 파생상 의 거래
금액이 주식 파생상품의 거래금액을 훨씬 초과

<상품 및 주식 파생상품의 장외(OTC) 거래금액(시가총액 기준)>

주 : Basu and Gavin(201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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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상품상품) ) 선물시장에선물시장에 대한대한 투자투자 메커니즘메커니즘 및및 실실태태

7.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의 규모 및 실태

▷ 상품지수거래자의 순매수(net long) 미결제약정수(CIT Open Interest)와
전체(매수) 미결제약정 중 상품지수거래자(CIT% of Long Open Interest)의
거래 비중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의 규 및 실태

<CBOT 옥수수> <CBOT 대두>

<CBOT 소맥> <KCBT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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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 . 국제국제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상품상품) ) 유입에유입에 따른따른 영향영향

1. 곡물가격의 상승 및 가격변동성(price volatility) 증대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 사이에 식품가격은 평균 83% 상승

곡물가격의 상승 및 가격변동성(p y) 증대

<국제 곡물 교역가격지수(2006~2008년)>

주 : De Schutter(201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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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 . 국제국제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상품상품) ) 유입에유입에 따른따른 영향영향

1. 곡물가격의 상승 및 가격변동성(price volatility) 증대

▷옥수수, 소맥, 대두 등 주요 곡물가격의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ies)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2008년에는 30～40% 수준 유지

▷ 소맥가격의 월간 내재변동성은 2008년 3월 50%를 상회하여 최고수준을
기록한 바 있으며 각 곡물의 내재변동성은 2008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곡물가격의 상승 및 가격변동성(p y) 증대

기록한 바 있으며, 각 곡물의 내재변동성은 2008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훨씬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20% 이상 수준으로 높게 유지

<곡물가격의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ies)>
(연간 : 1990-2010년) (월간 : 2007년 5월～ 2010년 5월)

1) FAO(2010a)에서 인용.
2)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옵션가격 자료와 Black-Scholes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며, 등가격(ATM; at-the-mony) 옵션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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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 . 국제국제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상품상품) ) 유입에유입에 따른따른 영향영향

1. 곡물가격의 상승 및 가격변동성(price volatility) 증대

▷ 금융자본의 상품지수를 통한 투기적 거래가 실제로 곡물시장의 가격 급등 및
투기적 버블(speculative bubbles)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양론으로
갈리어 열띤 논쟁이 진행 중

▷ 찬성론 :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가 2007 2008년간 곡물가격의 급등(spike)을 초래한

곡물가격의 상승 및 가격변동성(p y) 증대

▷ 찬성론 :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가 2007-2008년간 곡물가격의 급등(spike)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Masters, 2008; Masters and White, 2008; USS/PSI, 2009; 
UNCTAD, 2009, 2011; De Schutter, 2010; Baffes and Haniotis, 2010, Tang and 
Xiong, 2010) 

→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금액의 증가와 곡물가격 상승간에 상관관계(correlation)가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금액의 증가와 곡물가격 상승간에 상관관계(correlation)가

존재한다는 주장

▷ 반대론 : 2007-2008년간 이루어진 곡물가격의 급등현상(spike)은 주로 수급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Krugman, 2008; Pirrong 2008; Headey and Fan, 2010; Stoll and 
Whaley 2010; Irwin and Sanders 2010 2011 2012; Sanders and Irwin 2010Whaley, 2010; Irwin and Sanders, 2010, 2011, 2012; Sanders and Irwin, 2010, 
2011a, 2011b; IIF, 2011). 

→ 상품지수에 대한 투자금액의 증가와 곡물가격 상승간의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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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 . 국제국제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상품상품) ) 유입에유입에 따른따른 영향영향

2.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간의 수렴작용(convergence) 저해

▷ 상품지수 거래자들(commodity index traders)의 대규모 투기적 거래로 말미
암아 주요 곡물의 베이시스(basis)가 확대되고, 선물계약의 만기 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이 서로 수렴(convergence)하지 않는 현상 빈발

→ 베이시스 위험(basis risk)의 증가로 헤지효율성(hedging efficiency) 감소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간의 수렴작용( g ) 저해

→ 베이시스 위험(basis risk)의 증가로 헤지효율성(hedging efficiency) 감소

<주요 곡물의 베이시스(basis) 변동 추이 (단위 : 센트/부셀)>

<옥수수> <대두> <소맥>

1) Irwin, Garcia, Good, and Kunda(2008)에서 인용.
2) 2001년 11월물부터 2008년 5월물까지 각 결제월(인도월)의 1일 기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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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 . 국제국제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상품상품) ) 유입에유입에 따른따른 영향영향

3. 상품간 가격변동의 동조화(co-movements) 증대

▷ 상품지수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의 급증으로 에너지상품과 비에너지상품 가격간의 상관
관계뿐만 아니라 농산물 내에서도 서로 다른 두 품목(ex, 옥수수와 소맥)간 가격의 상관
관계가 크게 증가하는 동조화(co-movement) 현상 발생

상품간 가격변동의 동 화( ) 증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곡물 선물가격의 변동 추이

뉴욕상업거래소(NYMEX) 원유(WTI) 선물가격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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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 .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 선물시장선물시장 유입에유입에 대한대한 대응방안대응방안

1. 스왑딜러에 대한 엄격한 투기적 거래한도 적용

□ 스왑딜러에 대한 규제의 허점(swap dealer loophole) 극복

▷ 장외시장(OTC)에서 이루어지는 스왑거래는 장내시장, 즉
선물시장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담당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왑딜러에 대한 엄격한 투기적 거래한 적용

(CFTC)의 관할 밖에 존재
▷ 스왑딜러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분류한 거래자

유형에서 상업적 거래자(commercial trader)의 범주에 포함
→ 스왑딜러는 상업적 거래자로 분류되어 헤저의 지위를→ 스왑딜러는 상업적 거래자로 분류되어 헤저의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투기적 거래한도의 제한규정으로부터 면제
→ 스왑딜러는 실물상품의 기반이 없어서 ‘진정한 헤저
(a bona fide hedger)'라고 불리기 어려운 특성 보유

※ 스왑딜러에게 부여된 상업적 거래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스왑딜러에게 부여된 상업적 거래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비상업적 거래자(non-commercial trader)로 분류하여 엄격한
투기적 거래한도를 적용하는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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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 .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 선물시장선물시장 유입에유입에 대한대한 대응방안대응방안

2. 곡물 선물시장에 대한 감독기관간의 국제적 공조 강화

▷ 상품 선물거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한 성격 보유
▷ 일부 선물계약은 시장간 차익거래(arbitrage)로 인하여 한 나라

이상의 감독기관이 관할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선물시장의
감독기관간에 국제적 공 시장 정 선물시장에 대한 감독 및

곡물 선물시장에 대한 감독기관간의 국제적 공 강화

감독기관간에 국제적 공조(시장 정보, 선물시장에 대한 감독 및
규제 등) 필요

▷ 선물시장의 감독기관간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
-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중질유(WTI) vs. 런던 ICE 
F E 의 서부텍사 중질유(WTI)Futures Europe의 서부텍사스중질유(WTI) 
- 뉴욕상업거래소(NYMEX)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ICE 
Futures Europe은 영국재정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규제와 감독 시행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두 나라에서 규제와 감독의 형평성 및 조화-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두 나라에서 규제와 감독의 형평성 및 조화
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런던의 허점(London loophole)'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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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 . 금융자본의금융자본의 곡물곡물 선물시장선물시장 유입에유입에 대한대한 대응방안대응방안

3. 장내 및 장외(OTC) 시장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확대

▷ 곡물 선물시장에 참여하는 거래자들의 거래현황, 거래자
유형의 범주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장내 및 장외( ) 시장에 대한 정 의 투명성 확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히 미국의 선물거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떨

어지는 유럽의 상품 선물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필요
▷ 선물시장의 투명성 증대는 시장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의 투명성 증대는 시장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맡고 있는 감독기관에도
중요한 의미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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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국제곡물가격변동폭이 커지는 경향

1. 국제곡물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 20세기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제 곡물시장에서는 여러 차례의
가격급등 현상이 발생함

•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2004년, 2007/08년, 2010/11년, 
2012년 7월에 걸쳐 국제가격이 급등함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및 변동성의 확대요인
• 바이오 에너지 수요와 중국·인도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육류소비

증가로 세계세계 곡물곡물 소비량이소비량이 증가하는증가하는 반면반면, , 잦은잦은 기상이변으로기상이변으로
곡물곡물 생산에생산에 있어서있어서 불확실성불확실성 증대증대 ((수확량수확량 감소감소, , 재고량재고량 감소감소))

• 주요 곡물 수출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수출금지 조치
• 장기간의 곡물가격 약세로 인한 농업부문의 저투자
•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유입 증가 (오일시장, 환율시장 등)

3

2012년 7월 옥수수, 대두 가격 연일 사상 최고치 갱신

1. 국제곡물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 전 세계적인 기상악화로 인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작황 부진 및 생
산량 감소로 2012년 6월 하순 이후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급등하
기 시작, 7월 20일 옥수수와 대두 선물가격 사상 최고치

• 구소련 지역의 건조한 기후로 밀 작황이 악화, 생산량 큰 폭 감소

• 미국의 이상고온과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전
년보다 감소

• 2012년 들어 강세를 유지해 오던 대두 선물가격은 주요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생산량이 감소 한데 이어 폭염 및 가뭄으로
미국의 작황이 급격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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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곡물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최고치1) 2008년
평균

2011년
평균

2012년
(1∼6월)

2012년
7월2)

2012년
7월 20일

변동폭(7월 20일 기준)
(%)

전월대비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전년동월대비

밀 470470 294294 261261 236236 310310 347347 43.843.8 41.141.1

5

주 1) 밀 2008년 2월 27일, 옥수수 2012년 7월 20일, 대두 2012년 7월 20일.
2) 7월 1일∼20일까지의 평균 가격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

밀 470470 294294 261261 236236 310310 347347 43.843.8 41.141.1

옥수수 325325 208208 267267 248248 301301 325325 36.736.7 20.620.6

대두 646646 453453 484484 495495 604604 646646 23.623.6 28.728.7

2.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전망

기말재 율 선물투기기말재고율
(기말재고량/소비량)

신흥경제국 수요

선물투기
(국제유가,  환율)

세계경제
(원자재 수요)

국제곡물
가격

변동요인

국제곡물
가격

변동요인

바이오 에너지 이상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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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전망

세계 작황 전망
• 전 세계적인 기상악화로 인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작황 부진과 생

산량 감소로 2012년 6월 하순 이후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급등하
기 시작, 7월 20일 옥수수와 대두 선물가격 사상 최고치

작물 기후영향 향후 7 10일의 전망 내용작물 기후영향 향후 7~10일의 전망 내용

옥수수옥수수 불리불리
3737..88℃℃에에 달하는달하는 이상고온으로이상고온으로 미국미국 옥수수옥수수 등숙기에등숙기에 불리한불리한 기후임기후임..

중국중국 주산지에는주산지에는 비가비가 계속계속 올올 것으로것으로 전망됨전망됨..

대두대두 불리불리
3737..88℃℃에에 달하는달하는 이상고온으로이상고온으로 미국미국 대두대두 작황이작황이 영향을영향을 받을받을 전망전망.. 미국미국 주산지주산지 대부분이대부분이 평년평년

보다보다 건조한건조한 상황상황.. 중국중국 주산지에는주산지에는 비가비가 계속계속 오고오고 있음있음..다다 건 한건 한 상황상황 중국중국 주산지에는주산지에는 비가비가 계속계속 있음있음

겨울밀겨울밀 중립중립
인도에인도에 비가비가 내려내려 수분이수분이 보충됨보충됨.. 유럽유럽 북부북부//중부는중부는 건조한건조한 기후가기후가 밀밀 수확속도를수확속도를 가속화하고가속화하고 있있

음음.. 호주는호주는 습하고습하고 아르헨티나는아르헨티나는 건조함건조함..

봄밀봄밀

듀럼밀듀럼밀
불리불리

미국미국,, 캐나다는캐나다는 이상고온으로이상고온으로 불리한불리한 영향을영향을 받을받을 전망전망,, 특히특히 사우스다코타는사우스다코타는 3737..88℃℃ 수준임수준임.. 러러

시아시아 일부지역은일부지역은 약간약간 건조하고건조하고 기온이기온이 소폭소폭 높음높음..

자료: T-storm weather(7월 2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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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전망

세계 거시경제 전망
• 2012년 상반기 유가 상승과 그리스의 EU 탈퇴 가능성 등 유로존

위기,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로 2012년 세
계 경제 성장률 전년대비 하락, 2013년부터 회복 전망

• 미국 경제는 다시 2%대의 성장률로 돌아갔으며, EU도 기업 신뢰
하락 실업률 상승 등으로 빠르게 악화 중 일본은 지진 후 복구가하락, 실업률 상승 등으로 빠르게 악화 중. 일본은 지진 후 복구가
잘 진행되면서 GDP 성장이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의
성장 저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경착륙은 겪지 않을 전망

2012년 2013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 2/4 3/4 4/4 1/4 2/4 3/4 4/4

세계 -2.0 4.4 3.0 2.7 2.6 2.6 2.8 2.8 3.0 2.9 3.1

미국 -3.5 3.0 1.7 2.0 2.0 2.1 1.8 2.0 2.0 1.9 2.0

EU -4.3 2.0 1.6 0.1 -0.3 0.5 0.0 0.3 0.6 0.2 0.1EU 4.3 2.0 1.6 0.1 0.3 0.5 0.0 0.3 0.6 0.2 0.1

중국 9.2 10.4 9.3 8.1 7.6 7.7 7.9 8.0 8.2 7.8 7.7

일본 -5.5 4.5 -0.7 2.7 3.4 1.7 1.9 1.2 1.5 2.1 2.6

한국 0.3 6.3 3.6 2.9 2.5 2.3 2.7 2.8 3.3 3.7 3.9

자료: Global Insight, 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 15 July 2012
8



2.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전망

국제 유가 전망
•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원유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 하반기 국제 원유 가격은 하락세 보인 후 2013년 소
폭 상승 전망

• EIA(미국 에너지정보청)는 2012년 WTI 평균 가격을 배럴당
92 8달러 2013년 평균 가격은 88 5달러로 전망 이는 원유소비92.8달러, 2013년 평균 가격은 88.5달러로 전망. 이는 원유소비
에 가중치를 둔 실질 GDP를 2.9%로 가정하여 전망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년 년 년
1/4 2/4 3/4 4/4 1/4 2/4 3/4 4/4

WTI 61.7 79.4 95.1 103.0 93.5 87.0 88.0 87.0 88.0 89.0 90.0

Brent 61.6 79.6 111.4 118.4 108.3 119.5 119.0 118.5 117.9 117.2 116.5

Dubai 61.7 78.1 105.9 116.1 106.3 115.5 116.6 115.3 114.9 112.8 113.7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수요 전망 2012년 3월 U 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hort Term Energy Outlook July 2012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수요 전망, 2012년 3월.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hort-Term Energy Outlook, Jul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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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전망

환율 전망
• 그리스의 충격과 중국 경제 성장 저하의 영향으로 2012년 상반기

달러화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
•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내

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달러화 가치 강세는 지속될 전망

자료: Global Insight, 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 15 Jul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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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전망

곡물 선물 순매수포지션(비상업)

주: 순매수포지션=매수포지션=매도포지션
자료: 미선물거래위원회(CFTC) 11

3. 국제 밀 수급 전망

구소련 지역 및 주요 밀 생산국가의 작황 악화로 세계 밀 생산량 전
년대비 약 4천 만 톤 감소 전망

•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및 중국은 기상악화로 인해 단수
감소, EU-27은 재배면적 감소

• 2012/13년 세계 밀 생산량 전년대비 5.7% 감소한 6억 5,506만
톤 전망

• 미국과 인도 등 몇몇 국가는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밀 생산량 증
가 예상되나 감소분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세계 주요 밀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와 일부 수출국의 물가 상승에
따라 2012/13년 밀 소비량과 교역량은 각각 전년대비 2.3%, 
10.8% 감소 전망

12



밀 소비량 증가로 세계 밀 기말재고율 전년대비 1 9%p 하락 전망

3. 국제 밀 수급 전망

밀 소비량 증가로 세계 밀 기말재고율 전년대비 1.9%p 하락 전망
• 2012/13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아르헨티나의 생산량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기말재고율 하락 전망
• 미국 또한 소비량과 수출량 증가 예상으로 기말재고율 전년 대비 하

락 전망락 전망

[세계 밀 수급 전망]

13
자료: KREI-KOWGOS(Korean World Grain Outlook System)

3. 국제 옥수수 수급 전망

2012/13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 전년대비 1.9% 감소 전망
• 세계 옥수수 주요 생산국인 미국,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

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생산량은 전년대비 1.9% 감
소한 8억 5,751만 톤 전망

• 미국의 대부분의 옥수수 주산지에서의 이상고온 및 가뭄으로 옥수
수 작황은 1988년 이래 최저 수준

• 6월 이후 중국 옥수수 재배 주요 지역에서의 극심한 가뭄 지속되어
옥수수 작황 상황 심각

• 옥수수 생산량 감소로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소비량이 감소하지만, 
중국과 EU-27 등 대부분 국가의 소비량 증가로 2012/13년 옥수수
소비량은 전년 대비 1% 증가 전망

•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2012/13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 감소 전망

14

옥수수 교역량 감소 전망



3. 국제 옥수수 수급 전망

세계 옥수수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2012/13년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1.8%p 감소한 13.2%로 역대 최
저 수준 전망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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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REI-KOWGOS(Korean World Grain Outlook System)

3. 국제 대두 수급 전망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하여 세계 주요 대두 생산국들의 대두 작황
상황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금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대두 생
산량 전년보다 큰 폭 감소 전망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2011/12년)과 미국의 생산량•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2011/12년)과 미국의 생산량
(2012/13년)은 전년대비 각각 13.2%, 16.3%, 2.9% 감소 전망

• 미국, 브라질, EU-27의 소비가 감소하지만 아르헨티나, 중국의 소
비 증가로 2012/13년 세계 대두 소비량 전년대비 0.8% 증가 전망
미국과 브라질의 수출량이 감소할 전망이나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 미국과 브라질의 수출량이 감소할 전망이나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
는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이 증가하여 2012/13년 세계 대두 교역량
은 전년수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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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대두 수급 전망

세계 대두 소비량이 생산량은 초과하여 2012/13년 세계 대두 기
말재고율은 20.4%로 전년대비 0.3%p 하락 전망

[세계 대두 수급 전망]

17
자료: KREI-KOWGOS(Korean World Grain Outlook System)

2012년 3/4분기 옥수수, 대두 가격 강세 지속될 전망
• 최근 남미지역과 미국 러시아 등 주요 곡물생산국의 기상악화로

4. 국내 시장 전망

최근 남미지역과 미국, 러시아 등 주요 곡물생산국의 기상악화로
세계 밀, 옥수수, 대두 기말재고율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

• 국제곡물 시장은 당분간 웨더마켓(Weather Market) 지속 전망

[최근 국제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2012년 말과 2013년 1/4분기 국내 물가 상승률]

밀 옥수수 대두 합계

낙농낙농 0.8 2.61 0.27 3.68

육우육우 0.9 2.96 0.29 4.15

양돈양돈 1.19 3.86 0.36 5.41

가금가금 1.47 4.75 0.4 6.61

제분제분 26.62 0.73 0.09 27.45

전분전분 0.53 13.39 0 13.93

당류당류 0.19 3.95 0.01 4.15

국수류국수류 3.34 0.3 0.2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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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류국수류

장류장류 0.73 0.28 2.91 3.93

식물성식물성 유지유지 0.02 1.01 9.52 10.55

두부두부 0.27 0.11 9.93 10.31

사료사료 1.96 6.33 0.52 8.81
주 : 국제곡물 상승만을 고려한 물가 상승률로 국내 수급상황, 정책변화 등은 고려되지 않았음

자료 : 농업관측센터 곡물 실 산업연관분석 추정치



5. 국제곡물관측시스템 활용방안

국제곡물시장변동성에 대한 우리의 문제점국제곡물시장변동성에 대한 우리의 문제점
국제정보수집에 번거로움 및 정보조합 능력이 낮음
해외곡물시장에 관한 수집된 자료마저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정보 시스템)을 갖추어지지 않았고, 해외
곡물시장의 변화에 능동적, 선제적인 대처가 미흡(관측시스템)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One-Stop Shopping)
• 곡물관련 해외시장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웹 시스템구

축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필요축 지속적 니터링 할 수 있는 시 템 운영 필

국제 곡물수급분석 및 미래전망필요
•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및 관련업체에 미래곡

물시장정보를 보급할 수 있는 관측시스템(국제곡물수급모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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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시장정보를 보급할 수 있는 관측시스템(국제곡물수급모형구
축포함) 운영 필요

5. 국제곡물관측시스템 활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관측월보 창간호 발간 (7 25)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관측월보 창간호 발간 (7.25)

국제곡물 시장의 불확성 증대로 한국형 국제곡물관측 필요성 증대

국제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자료는 USDA, FAO에 전적으로 의존하
여 국제곡물시장에서의 특이 사항 발생 시 시의성 있는 자체적인 분
석 및 전망 필요
- 독자적인 국제곡물관측 및 분석시스템으로 국제시장 특이사항 발생시 요인분석
(국내파급효과영향 계측) 및 향후 전망

안정적인 곡물확보, 국제시장의 투명성 및 시의성 높은 정보제공안정적인 곡물확보, 국제시장의 투명성 및 시의성 높은 정보제공

2012년 7월 25일부터 국제곡물관측시스템(KOWGOS)이용, 매월
국제곡물관측 정보 제공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근거 2012년 7월부터 사업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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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시범호 발간, 2관측소비자 의견 반영하여 수정,보완후 정식관측시작

- 2012년 3품목(밀, 옥수수, 대두) 에서 2013년 4품목(밀, 옥수수, 대수, 쌀) 확대



5. 국제곡물관측시스템 활용방안

국제곡물관측시스템(Korean World Grain Outlook System)국제곡물관측시 템( y )
• 해외모니터링시스템과 국제농업수급예측모형으로 구성
• 세계 밀, 옥수수, 대두 세 품목
• 국제수급전망과 국내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에 관한 전망 제공

해외모니터링시스템(Overseas Monitoring System)
• 해외 공식기관정보 수집 및 분석, 민간부문의 정보자료 포함
• 전세계 통계관련전문가 등 모니터요원

거시경제지표 농산물수급 선물시장 세계기상 환율시장 오일시장• 거시경제지표, 농산물수급, 선물시장, 세계기상, 환율시장, 오일시장

국제농업수급예측모형(KREI-FAPRI 모형)
• 해외 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세계수급예측

21

• 국가별 총공급량, 총수요량 예측 및 추정
•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계측

5. 국제곡물관측시스템 활용방안

국제농업수급예측모형(KREI-FAPRI 모형)국제농업수급예측 형( 형)
•• 해외모니터링시스템을해외모니터링시스템을 바탕으로바탕으로 국제곡물국제곡물 수급수급 전망전망 모형을모형을 구축한구축한

후후 국내모형과국내모형과 연계시킴으로써연계시킴으로써, , 국제곡물국제곡물 수급수급 및및 가격가격 전망과전망과 국제국제
시장시장 충격에충격에 대한대한 국내국내 파급영향파급영향 계측계측

- KREI KREI 국제모형국제모형 구축을구축을 통한통한 국제곡물국제곡물 수급수급 및및 가격에가격에 대한대한 독자적독자적
인인 전망과전망과 분석분석 능력능력 강화강화

모형의 국가범위(15개 국가와 지역그룹) 및 품목범위

구 분 품 목

곡물류(5) 밀, 옥수수, 보리, 수수, 쌀

유지류(2) 대두, 팜오일

축산류(4) 쇠고기, 젖소 , 돼지, 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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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2) 에탄올, 디젤

기타(2) 면화, 설탕



5. 국제곡물관측시스템 활용방안

국제농업수급예측모형(KREI-FAPRI 모형)국제농업수급예측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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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곡물관측시스템 활용방안

국제곡물관측시스템 홈페이지(http://grains.krei.re.kr/)운영국제곡물관측시 템 홈페이지( p //g /)운영
• 국제관측정보 신속한 정보제공
• 국제곡물관측 보고서와 관련된 데이터 다운로드
• 매일 업데이트되는 국제곡물 시황 정보
• 해외곡물 시장 관련된 최신 뉴스• 해외곡물 시장 관련된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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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곡물관측시스템 활용방안

국제적인 특정사건 발생 시 신속한 분석자료 제공가능
• 관측정보를 통해 농산물 수입, 가공, 유통 관련 업계 및 종사자와 최

종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해외곡물시장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해외곡물시장 변동에 대한 선

제적 대응 (정보시스템구축 및 관측)
• 해외 생산․수입․수출 주요국에 특정 사건(event)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곡물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파급영향계측
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 등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을 이끌 수 있는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 등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을 이끌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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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를 위한 동북아시아 농업협력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1 서론1. 서론

2. 동북아 곡물수급 동향

3. 세계 쌀 수급 동향과 전망

4. 식량안보를 위한 동북아 협력 방안

5. 시사점



■ 동북아시아(중국, 한국, 북한, 일본)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22.5%를 차지

–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이 지역 국가안보 달성에 중요한 위치

■ 전세계에서 동북아의 곡물 생산량과 소비량의 비중이 높음

– 곡물수급 여건이 불안정할 경우 세계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

■ 과거 이 지역에서 태풍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
생되어 식량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갑작스런 지역적 식량 부족을 경험

1970년대 1990년대초반 1990년대중반
2007/08,

세계 곡물시장은 교역량의 비중이 작아 일부 국가의 생산량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는 특징

1970년대

식량위기

1990년대초반

곡물생산안정

1990년대중반

곡물재고량 감소
2010/2011

곡물가격폭등

곡물증산노력 생산정체 & 소비증가 이상기후로인한작황변화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 곡물가격의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이고

충분하게곡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될 가능성이높아짐

⇒ 동북아시아 국가간 식량안보를 위한 상호협력이 필요

4

⇒ 동북아시아 국가간 식량안보를 위한 상호협력이 필요

동북아지역의주식인 쌀의 중요성이커짐



곡물수급에 영향을 미친 2010년 이상기후곡물수급에 영향을 미친 2010년 이상기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
세계 전체 곡물 재고율 추이
- 1980/81년도 곡물재고율 21%, 1986/87년도 35%까지 상승
- 2000년대 중반부터 이상기후로 하락, 최근 20%대 수준 회복



동북아시아지역 주요곡물의자급도추이

쌀: 0.97(1980) ⇒ 1.12(1984) ⇒ 0.85(2003) ⇒ 1.00(2011)

밀: 0.66(1980) ⇒ 1.03(1997) ⇒ 0.77(2003) ⇒ 0.95(2011)

옥수수:  0.81(1980) ⇒ 0.98(1996) ⇒ 0.73(2000) ⇒ 0.89(2011)

대두: 0.63(1980) ⇒ 0.75(1993) ⇒ 0.19(2011)

동북아시아지역 주 곡물의자급 추이

대두: 0.63(1980) 0.75(1993) 0.1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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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20

0.20

0.40

0.60

쌀

밀

옥수수

대두

0.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년도

쌀: 1980년대 이후 자급수준 유지

밀: 2000년대 후반부터 거의 자급수준 유지

옥수수: 1990년대 후반에는 자급수준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하락

동북아 곡물의 자급도(생산량/소비량) 추이

옥수수: 1990년대 후반에는 자급수준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하락

콩: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현재 22% 수준

쌀 밀 옥수수 대두

<동북아 곡물자급도 추이>

1980 0.97 0.66 0.80 0.62

1985 1.05 0.83 0.82 0.69

1990 1.06 0.88 0.95 0.74

1995 0.99 0.89 0.89 0.67

2000 0 98 0 84 0 73 0 472000 0.98 0.84 0.73 0.47

2005 0.99 0.88 0.86 0.34

2010 1.01 0.96 0.89 0.22



쌀수급추이

■ 세계적으로 생산량과 소비량은 증가추세, 동북아는 상대적으로 증
가추세 둔화

■ 동북아 지역의 생산량 및 소비량 비중은 하락추세
생산량: 41 7%(1980) ⇒ 45 5%(1982) ⇒ 32 0%(2003) ⇒ 33 3%(2011)

쌀수급추이

– 생산량: 41.7%(1980) ⇒ 45.5%(1982) ⇒ 32.0%(2003) ⇒ 33.3%(2011)
– 소비량: 42.8%(1980) ⇒ 43.7%(1982) ⇒ 33.3%(2007) ⇒ 33.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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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수급 추이

■ 전 세계 생산량은 증감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증가, 소비량
은 지속적 증가
– 동북아의 소비량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정체

■ 동북아의 생산량과 소비량 비중은 하락 추세■ 동북아의 생산량과 소비량 비중은 하락 추세
– 생산량: 12.8%(1980) ⇒ 20.3%(1997) ⇒ 14.9%(2004) ⇒ 17.2%(2011)

– 소비량: 19.1%(1980) ⇒ 21.8%(1985) ⇒ 18.1%(2008) ⇒ 18.5%(2011)

밀 생산량 추이 (단위: 백만톤) 밀 소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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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수급 추이

■ 세계와 동북아의 소비량은 증가추세, 동북아의 증가세는 상대적
으로 둔화

■ 동북아의 생산량과 소비량 비중은 감소추세
– 생산량: 15.8%(1980) ⇒ 22.3%(1998) ⇒ 18.2%(2000) ⇒ 22.4%(2011)

– 소비량: 18.9%(1980) ⇒ 24.4%(2002) ⇒ 22.9%(2007) ⇒ 25.1%(2011)

옥수수 생산량 추이 (단위: 백만톤) 옥수수 소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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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수급 추이
■ 세계 대두 생산량과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

– 생산량: 81백만 톤(1980) → 251백만 톤(2009) : 3.1배 증가

– 소비량: 82백만 톤(1980) → 255백만 톤(2009) : 3.1배 증가

■ 동북아 생산량은 정체되어 있으나 소비량은 90년대부터 꾸준히 상승

대두 수급 추이

– 생산량: 10.7%(1980) ⇒ 13.4%(1993) ⇒ 5.6%(2011)

– 소비량: 16.4%(1980) ⇒ 29.1%(2011)

대두 생산량 추이 (단위: 백만톤) 대두 소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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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전체 곡물 수급과 쌀■ 세계 전체 곡물 수급과 쌀
– 세계 곡물 생산과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소비의 지속적 증가

– 생산은 변화폭이 큼

세계 곡물 생산량 소비량 및 교역량 동향

연도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 재고율(%)

1980/81 1,429 1,449 212 21.2

단위: 백만 톤
<세계 곡물 생산량·소비량 및 교역량 동향>

1985/86 1,683 1,593 179 32.6 

1990/91 1,810 1,755 217 28.3 

1995/96 1,712 1,753 217 24.9 

2000/01 1 843 1 863 234 30 42000/01 1,843 1,863 234 30.4 

2005/06 2,017 2,032 253 19.2

2010/11 2,197 2,230 284 20.6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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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년도 기준으로 쌀의 비중은 전체 곡물 생산량에서 20 4% 전■ 2010/11년도 기준으로 쌀의 비중은 전체 곡물 생산량에서 20.4%, 전
체 곡물 소비량에서 20.0%

■ 품목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 비중은 쌀(12.3%)이 소맥(46.5%), 
옥수수(30.0%) 보다 상대적으로 적음

→ 쌀은 생산된 곳에서 대부분 소비되고 있음

단위: 백만 톤<세계 곡물 수급 상 쌀의 위치>

구분 전체 쌀 소맥 옥수수

생 산 량 2,197 449 651 829

소 비 량 2,230 446 654 849

14

교 역 량 284 35 132 9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3, 2011.



■ 세계 쌀 시장 동향
– 세계 쌀 생산량의 90%가 아시아에 집중

– 최근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도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

– 향후 쌀 소비는 인구와 소득 증가에 따라 증가 전망

전 세계적으로 쌀의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

곡물년도
세계 전체 아시아

<세계 쌀 생산량∙소비량∙교역량 추이> 단위: 백만톤(정곡기준)

– 전 세계적으로 쌀의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

곡물년도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

1970/71 213.0 209.9 8.5 195.9 191.7 5.3

1980/81 269.9 270.1 12.4 244.9 241.8 7.9

1990/91 351.4 343.8 12.1 321.7 308.4 8.0

15

1990/91 351.4 343.8 12.1 321.7 308.4 8.0

2000/01 399.4 393.8 24.1 362.7 346.8 18.3

2009/10 440.4 438.0 30.8 395.3 376.3 24.0

자료 FAO, USDA PS&D 자료

<세계 쌀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추이>

세계 쌀 재고율은 2000년대 초 까지 꾸준히 증가한 후
2005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감소
생산량과 소비량은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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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쌀 시장 동향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 전체 생산량 70% 차지 (2010/11기준)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 전체 생산량 70% 차지 (2010/11기준)
생산국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인구대국)

• 전체 소비량 59% 차지 (2010/11기준)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인구대국)

• 전체 소비량 59% 차지 (2010/11기준)
소비국

• 태국, 미국, 베트남

• 전체 수출량 61% 차지 (2010/11기준)

• 태국, 미국, 베트남

• 전체 수출량 61% 차지 (2010/11기준)
수출국

유럽연합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유럽연합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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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연합,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수입국

■ 세계 쌀 시장 변화 요인 : 수요 측면
쌀 수요는 인구(2011년 69억 명)와 1인당 소비량
크기에 결정
1인당 연평균 수요 증가율은 둔화 추세
현재 인구증가 추이 고려 시 매년 1% 증가 2025년

<세계 인구 및 1인당 쌀 소비량 연평균 증감률 추이> 
단위: %

현재 인구증가 추이 고려 시 매년 1% 증가, 2025년
85억 명

구 분
세계 인구

연평균 증감률(%)

1인당 소비량

평균 소비량(kg) 연평균 증감률(%)

1970년대 1.85 57.057.0 0.730.73

1980년대 1.71 62.462.4 0.990.99

1990년대 1.45 65.265.2 0.240.24

18

자료: FAO, USDA PS&D 자료분석결과

2000년대 1.19 64.964.9 0.080.08

1970-2010 1.54 62.562.5 0.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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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구와 1인당쌀소비량은꾸준히상승
인구상승률에반해쌀소비량은소폭하락

■ 세계 쌀 시장 변화 요인 : 공급 측면
쌀 공급 능력은 수확면적과 단위면적당 수확량에 결정

쌀 수확면적은 2000년대 들어 증가율이 감소 (0.46%→0.42%)

쌀 평균수확량은 ha당 2.73톤으로 증가

단수 평균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와 둔화 추세

<수확면적 및 단수의 연평균 증감률 추이>
단위: %

수확면적과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율 둔화, 농업용수부족, 기
후변화 등으로 최근 쌀 생산확대의 제약 요인이 됨

구 분
수확면적 단수

평균 수확면적(백만ha) 평균 증감률(%) 평균 단수(톤/ha) 평균 증감률(%)

1970년대 139 0.73 1.691.69 1.681.68

1980년대 144 0.45 2.142.14 2.572.57

1990년대 149 0 50 2 492 49 1 171 17

20

1990년대 149 0.50 2.492.49 1.171.17

2000년대 153 0.42 2.732.73 0.770.77

1970-2010 146 0.46 2.272.27 1.511.51

자료: FAO, USDA PS&D 자료분석 결과



<세계 쌀 재배면적과 단수 추이>

쌀 재배면적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꾸준히 증가
단수는 재배면적의 증가율에 비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임
→ 세계적인 녹색혁명과 R&D 투자확대로 쌀의 생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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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세계 쌀 시장 전망(OECD-FAO 전망)█ 중장기 세계 쌀 시장 전망(OECD FAO 전망)

• OECD-FAO의 분석에서 쌀 생산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아시아의 쌀 재배 면적 증가/ 세계 전체 쌀 재배 면적 감소

•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생산량 증가 전망
생산

• 아프리카 남미 카리브해 연안에서 쌀 소비 증가 추세• 아프리카, 남미, 카리브해 연안에서 쌀 소비 증가 추세

• 아시아의 쌀 소비는 정체 혹은 감소 전망

• 중장기적으로 세계 인구 증가로 쌀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
소비

• 2013년(3,400만 톤) → 2019(3,800만 톤) 12% 증가

• 유럽연합, 아프리카 쌀 수입 증가

• 태국 베트남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인도 이집트 중국은 감소 전망
교역

구분 2013 2015 2017 2019

생산량 489 502 512 522

<중장기 국제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태국, 베트남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인도, 이집트, 중국은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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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 488 500 511 522

교역량 34 35 37 38

재고량 111 115 116 117

자료: OECD-FAO(2010), Agricultural Outlook 2010-2019.



■ 세계 쌀 시장의 특성은 쌀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
중이 낮아 작은 변동 요인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큼

■ 쌀 생산은 기후여건에 민감 → 기후변화 대비■ 쌀 생산은 기후여건에 민감 → 기후변화 대비

■ 중장기 세계 쌀 수급은 균형될 것으로 전망되나 태풍이나 홍
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식량 공
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짐

쌀 수요의 증가에 반해 생산의 변동성이 크므로

지역을 중심의 식량 수급 안정 대책 마련도 필요

23

지역을 중심의 식량 수급 안정 대책 마련도 필요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식량안보정책의 시사점

■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수입 확대에 따른 식량안보 측면
에서의 위험 증대
– 국내: 수입 증가 ⇒ 국내생산 감소 ⇒ 식량자급률 하락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식량안보정책의 시사점

– 해외: 공급 부족 ⇒ 수출국의 규제 강화 ⇒ 안정적인 수입 곤란

■ 지역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여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식
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부족

■ 최근 국제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적정한 가격에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곤란해짐

국내 생산 확대를 기본으로 지역차원에서 공동으로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



■ 2011년 기준 전세계 인구 6,917백만 명 중에서 1,557백만
명으로 22 5% 차지

동북아국가의 인구 및 곡물 수급 비중 점증

명으로 22.5% 차지

– 한국 50백만 명, 중국 1,357백만 명, 북한 24백만 명, 

일본 127백만 명

■ 전세계에서 동북아시아 국가의 곡물 생산 및 소비 비중이 절■ 전세계에서 동북아시아 국가의 곡물 생산 및 비 비중이 절
대적인 위치를 차지

– 한국, 중국, 북한, 일본 4개국은 세계 쌀산업의 중심

– 세계 최대 콩수입시장

– 세계 및 동북아지역 곡물수급 여건이 변할 경우 세계 곡물시장– 세계 및 동북아지역 곡물수급 여건이 변할 경우 세계 곡물시장
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큼

식량안보를 위한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의 필요성

■ 일시적인 자연재해로 갑작스런 쌀 부족 경험

– 1980년 한국에서 260만 톤, 1993년 일본에서 260만 톤,   
1994년 중국에서 200만 톤과 같이 거대 물량이 일시에 긴급

식량안보를 위한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의 필요성

1994년 중국에서 200만 톤과 같이 거대 물량이 일시에 긴급
수입

■ 최근 홍수, 가뭄/기근, 태풍,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

주요 곡물 수출국의 지배력 강화 등으로 인해 국제곡물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지배력 강화 등으로 인해 국제곡물시
장의 불안정 심화

식량수입국들은 적정 가격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곤란확보하기 곤란

⇒ 대안으로 지역협력체를 통한 식량안보 확보 방안 필요



동아시아 쌀비축사업의 도입과 시사점

■ ASEAN 식량안보비축(AFSR) 

- 1979년 아세안 지역의 식량부족을 해결 목적으로 합의

비축물량이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집행된 적이 없음 (1998년

동아시아 쌀비축사업의 도입과 시사점

- 비축물량이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집행된 적이 없음 (1998년

인도네시아 대규모 식량위기에 대처 못함)

■ 동아시아 쌀비축사업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APTERR)Reserve: APTERR) 
– 쌀을 비축하고 있다가 자연재해가 발생한 국가에 쌀을 판매,         

차관 방식으로 제공

– 2011년부터 사업 실시(2010. 9. 27 협정문 협상 타결) 

참여국: ASEAN 한국 중국 일본(13개국)– 참여국: ASEAN, 한국, 중국, 일본(13개국)

– 비축규모: 787천 톤(한국 150천 톤, 중국 300천 톤, 일본 250
천 톤, 아세안 87천 톤)

■ 비축물량: 지원약속물량과 기여물량으로 구성
– 지원약속물량(Earmark): 지원약속물량은 각 국에서 보관하되 회

동아시아 쌀비축사업의 도입과 시사점

지원약속물량(Earmark): 지원약속물량은 각 국에서 보관하되 회
원국간 사전합의에 따라 방출조건이 발생되면 방출

– 기여물량(Stockpiling): 쌀비축 사업에 기여한 물량으로 비상시나
원조용으로 사용

– 비축사업 집행: 쌀의 방출 및 약정물량의 보충은 이사회가 정하는비축사업 집행  쌀의 방출 및 약정물량의 충은 이사회가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행

■ 식량안보를 위한 APTERR 제도의 시사점
–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긴급 요구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규모가 적어 식량위기시 대처 미흡규모가 적어 식량위기시 대처 미흡

– 최근 가격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밀, 옥수수, 콩 등은 제외되어
식량안보를 위한 지역적 협력으로는 제한적임



동북아 식량안보협력체 구축

■ 지역적 근린성에 기초한 식량안보협력체를 구축하여 동북아지
역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가능

– 식량위기에 직면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여 식량위기를 극복

동북아 식량안보협력체 구축

,

– 동북아국가간 협력을 통해 식량안보를 달성하게 함과 동시에 각국
의 식량 생산구조를 강화

– 식량안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북아식량안보기금을 조성하여 효
율적인 협력 운영체계 구축

■ 식량안보협력체제 구축의 장점

– 3국에서 일시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식량수입처의 확보로 식량
에의 접근성 제고와 최단 기간 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

( )– 식량공급(무상지원, 무이자 현물대여, 식량차관 등) 및 변제수단
(현금 구매, 식량차관, 현물상환, 다른 작물 대체상환 등)의 다양
화를 통한 식량에의 접근성을 증진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 가능

한·중∙일 FTA 협의 시 동북아지역 식량안보 의제 발굴

■ 한·중 FTA 추진 경과

– 2012. 1. 9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FTA의 조기 추진, 공
식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FTA 체결절차규정 등) 추진

한 중 일 FTA 협의 시 동북아지역 식량안보 의제 발굴

– 2012. 5. 2일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개시 선언

– 2012. 5. 14일 1차 협상 개시(7월 중 2차 협상 예정)

■ 동북아 역내 식량비축 및 협력사업 의제 발굴

– 식량부문의 민감성과 남북 분단의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한중간 농업협력을 통해 식량 증산 목적

– 특히,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식량 생산기지 조성 등 역내 협
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처 확보

– 동북아시아 식량비축 및 협력사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
한 정부간 의제 검토



■ 동북아 식량안보협력체를 구축하여 국지적으로 발생
하는 식량위기에 대처하여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
는 방안으로 활용

■ 식량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비상시를 대비해 식량
안보프로그램 및 식량안보기금 조성 필요

■ 동북아시아 식량비축 및 협력사업을 위한 제도적 장
치 마련을 위한 정부간 의제 검토치 마련을 위한 정부간 의제 검토

■ 식량 생산, 소비, 무역, 비축, 식량정책, 농업정책 등
농업 협력을 통한 동북아 국가간 균형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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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최근 미국 중서부 가뭄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2008년과 2011년의 글로벌 식량위기가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 확산

전 세계의 식량안보 우려, 국제곡물교역시장 불신, 해외농지 확보

경쟁(Land Rush)의 확산

향후 세계 식량수급 및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

공통 인식 : 싼 식량 시대는 가고 수시로 식량가격 급등 시대 도래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대량 식량수입국으로서

국제식량의 수급구조와 가격에 크게 영향 받는 나라국제식량의 수급구 와 가격에 게 영향 받는 나라

국제 기구 제안이나 식량수출국 입장과 다른 대량 수입국 입장

에서의 전망과 관련 대책 필요



최근 세계 식량문제에 대한 국내외 식량안보 대책 논의

국제 대책 :  G20 의제로 식량안보 채택, G20 재무장관 회의

- 국제투기자본의 국제곡물시장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국제투기자본의 국제곡물시장 유입에 대한 니터링

국내 대책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해외농업개발, 조기경보시스템

곡물비축제도 검토(쌀 이외) 등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우리나라 대책
우리나라 대책은 아직 시행 초기
중국, 일본, 중동국가 등은 적극적인 대책 시행
국가곡물조달시스템과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비판적 시각 존재국가곡물 달시 템과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비판적 시각 존재

대량 식량수입국 입장에서 세계 식량수급과 가격에 대한

전망과 관련 대책 검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전망과 관련 대책 검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향후 증가하는 식량수요와 변동성이 높아지는 식량가격에 어떻게

대처 ?

대규모 곡물 수입국의 검토 과제

국제곡물가격의 급등 수준과 기간 ?

국내경제와 산업에 대한 파급 영향 ?국제 곡물수급

국내외 대응 대책 ?

국내경제와 산업에 대한 파급 영향 ?국제 곡물수급

국내 대책을 위한 대응 전략 ?

6 /71



주요 논의 사항

1.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동향과 전망
- 국제곡물가격의 동향과 국제곡물교역시장의 특징
- 향후 국제곡물가격의 전망

2. 국내 식량위기의 가능성
- 국제 곡물교역의 중단 가능성과 국내생산 확대 가능성

한3. 국내 식량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 향후 국내식량대책 수립에서의 고려 사항

4. 국내 대책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국내 대책을 위한 과적인 전략 수립
- 과제별 전략 검토

Ⅱ 글로벌 식량위기와 국제곡물가격 동향



2012/13 등락률(%)

1. 국제곡물가격 동향(‘07-12.7)

2007
/08

2008
/09

2009
/10

2010
/11

2011
/12

2012/13 등락률(%)

6월 7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밀 308 233 185 258 239 241 310 26.0 28.6 

옥수수 202 154 146 255 254 237 301 11 9 27 0옥수수 202 154 146 255 254 237 301 11.9 27.0 

대두 461 376 359 482 487 522 604 20.3 15.7 

주: 2011/12년, 2012/13년 7월은 2012년 7월 20일까지의 평균임.

국제곡물가격 추이(2005. 1 이후)
단위: 달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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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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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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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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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1
12.0
12.0
12.0
12.0

옥수수

1 3 5 7 9 1 1 3 5 7 9 1 1 3 5 7 9 1 1 3 5 7 9 1 1 3 5 7 9 1 1 3 5 7 9 1 1 3 5 7 9 1 1 3 5 7

주: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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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의 국제곡물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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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에 1/3 하락 10년간에 2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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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자료 :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1, 2012. 2 

Index:  January 2002 = 100

2002년 이후 국제곡물가격 추세: 상승, 3번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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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130 % 

Down 33 % Up 60 % 

2008. 12

1212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Down 15 % 
자료 :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1,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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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이후 8번의 가격 급등 경험

2008. 6 2012. 7

200

250

300

226%1973-74
2011. 81981

1996

50

100

150

202%

1989

7년 8년 7년 12년 3.2년 1.1년
0

Ja
n-

70

19
72

M
1

19
74

M
1

19
76

M
1

19
78

M
1

Ja
n-

80

19
82

M
1

19
84

M
1

19
86

M
1

19
88

M
1

Ja
n-

90

19
92

M
1

19
94

M
1

19
96

M
1

19
98

M
1

Ja
n-

00

20
02

M
1

20
04

M
1

20
06

M
1

20
08

M
1

 J
an

-1
0

20
12

M
1

자료 :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1, 2012. 2 

13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Jan 2012p

☞ 특징 : 상승 추세, 빠른 변동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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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원자재 가격과 식량가격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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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가격의 특징과 시사점

특징

1. 주요 국제곡물가격이 상승 추세, 특히 옥수수, 콩 가격의 빠른 상승

2. 2007년 이후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더욱 심화

3 주요 곡물 가격간의 연동성 심화3. 주요 곡물 가격간의 연동성 심화

4. 에너지 가격과의 연계성 심화(공조화 현상)

5. 국제 옥수수 선물가격과 밀 선물가격이 비슷한 가격 수준

시사점

1. 향후 국제곡물가격: 상승 추세 유지, 가격 불안정성 심화

2. 이상기후 바이오 연료 거시경제변수(유가 환율) 수출제한 등이2. 이상기후, 바이오 연료, 거시경제변수(유가,환율),  수출제한 등이

국제곡물가격에 미치는 종합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

2. 곡물 국제교역시장의 구조와 특징

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인 상품

국내 소비 후 해외 수출(Primitive Market)

교역량은 생산량의 10% - 12%(Thin Market)

주요 품목 무역율: 밀 19%, 쌀 6%, 석유 62%, 승용차 44%

수출국은 소수, 수입국은 다수

수출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북남미), 러시아, 중국, 호주 등

수입국: 아시아(중국, 일본, 한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 멕시코

소수의 곡물메이저와 대규모 생산국가 및 교역국가의 높은 영향력: 판매

독과점 구조, 주요 생산국(수출국)의 국내 농업정책에 큰 영향

최근 국제곡물시장의 구조변화: 공급에서 수요 중심

국제원자재시장의 하나 품종에 따라 다른 시장국제원자재시장의 하나, 품종에 따라 다른 시장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성, 국제곡물교역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



가. 곡물별 주요 수출국

옥수수 주요 수출국

대두 주요 수출국



밀 주요 수출국

나. 현재 또는 향후 국제곡물시장에서 주요 players

출 입 비품목 주요 수출국 주요 수입국 비고

옥수수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중국, 일본, 한국

통일시

북한 식량수입
라질, 우 라이나

고려 필요

대두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중국
일본, 한국 수요

크게 변동 없음
연해주(가능성)

크게 변동 없음

밀
미국, EU, 캐나다, 호주 중동, 아시아 일본, 한국 수요

밀
러시아 , 우크라이나 북아프리카 크게 변동 없음



수입국 전망1) 수출국 전망

다. 세계 곡물 교역의 실태

수입국

·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대만)

· 중동, 북아프리카

전망 )

ㅡ2)

ㅡ

· 북미(미국, 캐나다), 서유럽

·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 호주

수출국 전망

++

＋

+호주 +

중간수준 전망

· 태국, 인도, 베트남(쌀) ＋

· 체제전환국

(CIS, 러시아, 동유럽)

·동남아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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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의 영향 요인

비
고

수요 공급

·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 기후 변화(단기요인 변동성)

요
인

· 중국/인도 경제성장

(소득증가, 축산물 소비 증가)

· 세계 인구 증가

 기후 변화(단기요인, 변동성)

· 작목 전환

· 운임 상승
세계 인구 증가

· 투기적 수요(단기요인, 변동성)

- 달러 약세

금융자산의 곡물 투자

·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 수출제한 확산(단기 요인,   

변동성)

22 /40

- 금융자산의 곡물 투자



2007/08 식량위기와 최근 식량가격 상승과 비교

구분 2007/2008년 2010/2011년

재고 수준
▪ 지속적인 재고 하락

▪ 재고 수준이 19 5% 지속 감소재고 수준
- 15% 까지 하락

▪ 재고 수준이 19.5%, 지속 감소

세계 곡물

수급구조
▪ 공급 주도에서 수요 주도로 구조 전환 ▪ 공급 증가율 < 수요 증가율

가격 수준 1974년 이후 최고 수준 2008년 최고 수준에 근접가격 수준 ▪ 1974년 이후 최고 수준 ▪ 2008년 최고 수준에 근접

주요 요인

▪ 바이오 연료

▪ 거시경제변수(유가, 환율, 유동성 자본)

▪ 수출제한

▪ 바이오 연료

▪ 이상 기후

▪ 거시경제변수(유가, 환율 등)

전환 요인 ▪ 국제금융위기로 수요 급감 ▪ 국제금융시장 회복

효과

▪ 국제곡물교역시장 불신

▪ 식량안보 강화
▪ 식량안보 구체적 대책 마련

▪ 국제 공조 강화
▪ 해외농지확보 급증

국제 공조 강화

특징 ▪ 국제곡물수급구조 전환
▪ 국제곡물수급구조 전환,

▪ 식량안보용 가수요 급증

지구 온난화의 현상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 직접 요인 : 기후 변화(지구온난화)

지구 온난화의 현상

21세기 말까지 평균기온 2.4도 – 6.4도 상승

자연재해(가뭄, 홍수 등) 회수 증가, 

- 80년대 연 125회 자연재해가 400 – 500회로 증가

지구 온난화의 효과

세계 농업GDP가 2020년까지 16% 감소

- 개도국 2020년까지 산출량 20% 

- 선진국 산출량 6% 감소

전 세계 곡물생산은 불변

캐나다 러시아 생산증가 열대와 아열대 생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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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러시아 생산증가, 열대와 아열대 생산 감소



곡물생산에 영향을 미친 2010년 이상기후

4. 국제곡물가격의 중장기 전망

☞ 신맬더스 시대의 도래 ?



OECD-FAO(2011-2020)

향후 10년간 밀, 사료작물 실질가격(평균)

: 1996~2006년 평균가격 대비 15~40% 상승 전망

- 2009년 전망: 향후 10년간 10~30% 상승 전망년 전망 향후 년간 상승 전망

상업농 확대, 가공/수송 비중 증가, 바이오 연료산업

확대 → 에너지 산업 - 농업간 상관관계 심화

구조적 변화 → 수시로 가격 상승 예상

-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과거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USDA의 세계 곡물교역 전망(2012 – 2021)



호주 ABARES의 세계 식량수요, 인구 및 소득 전망
(2007 – 2050)

O 세계 농식품 수요(실질가치)는 2050년에 2007년 대비 77% 상승
(연 1 3% 증가)(연 1.3% 증가)

- 실질소득 211% 증가(연 2.7%), 인구증가 40% 증가(연 0.8%)

호주 ABARES 세계 식량수요 전망
(지역별, 2007 – 2050)

O 아시아가 세계 농식품 수요 증가를 주도
- 중국이 글로벌 식품수요 증가의 43%, 아시아 식품수요의 6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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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의 중국 주요 곡물 수입 전망
(201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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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 식량(곡물) 수급 전망

통일 후 북한지역 곡물 소요량 통일 후 북한지역 중장기 곡물수급 전망
단위: 천 톤단위: 천 톤

구 분 2000 2004 2010

미 곡 2,865 3,169 3,619

2000 2004 2010

생산량 3,583 4,062 4,939

- 미 곡 1 464 1 883 2 546

단위 천 톤단위 천 톤

- 식 용 2,843 3,147 3,597

- 종자용 22 22 22

기타곡물 2,932 3,640 4,773

미 곡 1,464 1,883 2,546

- 기타곡물 2,119 2,179 2,393

소요량 5,797 6,809 8,391

- 식 용 2,843 2,640 2,237

- 종자용 13 14 15

- 미 곡 2,865 3,169 3,619

- 기타곡물 2,932 3,640 4,773

부족량 2,214 2,747 3,453

- 사료용 76 987 2,520

합 계 5,797 6,809 8,391

- 미 곡 1,401 1,286 1,073

- 기타곡물 813 1,461 2,380



Ⅲ 국내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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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응 전략1. 국제 대응 전략

국

제

긴급구호 지원 확대

바이오 연료 정책 검토제

대

응 공정한 무역정책 시행

바이오 연료 정책 검토

전

략 제 2차 녹색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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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사회안정망 투자



세계 식량위기는 Global Public Goods 제공 문제
국가 차원을 넘어선 정책의사결정 필요

- 국제협력체(국제규범체) 차원 대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책

국제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국제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초강대국의 헤게모니적 추진에 의한 문제해결

- 19C U.K

- 20C 후반 미국 국제통화시스템 안정

국가간 국제규범 제정 합의

- WTO 또는 국제협력기구 등

- Collective Action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세티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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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대책

Ⅲ. 대응 전략가. 국제 대응의 단계별 대책

단기 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
수출제한조치 제거
단기 식량생산 증대 정책
바이오 연료 정책 변화바이오 연료 정책 변화

중장기 대책
공공비축 운영
식량수입 재원조달원 강화식량수입 재원조달원 강화
투기에 대한 시장친화적 규제
지속가능한 농업투자 확대
공정무역정책
사회보장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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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투자 확대



Ⅲ. 대응 전략나. 국제 대책들의 성과

기본 원칙과 청사진 제시, 실효성 있는 대책 도출 실패

바이오 연료정책 관련 대책 마련 실패

출제한 치 철폐에 대한 체적인 치 마련 실패수출제한 조치 철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 실패

국제공조 강화(G20)
- 개도국 농업투자 확대를 위한 원조 확대개도국 농업투자 확대를 위한 원조 확대
- 개도국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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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곡물 자급도(사료용 포함) (단위 %)

2. 식량공급 중단 가능성

가. 국내 곡물 자급도(사료용 포함)

년도 전체 쌀 밀 옥수수 콩

’70 80.5 93.1 15.4 18.9 86.1

(단위 : %)

’80 56.0 95.1 4.8 5.9 35.1

‘90 43.1 108.3 0.05 1.9 20.1

’00 29 7 102 9 0 1 0 9 6 400 29.7 102.9 0.1 0.9 6.4

’05 29.4 102.0 0.2 0.9 9.7

’10 전망 26.7 104.6 0.8 0.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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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용도별) 밀 콩 옥수수 합계

나. 주요 곡물의 용도별 수급(2010)
단위 : 천 톤

공급

이월 458 73 662 1,193

생산 35 139 77 251

수입 4,401 1,469 9,059 14,929

소계 4,894 1,681 9,798 16,373

식량 1,073 81 73 1,227

가공 915 345 1,936 3,196

수요

가공 , ,

사료 2,270 1,161 7,097 10,528

기타 35 12 25 72

소계 4 293 1 599 9 131 15 023소계 4,293 1,599 9,131 15,023

1인당 수요량(Kg) 31.0 8.5 4.6 44.1

곡물 자급률(%) 0.8 8.7 0.8 1.7

다. 수입곡물 중 곡물메이저 비중

국제 곡물메이저 : Cargil ADM Bunge 드레뷔스국제 곡물메이저 : Cargil, ADM, Bunge, 드레뷔스

일본계 종합상사 : 미쓰이, 미츠비시, 이토츄 등

콩 옥수수 밀

국제 곡물 메이저 66 62 58

일본계 종합상사 34 10 12일본계 종합상사 34 10 12

호주 - - 27

기타 - 28 3기타



국내 경지면적은 축산물 자급을 위한 필요한 경지면적의 71% 수준

라. 국내 생산의 제약 : 국내공급 조건

1970 1980 1990 2004
증감량
(70~04)

국내 경지면적은 축산물 자급을 위한 필요한 경지면적의 71% 수준

식량자급률 상승을 위한 농림투자재원의 한계

국내 생산 확대, 특히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 중요

- 2012년부터 보리 수매 중단, 2모작 밀 생산 확대

- 유휴농지 사료작물 재배로 사료 자급률 제고

국내 생산 확대의 제약

(70 04)

총 경지소요량(A) 391 421 615 715 324

국내 경작면적(B) 326 277 241 194 △132

해외의존율(A-B/A) 16.7 34.4 60.8 72.8

국내 생산 확대의 제약

- 현재 경지면적 축산물 자급을 위한 경지 필요량의 61%에 불과
축산물 자급을 위한

경지소요량
74 114 208 271 197

(61.0)

사료 자급을 위한
경지소요량

73 114 168 190 117
[59.1]

자료: 이정환(2008) 인용자 이정환( ) 인용

국제곡물시장의 특성, 곡물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수출제한조치: 국제곡물가격 급등의 30% 차지(IFPRI, 2010) 

마. 식량공급 중단 가능성(식량위기)

수출제한조치: 국제곡물가격 급등의 30% 차지( , 0 0)

주요 곡물수출규제 사례(2008. 3)

국가 종류(조치 내용)

러시아 보리 밀(수출세(밀 40% 보리 30%) / 곡물(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 수출 금지)러시아 보리, 밀(수출세(밀 40%, 보리 30%) / 곡물(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 수출 금지)

중국 곡물, 제분: 84품목/57품목(수출세 환급 취소/수출세) / 곡물, 제분(수출할당)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수출세)

인도 밀, 밀 제품(수출금지) / 밀(최저 생산자가격 인상, 민간수입분 관세 철폐)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수출 할당)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수출 할당)

카자흐스탄 밀(수출량의 20%를 국내 판매로 할당, 수출세 부과(110만 부셀))

세르비아 밀, 옥수수(수출금지) / 소맥분, 분쇄옥수수(수출할당)

브라질 밀(1백만 톤까지 관세)

파키스탄 밀, 소맥분(수출세), ( )

EU 곡물: 일부제외)관세 철폐)

호주 사료곡물(수입허가(긴급조치))

☞ 최근 사례 : 러시아(2010 – 2011. 6),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미얀마(쌀)



바. 국내 곡물 구입구조

일괄 현물구매 방식의 제약 : 가격 상승시 비효율성, 품질 애로

조달 루트의 단순화 : 협회를 통한 대행 수입 등 수입모델

의 단순화로 안정적 곡물 조달 애로

곡물메이저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Buyer의 시장교섭력 저하

- 4대 곡물메이저가 수입곡물의 60%, 축산사료의 90% 취급

신규 진입에 애로 가격경쟁의 어려움- 신규 진입에 애로, 가격경쟁의 어려움

국제 곡물가격 인상이 국내 소비자 물가에 직접 파급 효과

- ‘06-08 곡물가 급등기간 중 농협사료가 63% 인상06 08 곡물가 급등기간 중 농협사료가 63% 인상

- 국제 밀가격 및 환율 안정에도 국내 밀가루 가격 인하 제한

전 세계에서 식량안보가 우려되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중

동(일부 북아프리카) 등

글로벌 식량위기의 피해 계층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한국과 기타 국가와는 식량안보 대비책에서 다른 성과

일본 : 낮은 식량자급률이지만 안정적인 해외공급선 확보,

중국 : 국가 정책목표로 식량자급률 95% 설정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의 적극적인 해외식량확보 전략

중동 : 국가 주도, 풍부한 오일달러, 같은 종교국가에 대한

농업투자

한국 : 다양한 정책 논의, 의지와 성과는 의문



Ⅲ. 대응 전략Ⅲ. 대응 전략3. 국내 대책

국

국내 생산 확대 및 식량자급률 제고

선물시장 적극 활용 수입선 다변화
내

대

책
비축제도 운용

선물시장 적극 활용, 수입선 다변화

책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곡물확보

45 / 46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공급 측면)

해외농업개발
·138만톤

곡물

종합

정
안정적 수입

비축
·쌀 이외의 곡물 적용

만톤

정보

체계

(조기

경보

국내생산
·27%→30%

정적 수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400만톤

음식물 쓰레기
축소

국제교역

선물거래 장기계약

경보

시스템

구축)
GM-NGM
인식 전환

(수요 측면)



4. 정책 선택 재정(+)

국내생산확대A

비축제도

정보 인프라
곡물조달

시스템 구축
B

정부시장

장기계약

조기경보체계
구축

공개 입찰

해외농업개발

C

농업펀드

선물거래

D

금융
(+)

시장친화적이고 효율적 식량안보대책 : 공개입찰제도, 
선물 거래, 농업펀드투자 등 D 그룹

정부가 제한된 재정투융자 자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식량안보 대책 : 해외농업개발, 곡물조달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B, C 그룹

식량안보 효과가 높은 대책 : 국내생산 확대, 비축제도
등 A 그룹

현재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B 그룹에 대한 정책 배려
미약한 수준



Ⅳ 과제와 중장기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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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적인 수입확보 대책의 성과

정책 체계 확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해외농업개발법)

점진적인 국민 인식 전환

시행 초기로 성과 평가는 다소 이른 단계시행 초기로 성과 평가는 다소 이른 단계

미흡한 정책 지원(소규모 자금지원)

국가 리스크가 높은 지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연해주, 몽골 등),

단독투자 방식 등으로 위험 분산보다 위험 선호 방식

공기업 주도의 해외곡물 확보

(일본은 생산자단체와 종합상사 중심) 



2. 식량안보대책의 성과 제한 원인

국제곡물가격의 주기와 정책 추진의 주기

국내생산 확대 우선국내생산 확대 우선

식량자급률 100% 달성이란 당위론적 입장 고수

식량안보의 접근성(경제력 소득) 강조식량안보의 접근성(경제력, 소득) 강조

주곡인 쌀의 생산 과잉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 약화

가. 정책 목표의 설정

3. 주요 과제

최근 해외농업개발 목표 : 국내 소비량의 23% 설정

향후 우리나라 식량수급 전망 부재

∙ 식량수입수요량에 따라 확보 목표량 변화

∙ 통일 대비 북한 수요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

식량 자주률 개념 도입

∙  광의의 개념(현지 생산 후에 현지판매/제 3국 수출

비상시 국내 반입)

∙  협의의 개념(현지 생산 후 곧바로 국내 반입)



에너지, 광물자원 확보와 같이 공기업 중심(민간기업과

나. 추진 방식의 개선

공동으로 콘소시움)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실수요자(생산자

단체 등), 종합상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규모화, 전문화, 리스크 관리(리스크 분산/완화) 강화

∙ 충분한 수출 능력이 있는 국가로 진출,  국가 리스크가

적은 국가로 진출 등

∙  여러 시나리오 하의 다양한 정책조합(Policy Mixture) 활용

재원조달 강화 : 정부 자금 이외의 민간자금 투자 확대

∙  민간 투자자금의 활용과 모태펀드 활용 등

객관적인 정보 분석을 통한 국내외 식량수급 및 가격 전망

다. 글로벌 식량관련 정보운용시스템(정보인프라) 구축

객관적인 정보 분석을 통한 국내외 식량수급 및 가격 전망

∙ 미래 식량 전망을 대비한 식량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 수입국 입장에서의 정보 관리 및 운영

조기경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라. 정책 지원 강화

자금지원 규모 확대 (이차보전 방식의 활용)

지원 조건 (성공불 융자, 담보조건 개선 등) 강화

전문가 그룹 육성 (대학에 6개월 과정 설립 등)

관련 정보(법과 제도 등)와 기술 지원



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활용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에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활용

∙ 단독투자

합작투자∙ 합작투자

∙  계약생산

∙  지분투자

∙  생산자단체(조합무역 등), 

∙  PPP(Public-Private Partner) 방식

∙  에너지 및 광물자원과의 공동 사업개발(Package 사업)

∙  외국과 공동 해외농업개발사업(일본, 중국 등)

4. 해외농업개발의 비즈니스 모델

가. 직접 단독투자 : 한농복구회 브라질 진출 사례

나. 지분 공동 투자 : aT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다. 현지 합작투자
자본출자자, 자원 이용권 출자자, 기술 경영 노하우 출자자로 구성
- 이익, 손실, 사업소유권 분배

소농과의 연계 합작투자시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필요

국내기업국내기업((사업주사업주))국내기업국내기업((사업주사업주))
대출

보증증

출자 대여
장기구매

계약

해외농업개발사업해외농업개발사업 수행수행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 해외해외 현지법인현지법인해외해외 현지법인현지법인
출자

대출, 보증

장기구매

외국정부외국정부, , 기업기업외국정부외국정부, , 기업기업
대출

보증

출자 대여
장기구매

계약

보증



라. M&A : aT의 미국 곡물회사 인수

aT는 민관 합동 투자 계약 체결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aT는 민관 합동 투자 계약 체결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
- 삼성물산(판매), STX(해상운송), 한진(미국내 유통)
- 곡물 매집과 운송체계를 위하여 유통시설을 확보

마. 계약 영농 : 충남해외농업개발 사례

지역농가와 구매자 사이에 다양한 농산물 공급 계약 형태

계약영농의 5가지 형태계약영농의 5가지 형태

- 고집중형, 중추지역모형, 다자적 모형, 비공식적 모형, 

중개인 모형

바. 임대와 경영계약 : 현대자원개발 연해주 진출 사례

농지소유자와 농장경영자 사이에 다양한 수익모델 존재농지소유자와 농장경영자 사이에 다양한 수익모델 존재

- 고정지대 현금 지불(Fixed Cash Crop),

- 이윤 분배(Profit Sharing)

생산물 분배(Sh i f th C Li t k- 생산물 분배(Sharing of the Crop or Livestock

- 혼합형(Custom Blend of the Above)

- 농지소유자와 농장경영자가 분리된 형태

사.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모형
(Upstream & Downstream Business Links) 

사업분야, 지역간 차별성이 큰 모형사업분야 지역간 차별성이 큰 형
수직적 통합과의 연계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모형: 브라질 생산자 단체

전후방산업 연계모형의 발전 방향



아. 농촌개발사업과의 연계 모형

상업 마을 참가자

시장
지원

사업 개발 서비스 제공자

투입요소 공급자
• 상업화는 종자 및 씨앗 공급자

시장
지원

시장
지원지원

단위 1

상업 마을 조정 기구
- MSU와 CVA 수준에서

• 상업화는 종자 및 씨앗 공급자
들을 개선시킴

• 화학 제품 및 비료 공급자

내장형 BDS
• 안전한 화학 제품 사용에 관한 교육
• 농작물 생산과 수확 후 취급에 관한
교육

지원
단위 2

지원
단위 3

• 공동체 상업화 역량 강화
• 교육 사업 (예를 들면, 시범포)

상업 마을 보존 기관 마을 회관 서비스
• 등급 매기기, 분류, 그리고 1차 포장
• 선적 및 지역 내 수송
• 지역 및 외부 중개업자 매수

시장 중개업자 서비스
• 시장 조사, 수송
• 품질 보장 및 시장 진입 서비스

민간 부문 서비스
• 시장 조사 및 시장 진입 서비스
• 교육 서비스

수송

민간 부문 구매자

• 수송

내부 서비스
• 품질 보장 및 수출 인증 기관

공식적인 시장 비공식적인 시장

농지농지농지농지농민농민 단체단체

자. 농민단체간 계약

농지농지

제공제공

농지농지

제공제공
농민농민

옥수수재배옥수수재배
((지정작물지정작물 재배재배))

수확수확
//

판매판매

농민농민 단체단체

대출상대출상대출상대출상

대출대출 보증보증대출대출 보증보증 지지 원원통 보통 보

ASPAGRIASPAGRI

전량전량

사업자본, 비료, 약품, 종
자

기술제공
전문인력 파견

BRIBRI

대출대출대출대출
대출상대출상
환환
대출상대출상
환환

대출금대출금
개별개별 계좌계좌 지급지급

심사심사 평평
가가

심사심사 평평
가가

수익금수익금수익금수익금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BRIBRI
개별개별 계좌계좌 지급지급

지불보증지불보증지불보증지불보증

판매대금판매대금판매대금판매대금

전량전량
국내수입국내수입

㈜㈜ KAS KoreaKAS Korea

전문인력 파견

인도네시아 BRI(국민은행)
지불보증

비료비료, , 약품약품, , 종자종자 비용비용 선선 공제공제 판매대금판매대금판매대금판매대금㈜㈜ KAS KoreaKAS Korea비비 ,, 약품약품,, 종자종자 비용비용 선선 공제공제



차차. ODA. ODA사업과사업과 연계연계

베트남 씨감자 생산·기술지원 사업

오리온 스낵
인터내셔날

(베트남 지사)

베트남 농가
(계약재배)

계약 (원료확

보) 수매

기술지원

강원대학교
(국제농촌개발
협력사업단)

하노이
농업대학

시설 및 기술연수 지원

기술지원협력관계
기술지원

종자
공급

협력사업단)
(IIRD)

(생물연구소)

자금지원사업신청

• 인력, 건물, 기타 사업 관련 물자 제
공
• 연수생 파견

베트남
인민

위원회

한국정부
(농식품부) 농업협력체계구축

베트남정부
(농업농촌발전부)

카. 국가간 공동개발 : 브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사업

일본 정부 브라질 정부

사금융사금융

펀드조성
금융지원

JBIC
(확장프로젝트)

JICA
(초기프로젝트)

브라질 정부

기구(MAPA)

BACEN

(STN-MF)

금융지원

금융지원

금융지원

금융지원 감독 및 직
접참여

지분보유

JADECO CAMPOCAMPO

은행은행

BRASAGRO

협조/지도
/감독 융자

지분보유

지분보유
49%

지분보유
51%

지분보유

사기업 사기업생산자 / 협동조합



yong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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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토론및질의응답





곡물가 상승에 따른 대응방안(7.31)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사무관 조경규

  우리나라는 을 제외한 옥수수, , 콩 등 주요곡물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12년 곡물 수입 상량(15,034천톤)은 추정 수요량(20,114천톤)의 74.7%에 달하며, 

옥수수, , 콩은 90% 이상 수입에 의존

     * 미국․호주 등 주요 생산국가 수입의존도 80% 이상, 4  곡물 메이  의존도 50% 이상

으로 곡물 수입선이 편

  6월 하순 이후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등하기 시작하여 7월 들어 옥수수와 

두 선물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

  ❍ 콩과 옥수수 가격이 고 을 돌 , 주요 생산국가의 가뭄이 2~3주 이상 지속될 

망으로 곡물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

     * 옥수수 : ( 고 -’11.6월) 310US$/톤 → (7.20) 325

     * 콩     : ( 고 -’08.7월) 609US$/톤 → (7.20) 634

  7.20일 재, ·콩·옥수수 연간 수입수요량 14백만톤의 약 97%를 민간이 확보하고 

있어 당분간 국내수   물가에 향은 을 망

< ·옥수수·콩의 수입 수요량  확보 황 >

품 목 연간 수입수요량 7.20 재 확보량 확보율(%)

계 1,426만톤 1,385만톤 97

     (식용/사료용) 446(200/246) 409(183/226) 92

옥수수(식용/사료용) 856(210/646) 856(210/646) 100

콩 (식용/사료용) 124(25/99) 120(21/99) 97

  ’08년 상황보다 훨씬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 ㆍ선제  응을 

통해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서민 생활 

안정에 만



  ❍ 당장 할 수 있는 책부터 최 한 조기 응하고, 국내 생산확   수입곡물 

수요 체 수단 확보 등 장기  기반 확충

  ❍ 곡물가 상승 여 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에 단계별 책을 미리 마련하고 

상황 진 에 따라 시행하여 혼란 방지

  단기  응의 한계에도 불구, 가능한 수단을 최 한 활용

  ❍ TRQ 증량  할당 세 인하와 함께, 농가와 업체의 경 부담 완화 조치 

추진

  장기 으로 곡물 련 생산ㆍ도입ㆍ 장ㆍ비축 등의 기반을 꾸 히 마련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  응체계 구축 필요

  국내 곡물생산량 증   생산된 곡물의 효율  활용을 통해 국민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고, 농가소득 안정에도 기여

  ❍ 재 여건이 가장 좋은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하면서, 조사료와 콩ㆍ  등 식량

작물의 생산도 늘리기 한 기반마련 추진

  ❍ 국내 보유 자원을 최 한 활용하여 유사시에 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외부 요인에 상 없이 안정을 유지

    - 남는 을 활용하여 가루ㆍ 면 등으로 수입  수요를 체하는 한편, 조

사료 생산을 늘려 사료곡물 수요도 최 한 체

  곡물을 정 가격에 안정 으로 도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유사시에 활용 

가능한 비축물량 확보 추진 검토

  ❍ ․콩․옥수수 비축 확 , 식용 수입콩 보유물량 확 , 민간업체의 보유 재고량 

확 를 한 소요비용 지원 등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대응 전략’ 관련 토론 내용

농민신문사 논설위원 최인석

■ 비상사태? - 식량의 중대 위기

① 기상 불확실성 증대, 전쟁(분쟁), 농경지 감소  → 공급 한계

- 2050년, 세계 인구 90억 명 돌파 → 곡물 10억 톤 이상 더 필요함

- 배부른 자와 굶주린 자  → 심화 전망

② 농산물 가격 변동 구조 : 하강 곡선  → 상승 곡선 예상 ?

- 지난 수십 년 간 농산물 가격의 변동 구조는 전반적으로 하강 곡선

- 다만, 예외적으로 2007~2008년 초반까지 농산물 가격 급등함

  (1973~1974, 1978~1980년 석유 파동과 유사 → 향후 비슷한 사태 또 ?

③ 우리의 주식은 괜찮나 ?

- 지금까지 날씨가 도와 줌. 그러나 최근 추세를 볼 때 걱정도 많음

- 1980년 여름 냉해의 교훈 : 쌀 생산량 전년의 3분의 2로 감소

  (곡물메이저로부터 2.5배 비싸게 쌀 구입)

- 식량 보안 준비한 나라로부터 배우자

  (스위스, 일본 - 외국서 식량 수입 시스템 구축)

■ 곡물파동 ? 

① 세계 곡물시장 2006년 작황부진으로 급등 이후 뜨겁게 달아올라

② FAO, OECD → 향후 10년간 곡물가격 상승 전망(10~30%), 

  2050년까지 곡물생산량 6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

- 올해 미국 56년 만의 최악 가뭄(옥수수 큰 피해), 러시아는 밀 생산량 감소 

→ 곡물대란 공포 분위기

③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시장을 쥐락펴락하는 4대 메이저사와 일본계 종합상사에 수입물량의 70% 

넘게 의존하며 휘둘릴 소지가 농후

④ 특히 우리나라 곡물의 63%를 특정국가(미국)에 의존하는 위험한 상황

⑤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자금 위협 → 투명성 제고 위한 국제적 공조 가능 ?

■ 해법은 있나

① 곡물메이저 ABCD 전 세계 시장 장악(80 ~ 90%)

- 국제곡물 시장은 전세계 생산량의 10%만 국제 시장에 파는 구조. 수급에 조금

만 이상이 생겨도 가격이 급등하는 구조. ABCD 횡포 막을 방법 미약

② 일본의 교훈

- 일본은 한국의 농협중앙회 격인 젠노(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1978년 자회

사인 곡물회사 ‘젠노 그레인’ 설립. 1988년 미국계 곡물기업 ‘CGB’를 인수해 

‘미국 중부 곡창지대-미시시피강 유역-뉴올리언스 항구’로 이어지는 엘리베이

터 보유(곡물 수입량의 30% 취급) 

→ 도요타, 혼다 등도 곡물기업 인수 적극적(곡물엘리베이터 확보를 통한 곡물 

산업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

③ 우리나라는 ?

- ‘한국판 카길’ 꿈 잘 돼 가나(aT 그레인컴퍼니)

- 그나마 STX 희망

- 해외농장 개척 → 국내 곡물조달 가능한가. 제3국 판매 국한하나

- 정부의 역할 ? 민간의 역할 ? → 민간의 필요(이윤 창출)에 의해 주도적

  참여 유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 수입 곡물에 절대 의존하는 축산업(적정 가축 사육마릿수 ?)

■ 식량 주권 지키기

① 쌀을 지켜라

- 주 식량 쌀 안전 확보(단립종-한국, 중국, 일본 주 소비)



- 3개 국가 중 한 나라가 무너지면 심각 사태 발생

②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진출

(단립종 아열대 지역서 재배 가능한 기술 개발로 식량 부족시 수입 방안 마련)

③ 현재 45% 안팎인 식량자급률도 전체적인 목표량 보다는 쌀, 밀, 콩 등 품목

별로 구체적으로 정해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

(소비처는 학교급식 등 활용-WTO 문제 없음)

④ 식량 주권, 식량 안보 위한 적정 농지 면적 제시 필요함

(우량 농지 감소 면적 갈수록 증가 예상) 

■ R & D 투자 확대

① 품종 개발(다수확, 재해 강한 품종 등)

② 곡물엘리베이터 인수 및 합작투자 방안 중장기 계획 치밀하게 검토

③ 해외농장 개척 다변화(유사시 국내 유입 가능한 국가)

④ KREI 국제곡물관측시스템 도입 환영. 그러나 기존 시스템과 차별성은 ?

⑤ 산학연 곡물조달시스템 장기프로그램 구축 필요성 증대(지속성 담보 전제)



KREI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토론 개요

고려대학교 교수 임송수

1. 곡물투기와 국제가격에 관한 이해

❍선물시장에서 hedger뿐만 아니라 speculator가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거래활동

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non-commercial participants).

- 실제로 선물시장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자산의 일종으로 상품을 금융 투자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기타 기능: 가격위험을 basis 위험으로 교환하는 수단, 가격발견을 촉진

❍선물시장에서 투기자는 유동성(liquidity)을 공급하는 양(+)의 기능을 하지만, 

지나칠 경우 선물과 현물시장의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음.

 

❍유럽과 미국의 밀 선물시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투기자들이 선물시장에

서 지속적으로 양(+)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 못함(Revoredo-Giha and Zuppiroli 

2012: 자료 1988-2011년).

- 다만 2006년 이후 이익의 변동 폭은 그 전부터 큰 폭으로 확대됨.



❍분석 결과의 시사점

- 상품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과 현물가격 사이의 

basis가 받은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hedging은 여전히 가격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임 ==> 헤징의 적극 활용.

- 가격 폭등을 speculator의 시장참가 증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해석임.

2. 대응 전략

❍ 3F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함.

- finance-food-fuel

- 정보의 수집과 분석의 외연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일본, 스위스 등 다른 나라들의 대응 전략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함.

❍곡물 재고에 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만큼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능력을 

높여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예: 세계의 정확한 밀 재고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함.

❍곡물에 대한 자급률이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험요인들

은 대부분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스스로 할 수 있

는 내생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구함.

- 수요보다 많이 생산되는 쌀을 수입해야 하는 밀 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소비 측면의 조치

- 잉여 논을 활용하여 곡물 자급률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함(정책의 불균형으로 쌀은 남고 다른 곡물은 부족한 모순 해소).

❍국제기구 및 동북아 차원에서 공동 재고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체제를 구축함.

- 국제곡물재로를 World Bank가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수출국의 자의적인 수출금지나 제한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규범을 강화하

도록 대응함.

- 이는 무역자유화의 전제조건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박환일

1. 곡물소비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 높은 곡물가격과 변동성은 곡물시장의 트렌드로 정착할 전망

 - 곡물가격 안정화 대책도 필요하지만 높은 곡물 가격에 적응하는 전략이 필요

 - 공급 측면은 기상이변의 빈발로 인해 위험요인이 상존

 - 수요 측면에서 소비를 줄이거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기술 개발

 -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적응정책을 시행하지만 

곡물은 적응정책 개발이 미흡

 - 곡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 배양육, 바이오

기술 활용

2. 높은 곡물가격은 농업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순기능도 포함

 - 80, 90년대 낮은 곡물가격으로 인해 농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

 - 2000년대 곡물 명목가격은 올랐지만 실질가격은 60,70년대보다 낮고 80년대 

초반수준에 불과

 - 에너지 가격은 실질기준으로 70년대 석유파동수준으로 상승

 - 에너지 가격상승과 동시에 농업생산비용 상승으로 곡물가격 상승은 당연

 -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높은 곡물

가격이 도움

 -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토지의 농지로의 전환증가, 종사 농민수 증가, 농산업 

확대 가능

 - 농산물 공급증가로 가격안정 가능



3. 국제금융자본의 투기활동에 대한 인식

 -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 중 투기자본의 역할은 분명한 것으

로 인식,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규명은 어려운 상황

 - 금융자본의 곡물시장에 대한 투기활동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

 -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 보다는 비상업적 거래의 경우 거래시 국제곡물시장 

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필요

 - 국제곡물시장 모니터링시스템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낙후된 국가의 곡물생산

기반 지원에 사용

 - 국제금융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토빈세처럼 곡물시장에서도 분위기 조성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 토론 요지

2012. 7. 31(화)

해외농업개발협회 부회장 어대수

<관심 주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

 개 요

 ❍ 세계 인구증가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지역적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이변의 

증가, 농업투자 감소와 물 이용효율의 정체 등으로 세계 식량수급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은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곡물가격은 당분간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

   - 세계인구는 2020년 77억명, 2050년 91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곡물 수요량 

증가율이 공급량 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OECD, FAO)

   - 노후화 또는 폐기된 농업기반 시설 및 수질악화 등으로 농업용수 이용효율이 20

∼43% 정도에 지나지 않고 대규모 농업개발사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

 ❍ 국제곡물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한 채 지역의 기후여건이나 투기성 금융자본의 

개입 등 불확실한 요인 때문에 변화폭이 클 것으로 보임

 ❍ 국내 곡물생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년대부터 해외농장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가 주도했던 ’60∼’70년대는 사전조사 미흡과 부적합한 추진 등으로 실패하였

으며, 민간주도의 ’80년대 이후 해외농업은 영농경험과 자본 부족으로 중단 

 ❍ 관심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세계농업의 생산기반조성 측면과 우리나라의 해외 

농업자원개발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함

 세계 농업생산 증가를 위한 생산기반조성 측면에서의 대응

 ❍ 과거 녹색혁명 시기에 경험하였던 획기적인 단위생산량 증가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움. 미개발지의 개간을 통한 농지면적 확대와 새로운 영농기술 

적용이 세계 곡물생산량 증가를 위해 보다 효과적임

   - 쌀의 경우 과거 ’60∼’80년대 연평균 2.3% 단위생산량 증가율은 ’90년대 이후 1% 



이하로 떨어졌으며, 선진국에서의 집약농업에 의한 생산성 증가는 크지 않음 

   - 아프리카 Sub-saharan 지역의 미개발지를 개간하고 품종개량과 적정량의 비료 등을 

투입하면 현재 생산량의 3배까지 수확 가능(ICID)

   -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은 부족한 농업인프라 개선, 시장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 투명성이 결여된 부패된 사회의 개혁이 선결과제임

   - 그 외 농업생산증가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등 농업기반시설이 무너진 

구소련국가, 일부 동남아 국가 및 남미의 광활한 미개간지 등이 있음

 ❍ 농업이 발달된 국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현대화, 물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물절약 기술의 개발, 영농 기계화 및 저비용 고효율의 시설 자동화 

등이 주요 과제임

   - 관개농업의 확대 필요 : 전 세계 농지 중 17%의 관개면적에서 전체 생산량의 

40%를 생산

 ❍ 개발도상국은 FAO, ICID, IWMI 등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에서 이끄는 국가 

및 지역 간의 긴밀한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농업정책, 영농기술 및 정보 

교류 등이 필요하며 OECD 국가의 원조 및 기술지원 활용

 우리나라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위한 제언

 ❍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12. 5월)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11. 7월) 및 시행(’12. 1월) → 협회 창립총회(’12. 2월) → 

협회 설립인가 및 사무소 개소(’12. 5월)

   - 협회의 주요 기능은 ⅰ)회원사의 권익보호, ⅱ)해외농업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 

지원, ⅲ)곡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국가 정책목표 달성 지원임

 ❍ 중장기 국내 곡물 수요를 감안한 곡물 자주율 목표값(자주율 5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해외농업개발 전략 키워드는 규모화, 전문화, 현지화, 통합계열화, 

네트워킹 등임

   - 규모화 : 소규모 자본과 적은 농지면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해외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모화가 필요

   - 전문화 : 대규모 농장 영농경험의 부족을 극복하고 관련국의 법·제도, 유통 및 

마케팅, 작물, 영농기술 전문가 육성 등이 필요하며 분야별 전문 컨설팅 추진

   - 현지화 : 현지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현지인 

고용을 늘리고 사회사업 시행



   - 통합계열화 : 밸류체인을 분석하여 계열 클러스터화 하고 전후방 연관산업 도입

   - 네트워킹 :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과 현지 정부 

및 연구기능 사이를 종합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 새로 진출하는 

기업의 초기 리스크 감소

 ❍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수요자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사료협회, 농협사료, 공기업 등과의 협업 필요. 또한 해외 

농업개발을 통해 확보한 곡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추진 및 세금 혜택 등 

제도적인 검토 필요. 해외농업개발사업자는 실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수준에 

부합하는 곡물생산

 ❍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 방안

   - 해외농업지원 정부 정책목표의 유연한 적용 : 정부의 정책목표는 곡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가안정에 있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최대목표는 이윤추구이므로 부조화 

발생. 진출기업이 현실적으로 영세하다는 점과 해외농업의 특수성(고위험 및 

불확실성) 감안

   - 투자대상국의 열악한 농업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 협조 및 현지의 토양, 작물, 

기후, 수자원 및 영농에 관한 전문가 육성 지원

   - 현지의 사화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노력과 법·제도에 대한 전문가 지원 : 기존 

진출기업의 경험 및 정보의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진출 의사결정 전에 철저한 해외 

농업환경조사와 특히, 외환거래법 등은 전문가의 도움 필요

   - 해외농업지원 융자금에 대한 해외자산 담보요건 완화 : 현지법인의 고정자산 담보

가능성 검토 및 투스텝복합금융 등 활용

   - 생산한 곡물의 국내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산지 엘리베이터 설치 및 공동이용과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

   -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 외국인 투자관련 법 및 조세법의 잦은 변경 등 개발도상국의 

국가리스크 감축을 위해 정부간 협상 등에 의한 지원 필요

   - 정부의 보조 및 융자금 지원 외에도 투자회사를 통한 해외농업개발펀드 모델개발 

및 금융사의 전대금융제도를 이용하는 신용대출 등 재원조달방식의 다각화 필요

   - 정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이 주도하는 MIC 및 PPP 등의 해외농업개발 

프로젝트 개발, 현지조사 및 G2G 협의, 전문인력 양성, 보조 및 융자 지원금의 확대 

등 정부지원 필요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토론

한국사료협회 김민수 

  최근 사상 유래 없는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최근의 고곡가 행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

다. 곡물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는 크게 외부시장의 영향, 펀더멘털적인 요소 불

안정 및 해상 운송비 상승 등이 있으나, 해상 운송비의 경우 해운시장이 침체기

에 있어 이번 고곡가 형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시장의 영향과 곡물의 수급상황을 중점적으로 토론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부시장 즉 거시경제의 흐름에 따라 투기 자본의 곡물 시장으로의 유입 증가

가 곡물가격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곡물가격은 국제 증시 및 국제 

유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동조화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달러화는 역

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최근의 곡물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에 앞서 곡물시장에 대한 투자 유형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단기 투자자 및 투기 세력의 선물시장에서의 행보가 곡물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

도 좌우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판단키로는 투기세력의 유입이 곡물 

가격을 지속적으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 투기세력의 유입이 

어느 정도 가속화 될지에 대하여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

겠습니다. 

  곡물시장의 가격 상승 폭 확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커지고 있는데, 

2008년 상반기 최고조에 달했던 가격 상승이 현재 다시 재현되고 있으나, 현재

의 가격 급등 원인이 2008년과는 다른 양상임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곡물가격 급등의 주요인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및 유럽 호

주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의 극심한 한발에 따른 생산량 감소 전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지적으로 발발하던 기후불순에 따른 생

산량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번 곡물가격 급등은 예삿일이 

아닌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가격 상승을 주

도 하고 있는 실정임을 염두 하여야 합니다.   

  

  수급적인 면을 살펴보면, 세계 농산물 수출대국들의 한발로 인하여 곡물의 작

황에 큰 영향을 미쳐 단수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사료용 및 바이오산업의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한 재고 감소 우려가 시장의 가격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

어, 전 세계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중서부 지역의 극심한 한발로 인하여 옥수수 및 대두의 작황에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시카고 곡물 선물시장에서의 곡물 선물가격은 천정부지로 치

솟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가뭄이 해갈되지 않는다면 

곡물가격 파동으로 인하여 주요 수입국인 한국을 비롯한 일본 및 중국 등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도 가뭄으로 인하여 지난 2010년과 같이 곡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루머도 나돌고 있어 러시아를 비롯한 남미, 동유럽, 호주, 캐나다 등

의 수출국들이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기후불순에 따른 작황의 피해 정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

요할 것이며, 각 산업에서는 향후 수급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쌀을 제외한 옥수수, 대두, 밀 등 주요 품목의 국내자급률은 거의 

희박한 수준이며,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료업계를 비

롯한 식품업계, 가공업계 및 곡물과 부산물을 이용하는 여러 업계들은 속수무책

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료업계의 경우 일정한 기간을 두고 선도구매 형식으로 물량을 미리 확보하



고 있으나, 길게는 5개월 짧게는 3개월내에 공급을 받게 되어 있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원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6월 초반까지 

구매한 가격과 현재 시장에서의 형성되고 있는 가격은 거의 50%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곡물 수급에 비상이 걸렸으며, 여타 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수입국인 일본의 경우 해외자원 확보를 통하여 비상시 곡물 조달 시스템

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와의 상황을 비교할 수 없으며, 중국 역시 미국 등 주요 

수출국으로부터 원자재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식량안보 차원의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동남아, 연해주 

등지에 농지개발과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으나 여러 장애 요소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aT가 추진하고 있는 곡물조달시스템 역시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어, 비상사태시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용이치 않아 식량안

보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곡물 가격 급

등시 마다 식량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의 마련에도 불구 현실적인 대책과 실천

이 없어 또다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바, 식량자원

인 곡물을 바이오 연료용으로 대량 투입함에 따라 아프리카를 비롯한 최빈국의 

기근 문제, 주요 곡물 수입국의 식량 확보 위기 등의 문제를 촉발하고 있어 식

량을 무기화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 대하여 범세계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간 공조나 협약을 통하여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업들이 주요 농산물 수출국으로 진출하여 현지 농장 확보, 계

약 재배, 산지 저장시설 및 수출 엘리베이터(저장시설) 등의 확보를 통하여 비상

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민간 베이스의 곡물 조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다각도의 지원과 투자를 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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