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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카사바산업 동향 *

 - 타피오카(Tapioca)를 중심으로 -

이 혜 은 · 박한 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서론1)

  타피오카는 최근 국제곡물가격 등으로 옥수수를 체할 수 있는 사료작물로 떠오

르고 있다. 우타이 칸토 카셋삳 학 동물 양연구개발센터의 문가는 “타피오카는 

옥수수에 비해 가격이 렴한 반면 양성분은 옥수수와 비슷하고 항산화 활동을 

진하여 가축 폐사율을 낮추는 등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등 옥수수 체작물로 손색

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태국 정부는 타피오카가 재 각종 면제품과 팬 이크, 주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

큼 타피오카를 다양한 식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 다. 태국의 상공부 차

은 지난해 태국 타피오카 생산량은 2,200만 톤에 달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 품질 리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경쟁력이 높아 고품질 타피오카  련 제품 

생산을 통해 로벌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태국의 타피오카는 가축 

사료  체에 지산업 등과 련하여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타피오카 제품 

수출액이 향후 5년 안에 1,000억 바트(약 32억 달러)를 과할 것이라는 망이다.

  2012년 6월 하반기 태국 동북부의 카사바1) 가격은 kg당 2.10∼2.40바트2) ( 분함유

 * (flaubert@krei.re.kr, 02-329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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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22∼24%)이었다. 타피오카 분 가격은 7월 24일 kg당 13.3바트(톤당 440달러)인 

년 비 6.0% 낮아졌다. 

　태국 정부는 5월 31일로 종료할 정이었던 담보융자제도를 6월 30일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홍수의 향으로 년보다 제도 시작이 늦어진 , 용 기간 

내에 공장으로 가져오지 못한 카사바가 많아, 농가로부터 연장을 구하는 목소리가 

강했던 것이 이유이다. 한편, 동 제도의 상이 되는 정부매입 상한은 1,000만 톤이다. 

2012년 2월부터 6월 24일까지 제도 상이 된 카사바의 양이 926만2,000톤이었다. 같

은 시기에 제도의 상이 된 카사바를 원료로 하여 생산된 타피오카 칩은 242만4,000

톤, 타피오카 분은 77만3,000톤이었다. 

  5월 타피오카 분 수출량은 22만5,000톤으로 년 같은 달의 2.1배가 되었다. 2012년 

1∼5월의 수출량은 년 동기 비 34.7% 증가한 87만7,000톤이었다. 1∼5월의 국가별 

수출량은 인도네시아 33만1,800톤 ( 년 동기 5.3배), 국 19만5,100톤 ( 년 동기 비 

16.4% 감소), 말 이시아 9만1,100톤 ( 년 동기 비 48.1% 증가), 만 9만800톤 ( 년 

동기 비 13.0% 감소), 일본 5만3,100톤 ( 년 동기 비 9.9% 증가)이었다. 최근 감미료 

등 내수의 고조로 수 이 불안정한 인도네시아의 수입량이 증하고 있다.  

  2010년 일본이 수입한 천연 분 14만4,000톤 가운데 타피오카 분은 10만5,000톤으

로 70% 이상을 차지하 으며, 그 부분이 태국산이었다. 태국산 타피오카 분은 일

본의 분수 과 깊은 계가 있는데 최근 그 원료가 되는 카사바 생산은 해충피해 

등으로 수 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타피오카 분가격에도 향을 주고 있다. 한 정

권교체와 련하여 카사바의 농가보호정책이 최 가격보상제도로부터 2008/09년도까

지 실시되었던 담보융자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책 변경이 향후 타피오

카 분 가격동향에 주는 향에 해 주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태국의 카사

바를 둘러싼 최근의 정세와 련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카사바(Cassava): 아메리카 열대지역이 원산지임. 카사바는 유카탄의 마야족이 처음 재배한 것으로 보임. 원시인들은 복합 정
제장치를 개발해 덩이줄기를 갈기 · 압착 · 가열을 거쳐 독을 없앴다. 독(히드로시안산)은 화살용으로 사용해 왔음. 열대 전역

에서 덩이줄기를 얻기 위해 재배되는데, 덩이줄기로 카사바 가루, 빵, 타피오카를 만들며 알코올음료도 만들고 있음.
 2) 2012년 8월 말 현재 원화로 환산하여 약 36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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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사바의 특성과 태국 농업에서의 위치

2.1. 태국의 카사바

  태국 카사바의 학명은 Manihot esculenta이며 만죠카(Mandioca), 매니핫(Manihot), 타피

오카(tapioca)라고도 불린다. 높이 2∼3m의 에우 로니아과(Euphroniaceae; 大戟科; 잎이 

창의 날 모양으로 갈라짐)의 열 목이다. 뿌리는 길이 30∼70cm, 지름 5∼10cm으로 

기에 방사상에 열매 맺는다. 쓴 맛 종(苦味種)과 단 맛 종(甘味種)이 있는데 주로 쓴 

맛 종이 분원료로 사용된다. 단 맛 종이 식용이지만 두 종류 모두 리나마린(linamarin)

이라는 청산배당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이 조직 괴와 동시에 효소작용에 의해 

분해되어, 시안화수소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처리가 필요하다.3) 잎은 길이 10∼

15cm으로 손바닥과 비슷한 형태로 깊게 갈라져 있으며 이 가있다. 기를 밭에 꽂

는 것만으로 번식하며, 건조지, 산성토양에도 잘 자라며 기타 분원료 작물보다도 단

면 당 수확량이 높은 편이다. 태국에서는 환 작물로서 수확량이 우수한 쓴 맛 종

이 생산되고 있다. 

                     그림 1  카사바 잎                            그림 2  카사바 열매

  

2.2. 품종과 수확량

  카사바의 증산은 경작면 의 확 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  수확량 증가가 

필요하다. 태국의 농업 동조합성은 에탄올 정책과 련하여 증산을 도모하기 한 

품종으로 다음과 같은 종을 제시하고 있다.

 3) 전분제조 공정 중 이 물질은 대부분 소실함.



세게 농식품 산업 동향

4 | 2012. 9

표 1  구(舊)품종과 신(新)품종

구품종
명칭 수확량(톤/라이) 전분비율

라용(Rayong) 90 3.8 24.9

라용(Rayong) 60 4.2 20.2

라용(Rayong) 5 4.4 22.7

카셋삳(Kasetsart) 50 4.4 23.0

신품종
라용(Rayong) 72   5 24.9

라용(Rayong) 9   5 24.4

후이봉(Huay Bong)  60 5.8 25.4

라용(Rayong) 7   6 27.7

자료: 태국 농업협동조합성, 2009.

2.3. 태국 농업에서의 위치

  태국에서 카사바의 경작면 은 에 다음으로 많고, 수확량도 사탕수수, 의  뒤를 

이어 3 로 카사바는 태국의 농업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작물의 경작면적과 수확량

구분 경작면적(ha) 수확량(톤)
쌀 10,650,467 28,538,228

카사바 1,109,347 22,584,402

옥수수 1,057,064 3,886,134

사탕수수 1,003,356 61,029,162

녹두 190,415 132,582

대두 152,170 220,965

파인애플 98,208 2,183,280

수수 52,441 94,885

땅콩 42,079 66,570

케나프(kenaf) 13,908 19,937

  주 : 케나프(kenaf)는 아욱과의 한해살이풀, 파인애플은 수확면적, 쌀은 이모작 합산.

자료 : 태국 농업경제연구소, 2007.  　

  카사바의 주산지는 동북지방이며, 그 에서도 면 의 큰 나콘라챠시마 (Khorat) 

은 국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심 산지이다. 나콘라챠시마  농업사무소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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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은 농가의 경작 품목의 우선순 는 물의 확보와 정한 토양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며 물의 확보가 가능한 농지에서는 을 경작하는 것이 일반 이며, 물의 확보가 곤

란한 경지에서는 사탕수수, 카사바나 옥수수를 경작하고 있다고 한다. 한 이러한 경

향은 태국 체에서도 같다고 한다.

2.4. 작물간 토지 경합

　<그림 3>은 품목별 경작면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카사바, 사탕수수, 옥수수 

각각의 경작면 의 합계는 그다지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지만, 각 작물의 경작면 은 

변동 이며 각각의 토지이용이 경합 계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동북부에서는 카

사바와 사탕수수 간에서, 앙부에서는 카사바, 사탕수수, 옥수수간의 경합이 강한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3  경작면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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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태국 농업경제사무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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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카사바 성장에 따른 경작면적과 농가가격의 변화

　<그림 4>는 경작면 과 가격의 환을 정리한 것이다. 가격에 해서는 2000년을 100

로 했을 경우의 지수로 나타내고 있는데 3품목 에서는 카사바 가격의 상승이 크며 2007

년에는 187로 옥수수의 수치인 180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사탕수수와 련하여서는 ‘사

탕수수·설탕법’ 하에서 리되고 있기 때문에 2007년의 농가가격은 2000년의 수 이다.

그림 4  경작면적과 가격

옥수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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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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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가격카사바 가격

자료 : 태국 농업경제연구소, OCSB, MOI로 작성.

3. 태국의 카사바 생산 동향

　태국의 카사바 생산량은 2003/04년도에 2,000만 톤을 넘은 이후, 2008/09년도까지 상

승세이며 같은 해에 과거 최고인 3,009만 톤을 기록하 다. 그 지만 2009/10년 태국에서 

처음으로 가루패각충4)이 발생하여 카사바 생산에 큰 피해를 래하 고 생산량이 

년 비 26.9% 감소하여 2,201만 톤에까지 내려갔다. 이듬해인 2010/11년에도 모종 부

족과 해충피해를 우려한 농가들이 경작 작물을 다른 작물로 환하면서 경작면 이 

 4) 벚나무 깍지벌레과(pseudococcidae) 해충.

사탕수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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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여 생산량은 2009년과 같은 정도인 2,191만 톤에 머물 다. 2년 연속 생산이 감소

하면서 수 이 부족하게 되면서 카사바  타피오카 분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었다. 

　2011/12년 생산량에 하여 태국타피오카 분 회(Thai Tapioca Starch Association)에 

의하면, 수확 면 은 년 비 3.8% 증가하여 737만 라이(Rai)5) (약 118만 헥타르), 단

 수확량은 10.4% 증가하여 라이당 3.4톤 (헥타르당 21.3톤), 생산량은 14.6% 증가하

여 2,511만 톤으로 작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2011/12년도의 생산량의 회복은 단  수확량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이다. 2년간 라

이당 3.0톤 정도에 머물 는데 2011/12년도는 약 3.4톤으로 해충발생이 의 수 으로 

회복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이것은 2011년에는 최근 많은 강우량으로 건조한 기후

를 좋아하는 가루패각충의 발생이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태국 카사바의 주산지에서는 경합 작물로는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이 있으며 농가는 

그 경작 시 에서 가격이 높은 작물을 심는 경향이 있다. 2011/12년에는 작물은 심는 

4∼6월의 농가 매가격 평균은 kg당 2.51바트( 년 비 15.1% 증가)로 과거 최고가를 

기록하 다. 

그림 5  태국의 카사바 수확면적과 생산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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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011/2012년은 추정치임.
자료 : 태국 농업협동조합성 농업경제국(OAE), 2011.

 5) 라이(Rai)는 태국의 고유 면적단위이며, 1라이는 0.16ha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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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카사바 수확면적과 농가판매가격 변화

구분 수확면적(천ha) 전년대비
식수기(4~6월) 
농가판매가격 
평균(바트/kg)

전년대비
2005/2006 1,071 1.39

2006/2007 1,125 7.6% 1.05 ▲ 24.5%

2007/2008 1,184 2.7% 1.27 21.0%

2008/2009 1,327 12.1% 2.12 66.9%

2009/2010 1,168 ▲ 11.9% 1.12 ▲ 47.2%

2010/2011 1,135 ▲ 2.8% 2.18 94.6%

2011/2012 1,179 3.8% 2.51 15.1%

  주 : 4~6월 평균치는 단순평균으로 산출.

자료 : 태국 농업협동조합성 농업경제국(OAE), 2011.

  태국의 카사바는 1년 내내 수확되지만, 12월∼이듬 해 3월까지인 4개월간의 수확량

이 연간 수확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처음 경작을 시작할 때부터 8∼10개월 후

가 수확 기로 지 까지는 수확 후인 4∼5월에 경작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최근에는 해충 책의 일환으로 장마철인 5월 말경에 경작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

지고 있다. 카사바 수확량의 월별 유율을 보면, 12월의 수확량은 감소하는 한편 3월

의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다. 태국 농업 동조합성 농업경제국 (Office of Agriculture 

Economics, OAE)에 의하면, 2011/12년에는 12월의 유율이 10.7%로 09/10년도 비교하

여 5.3포인트 감소하는 한편 3월에는 16.9%로 4.0포인트 증가할 망이라고 한다. 

　한편, 태국에서는 2011년 10∼11월에 걸쳐 홍수에 의한 피해가 생기고 있지만, 카사

바 생산지에서는 홍수의 향이 비교  은 편으로 생산량에 향을 미칠 정도는 아

니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이 지연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표 4  카사바 수확량의 월별 점유율

단위: %

구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009/10 8.3 9.1 16.0 15.0 20.3 12.9 8.3 3.1 1.9 2.0 1.3 1.8

2010/11 5.7 7.9 13.2 16.0 20.2 14.7 9.6 4.7 1.0 1.7 2.4 3.0

2011/12 5.8 9.9 10.7 18.2 18.8 16.9 8.3 3.0 1.4 2.0 2.2 2.9

우기 건기 더운 시기 우기

  주 : 하단의 기후구분은 일반적인 경우임.
자료 : 태국 농업협동조합성 농업경제국(OA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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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사바 농가판매가격

　카사바의 농가 매가격은 해충피해로 인하여 생산이 감소하 던 2009연말부터 상

승 추세로 변화하 고 2011년 2월에는 kg당 2.96바트로 과거 최고가를 기록하 다. 

　이러한 카사바 가격의 상승은 2011년 상반기의 타피오카 분 수출 가격에도 향

을 주어 톤당 530∼580 달러(FOB)라는 최고치로 변화하 다. 그 지만 7월 이후 최고

치가 계속되면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최고치를 상하여 재고를 쌓아둔 분제조업

자는 자 융통 악화를 피하기 하여 재고를 방출해야 했다. 이 결과, 타피오카 분

가격은 크게 값이 내렸다. 6월말 톤당 535 달러, 7월 5일에는 470 달러까지 크게 하락

하 다. 그 후도 약세를 바 었고 최근에는 460 달러가 되었다.

　이러한 타피오카 분가격의 하락으로 카사바 농가 매가격도 2011년 9월에는 kg당 

1.92바트가 되었다. kg당 2바트를 돈 것은 2010년 3월 이후 1년 반만의 일이다.

그림 6  태국의 카사바농가판매가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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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태국 농업협동조합성 농업경제국(OA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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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카사바 품종개량으로 증산 계획

　태국정부는 향후 카사바 수확 면 은 재와 같은 정도인 740만 라이 (약 118만 헥

타르)로 망하고 있다. 사탕수수나 옥수수, 천연 고무 등과의 경합으로 큰 면  늘어

나기는 어렵다는 망이다. 정부는 증산 책의 하나로 단  수확량의 향상을 장려해 

왔다. 구체 인 수치목표로서 2014/15년도까지 라이당 4.7톤의 단  수확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시험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며 생산자가 시비나 토양을 

깊게 서 경작하는 등 정확하면서 정하게 실시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망하고 있다. 그 지만 재 단  수확량은 해충피해 등으로 인하여 2010/11년도가 3.1

톤, 2011/12년에도 3.4톤에 머물러 있다. 한 농가호수도 40만호 이상으로 많은데다가 

소규모농가가 많은 등의 이유로 재배 기술의 보 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목표의 달

성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경작되고 있는 품종의 특징을 보아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010년에 경작된 

카사바 품종은 비율이 많은 순서 로 카셋삳(Kasetsart) 50 (53%), 라용(Rayong) 5 (23%), 

라용(Rayong) 90 (9%)이었다. 카셋삳(Kasetsart) 50은 주요 품종 에서도 단  수확량은 

높지 않지만(라이당 3.67톤) 재배 환경에 한 순응성이 높은 특성이 있어 많은 농가가 

이용하고 있다. 

　향후 신품종으로 기 되고 있는 것이 후이 (Huay Bong) 80이다. 후이 (Huay Bong) 

80을 카셋삳(Kasetsart) 50, 라용(Rayong) 5, 후이 (Huay Bong) 60과 비교하면, 단  수확

량은 가장 높은 후이 (Huay Bong) 60에 추가 으로 분 함유량도 다른  세 품종보다 

높다는 시험 결과를 얻은 바 있다. 향후 이러한 품종의 보 이 기 되고 있다. 

표 5  카사바 주요 품종별 특징

품종명 카셋삳 50 라용 5 라용 90 라용 72 후이봉 60
잎의 색

보라색을 띈 
녹색

짙은 적색 엷은 녹색 짙은 적색
보라색을 띈 

녹색

높이(cm) 200-300 170-200 160-200 200 180-250

단위수확량(톤/라이) 3.67 4.02 3.65 5.9 5.7

전분함유율(%) 23.3 22.3 23.7 20.9 23.6

자료 : 태국 농업협동조합성 농업경제국(OA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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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태국의 카사바 품종별 경작 비율(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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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태국 농업협동조합성 농업경제국(OAE), 2011.

4.2. 이웃 국가로부터 카사바 조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 태국 내의 카사바 생산은 종  수 으로 회복하는 것

이 당장의 목표이다. 생산 감소  가격을 배경으로 일부의 업자는 새로운 공 처를  

개척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이웃 국가에서 카사바, 타피오

카칩을 수입하고 있다. 

　그 수입량은 태국의 국내생산량과 비교하면 얼마 되지 않는 양이지만 특히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에서의 수입량의 성장 히 증가하고 있는 편이다.

4.2.1. 카사바칩 동향

　캄보디아에서의 카사바 수입량은 2007년에는 2만6,000톤이었지만, 2009년에는 15만

7,000톤으로 증했다. 2010년에는 6만1,000톤으로 지난해의 반이하의 수 이 되었지

만, 2011년은 9월 이미 지난해를 상회하는 8만3,000톤이 수입이 되었다. 

　캄보디아에서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으로, 태국 국내보다도 렴한 가격 때

문이다. 수입 가격(CIF)을 보면, 2009년은 kg당 1.37바트, 2010년은 1.66바트로 태국의 

국내가격을 돌고 있다. 수입 가격은 상승 추세이며 2011년에는 년 비 25.5% 증

가하 고 2.01바트까지 값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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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캄보디아에서의 생(生)카사바의 수입은 한정 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망된

다. 생카사바는 수송비용과 품질 변화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공장이 캄

보디아 국경근교에 공장이 있는 업체에 한정될 것이라는 망이다.

표 6  태국 카사바 수입량 변화
단위: 천 톤, 바트/kg

수입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캄보디아 26,198 0.90 74,238 1.23 156,979 1.37 60,525 1.66 80,950 2.12

라오스 - - - - 930 1.26 580 1.10 2,476 0.67

미얀마 173 0.30 100 1.50 - - - - - -

키르기스스탄 - - 268 1.03 - - - - - -

기타 - - 32 1.41 60 1.10 - - - -

합계 26,369 0.90 74,636 1.22 157,969 1.36 61,105 1.65 83,426 2.07

 주1 : HS코드 074.10.19.001의 수치임.

 주2 : 2011년은 1~9월까지의 수치임.
자료 : 태국 관세국, 2011.

  생카사바에는 품질열화 등 수송상의 제약이 있지만, 그러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

는 것이 카사바칩이다. 카사바칩도 카사바와 같이 2009년에 캄보디아로부터 수입이 

증하고 있으며 그 수입량은 년의 약 9배인 7만5,000톤이었는데 2010년에는 반 정

도로 어든 4만 톤이었다. 하지만 2011년에는 9월에 이미 과거 최고치인 10만7,000톤

을 기록한 바 있다. 이것은 캄보디아의 증산과 분이나 에탄올 수요증가에 따른 원료

확보를 한 움직임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7  태국 카사바칩의 수입량 변화
단위: 천 톤, 바트/kg

수입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캄보디아 2,441 1.14 8,421 2.33 74,965 2.11 39,594 3.12 103,068 4.10

중국 9 16.16 1 6.00 - - - - 4,866 5.38

라오스 67 1.28 - - - - 1,466 2.26 - -

기타 - - - - 55 2.05 48 2.38 - -

합계 2,518 1.19 8,423 2.33 75,020 2.11 41,108 3.09 107,932 4.16

 주1 : HS코드 074.10.19.000의 수치임.

 주2 : 2011년은 1~9월까지의 수치임.

자료 : 태국 관세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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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동향도 카사바칩 수요의 고조를 반 하고 있다. 2011년(1∼9월의 수입가격(CIF)

은 kg당 4.16바트로 2009년의 2배, 2010년과 비교하여도 30% 높다. 수입가격은 상승하

고 있지만, 2011년(1∼9월의 태국의 칩 수출 단가(FOB)는 7.89바트인 것을 고려하면 국

내가격보다도 비교  싸다. 

　한편, 태국의 카사바칩 수출량은 최근 몇 년간 400만 톤 로 바 었으며 2011년의 1

∼10월에 284만5,000톤( 년 동기 비 22.9% 감소)을 기록하 다. 수출되는 국가는 

국이며 주로 에탄올의 원료 등으로 이용된다고 한다.

5. 카사바 농가보호제도

5.1. 최저가격보증제도에서 담보융자제도

　태국에서는 2011년 7월에 실시된 총선거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 결과, 2011/12년 

카사바 농가보호제도의 구조는 최 가격보증제도6)에서 지난 정권 시 실시되었던 담

보융자제도로 다시 바 는 것이다. 카사바 담보융자제도의 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

은 밝 지지 않아 이미 실시되고 있는 의 제도를 참고로 하고자 한다.

　정권여당이 된 태국 공헌당은 선거 시에 내세운 의 농가보호정책을 담보융자제도

로 하여 농가당 제도이용 상한을 정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  

  동 정책은 카사바에도 같은 제도가 용될 정이다. 처음부터 담보융자제도는 지

난 정권 시 2008/09년까지 농가보호정책으로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구조를 보자면 

농가가 정부에 농작물을 맡기는 형태를 취하여 교환에 정부가 설정한 ‘담보융자가격’

으로 농가에게 융자를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출하가 집 되는 수확기에 농작물 시장

에 유통이 조정되면서 농가 매가격의 하를 막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그 지만 과거에 실시된 담보융자제도 하에서는 농작물을 다시 매입하는 농가는 지

극히 소수이었으며 실질 으로는 정부에 의한 매상 제도로 기능하 다. 그 결과 정부

는 방 한 재고7)를 떠안게 되었고 재정 악화를 래하게 되었다. 한 정부에 의한 재

고의 시장방출(입찰에 의해 실시)이 담보융자가격보다도 렴하게 실시되는 경우가 많

았기 때문에 본래 시장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 자유시장의 기능을 빼앗는 폐해를 낳

기도 하 다. 게다가 담보융자가격과 농가 매가격 간에 괴리가 생겼을 경우, 농가이

 6) 시장가격이 정해진 최저가격을 밑돌았을 경우 차액을 보전함.
 7) 카사바는 전분 또는 카사바칩으로 가공한 후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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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명 탁신 정권
담보융자제도

아피싯 정권
가격보증제도

잉락 정권
담보융자제도

주요내용
농가가 정부에 카사바를 저축하는 
형태로 그 교환에서 정부가 담보
융자가격으로 융자를 실시

정부는 시장가격이 정해진 최
저가격을 밑도는 경우, 차액을 
보전

농가가 정부에 카사바를 저축하
는 형태로 그 교환에서 정부가 
담보융자가격으로 융자를 실시

특징

· 담보융자가격에서 판매할 수 있
는 것이 보증되었기 때문에 농
가가 안심할 수 있음.

· 재고가 쌓이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음.

· 재고의 방출로 시장불균형 초래
· 부정 미 불투명 인수 등이 발생

하기 쉬움.

· 작물의 품질향상이 농가수입
에 반영됨.

· 시장개입이 적음.
· 제도대상농가는 등록제임.

· 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아직 
  검토 중

자료 :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2012.

표 8 태국 정권별 카사바 농가보호정책 비교

외의 계자들(집하 업자 등)이 농가로부터 구매하거나 이웃 국가에서 싼값으로 수입

하여 그것으로 담보융자제도를 이용하여 이익 차액을 얻는 부정이 빈번하게 발생하 다. 

　이러한 과거에 발생하고 있었던 문제 에 하여 어떤 책을 강구하는 것인지에 

해 태국 정부는 재, 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재고에 

해서는 종 에는 보  기간이 길어진 것 등의 이유로 품질이 변화하여 재고방출 시 

담보융자가격을 개입시켜야 했다. 이번에는 재고방출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가격

하를 피한다고 한다. 한 부정방지에 해서는 경찰, 상무부, 내무성 등 유 기 의 

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벼 담보융자 검사 원회를 설치하여 동 원회를 심으로 

부정을 방  감시한다고 한다. 

5.2. 담보융자가격 설정

　타피오카 분가격의 동향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카사바 담보융자가격의 설정이

다. 2010/11년 최 가격보증제도에서 보증가격은 kg당 1.9바트이었지만, 2011/12년도의 

담보융자가격은 이것을 폭으로 상회하는 수 으로 설정될 것으로 망된다. 그 근

거는 먼  공표된 의 담보융자가격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11/12년도의 (백미 5% 

벼)의 담보융자가격은 톤당 1만4,800바트로 작년의 최 보증가격(1만 1,000바트)의 약 

1.5배의 수 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것은 2011년 9월 농가 매가격의 9,950바트를 훨

씬 상회하는 수 이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카사바의 융자 가격은 kg당 2.7바트 ( 분함량 25%)로 1개월 마

다 kg당 0.05바트 인상, 정부의 매입 상한수량은 1,500만 톤, 실시 기간은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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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라는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편, 카사바 가격이 kg당 2.7바트의 경우, 타피오카 분의 생산 가격은 약 13.8바

트로 추계되고 있다. 이것을 미국 달러 환산하면 톤당 약 450달러이다. 

  2011/12년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의 재검토이다. 카사바 농가보호정책은 2012년부터 

담보융자제도로 바꿀 수 있다. 담보융자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재고(카사바칩이나 타피

오카 분)의 방출 등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 된 문제 을 살펴 정부가 어떻

게 정책을 운용해 갈 것인지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신정권은 최  임 을 국 공통으로 1일당 300바트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하

다. 2011년 1월 최  임 은 방콕 근교에서 1일당 215바트, 카사바 주산지인 나콘라챠

시마 (Khorat)에서는 183바트로 만약 이 인상이 실시되면 폭 인 임  인상이 될 

것이다. 이에 하여 계자는 카사바나 타피오카 분의 생산 가격 증가, 나아가서는 

태국산의 경쟁력 하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동향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언 한 바 있다.

　 한 카사바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매력 인 농작물의 하나

이며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태국의 타피오카 분수 도 수입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주변 국가의 생산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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