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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시장 동향
김태련(해외곡물시장 담당자)*1)

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1.1. 곡물 전체1)

세계 곡물 전체 생산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3월 

전체 곡물 생산량은 26억 6,70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소비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로 26억 6,800만 톤으로 전망되었고, 재고율은 29.9%로 전망되었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단위: 백만 톤, %)

구분 1990/91 1995/96 2000/01 2005/06 2010/11 2015/16
2019/20
(3월 전망)

생산량 1,769 1,708 1,845 2,016 2,214 2,519 2,667

소비량 1,707 1,741 1,860 2,021 2,240 2,468 2,668

재고율 29.0 25.1 30.4 19.5 20.2 29.8 29.9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그림 1. 세계 곡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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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n0131@krei.re.kr

1) 곡물 전체는 밀, 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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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가 글로벌 식량전쟁으로 번지고 있

다. 당장 베트남,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곡물 수출국이 수출중단을 선언하고 나섰

다.

세계 3위 수출국인 베트남 정부는 3월 24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다. 베트남이 

쌀 수출을 금지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지에서 식품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 3월 20일부터 10일간 곡물수출을 금지한 것도 곡물품귀현

상이 벌어지고 있어서이다.

코로나 19사태로 자국산 농산물 막아서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3월 22일부터 쌀, 밀, 보리 등 곡물, 당근, 양파, 양배추 등 채소류 수출을 금지했

다. 세르비아는 2월 18일부터 밀, 설탕, 식용유 등의 반출을 막기 시작했다.(한국

경제, 3월 26일자)

표 2. 코로나 19사태로 곡물 수출 중단한 국가

국가 수출 중단 품목 중단 시작일

베트남 쌀 3월 24일

러시아 밀, 쌀, 보리 등 모든 곡물 3월 20일

세르비아 밀, 설탕, 식용유 3월 18일

카자흐스탄 밀, 설탕, 감자, 당근, 양파 3월 22일

파키스탄 양파 3월 25일

자료: 한국경제, ‘베트남ㆍ러시아, 밀ㆍ밀 수출금지...코로나발 식량전쟁’, 2020년 3월26일자 기사(수정)

1.2. 품목별 수급 동향

세계 쌀 생산량 및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쌀 재고

율은 30% 후반대를 유지해오다, 2000년대 중후반 20%대까지 하락했으나 2010년

대 후반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2019/20년 3월 생산량 4억 9,900만 톤, 소비량 4억 

9,000만 톤, 재고율 37.2%로 전망되었다.

세계 밀 생산량과 소비량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밀 

재고율은 30% 내외를 유지하다 최근에는 30%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2019/20년 3월 

현재 생산량 7억 6,400만 톤, 소비량 7억 5,200만 톤, 재고율 38.2%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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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옥수수 재고율은 2000년대 중반 10%대로 급감하였다가 최근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20년 3월 생산량 11억 1,200만 톤, 

소비량 11억 3,800만 톤, 재고율 26.1%로 전망되었다. 

세계 대두 재고율은 과거 20% 초반을 유지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20년 3월 생산량 3억 4,200만 톤, 소비량 3억 

5,000만 톤, 재고율 29.3%로 전망되었다.

표 3. 품목별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

품목 구분 1990/91 1995/96 2000/01 2005/06 2010/11 2015/16
2019/20
(3월 전망)

쌀

생산량 351 369 399 418 452 477 499

소비량 344 367 394 412 444 467 490

재고율 36.8 32.2 37.3 18.5 23.0 30.5 37.2

밀

생산량 589 537 583 619 650 736 764

소비량 550 544 584 616 653 708 752

재고율 31.1 28.7 35.3 24.9 30.4 34.3 38.2

옥수수

생산량 482 517 591 700 849 1,015 1,112

소비량 473 532 609 707 868 1,002 1,138

재고율 29.9 25.1 28.8 17.5 13.3 31.1 26.1

대두

생산량 104 125 176 221 265 316 342

소비량 105 132 171 216 253 316 350

재고율 20.4 14.1 20.0 25.7 28.9 25.3 29.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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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곡물 선물/현물(FOB) 가격 동향

곡물 선물가격의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점차 상승해오다가 2000년

대 후반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0년대 말에 이르러 곡물 모두 하락하는 추

세를 보였다. 최근 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하락

했고, 옥수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유가 하락 및 원자재 시장

의 약세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대두 역시 부진한 수출 판매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로 하락했다<그림 2><표 4>.

곡물 현물가격의 추이를 보면, 최근 밀, 옥수수 및 대두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4, 5, 표 5>. 최근 쌀 현물가격 태국 장립종 쌀 가격 및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 또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6>.

그림 2. 밀ㆍ옥수수ㆍ대두의 월별 선물가격 동향 (2006.1~2020.03)

(단위: 달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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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March and ERS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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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곡물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2019.03 2020.02 2020.03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대비 전월 대비

밀1) 170 179 161 171 164 5.0 1.6 -4.1 

옥수수2) 143 150 146 149 132 4.9 -9.7 -11.2 

대두2) 354 324 331 325 303 -8.6 -8.5 -6.8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0년 3월 가격은 18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0년 3월 가격은 18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USDA AMS March and ERS March 

그림 3. 밀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6.01-2020.03)

주: 1) 밀 선물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밀 현물은 US HRW Gulf

자료: USDA AMS March and ERS March, IGC Market 

Data

그림 4. 옥수수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6.01-2020.03)

주: 1) 옥수수 선물은 Chicago Yellow Corn 2등급

2) 옥수수 현물은 US 3YC Gulf

자료: USDA AMS March and ERS March, IGC Market 

Data

그림 5. 대두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6.01-2020.03)

주: 1) 대두 선물은 Chicago 1등급

2) 대두 현물은 US 2Y Gulf

자료: USDA AMS March and ERS March, IGC Market 

Data

그림 6. 쌀 월별 현물 가격 동향 (2006.01-2020.03)

주: 1) 태국 100% 장립종 B등급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자료: USDA Rice Outlook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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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곡물 현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2019.03 2020.02 2020.03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 대비

밀1) 228 234 222 229 217 2.2 -2.3 -5.2 

옥수수2) 169 174 177 176 173 2.8 -2.3 -1.7 

대두2) 378 338 351 350 343 -10.4 -2.2 -2.0 

쌀3) 태국 418 399 392 437 466 -4.7 18.9 6.6 

캘리포니아 868 866 900 836 840 -0.2 -6.7 0.5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0년 3월 가격은 17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0년 3월 가격은 17일까지의 평균가격임.

3) 쌀의 곡물연도는 8-7월이며 2020년 3월 가격은 10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IGC Market Data, USDA Rice Outlook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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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팬데믹(세계 대유행)으로 세계 금융 및 에너지 시

장이 붕괴되고 곡물 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으며,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로 가격이 폭락하

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대내외 약세 요인이 곡물 

시장을 짓누르고 있으며, 특히 국제유가 폭락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연료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생산 감소와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 대두 등의 

소비가 대폭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금리 인하와 자금 시장의 유동성 공급

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주요 통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

는 점도 곡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미국산 곡물 및 유지작물의 가격 경쟁

력이 저하되고, 수출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 역시 문제이다.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악재로 인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대량 구매 소식은 전해지지 않

고 있다. 한편 남미를 비롯한 동유럽권 국가들은 저가 판매 경쟁으로 곡물 수출을 확대하

고 있다. 특히, 옥수수 와 대두는 브라질이 소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이 수출 경쟁력

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요 곡물 수입국들 역시 경기 침체 우려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하여 곡물 수입 수요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시장 상황을 참고하여 미국 농무부, 국제곡물이사회, 국제연합식량농업기

구가 발표하는 세계 곡물 수급 전망 자료를 살펴본다. 주요 국가의 품목별 수급 전망은 미

국 농무부가 3월 10일에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한다.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2)

* agsco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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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물 전체 1)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19/20년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비교해보면, 생산량의 경우 USDA 26억 6,700

만 톤, IGC 26억 7,200만 톤, FAO 27억 1,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1.5%, IGC 1.1%, FAO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USDA 34억 6,700만 톤, IGC 

34억 6,900만 톤, FAO 35억 9,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0.7%, IGC 0.5%, FAO 1.4%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의 경우, USDA 26억 7,100만 톤, IGC 26억 8,800만 톤, FAO 27억 

2,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1.1%, IGC 1.2%, 

FAO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교역량의 경우, USDA 4억 2,800만 톤, IGC 4억 2,400만 톤, FAO 4억 2,000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변동 없음에 반해 IGC 

4.4%, FAO 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 7억 9,700만 톤, IGC 7억 8,100만 톤, FAO 8억 

6,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0.5%, IGC 2.0%, 

FAO 0.8%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FAO 31.8%, USDA 29.8%, IGC 29.1% 순이

며, 2018/19년 대비 FAO 0.7%p, USDA 0.5%p, IGC 0.9%p 하락할 전망이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8/19
(추정)

2019/20
(3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2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3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2,627 2,667 1.5 2,642 2,672 1.1 2,657 2,719 2.3

공급량 3,444 3,467 0.7 3,453 3,469 0.5 3,544 3,592 1.4

소비량 2,643 2,671 1.1 2,656 2,688 1.2 2,688 2,721 1.2

교역량 428 428 0.0 406 424 4.4 411 420 2.2

기말재고량 801 797 -0.5 797 781 -2.0 873 866 -0.8

기말재고율 30.3 29.8 30.0 29.1 32.5 31.8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1) 곡물 전체는 쌀, 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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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

2.1 세계 수급

기관별로 2019/20년 세계 쌀 수급 전망을 비교해보면, 생산량의 경우 USDA 4

억 9,900만 톤, IGC 4억 9,900만 톤, FAO 5억 1,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

였다. 2018/19년 대비 USDA 변동 없음에 반해 IGC 0.2%, FAO 0.6% 감소할 것

으로 내다보았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USDA 6억 7,500만 톤, IGC 6

억 7,200만 톤, FAO 6억 9,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2.0%, IGC 1.4%, FAO 0.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의 경우, USDA 4억 9,200만 톤, IGC 4억 9,500만 톤, FAO 5억 1,400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IGC, FAO 모두 1.0%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교역량의 경우, USDA 4,400만 톤, IGC 4,400만 톤, FAO 4,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변동 없음에 반해 IGC 2.3%, FAO 

4.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 1억 8,200만 톤, IGC 1억 7,700만 톤, FAO 1억 

8,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4.0%, IGC 2.3% 

증가함에 반해 FAO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USDA 37.0%, IGC 35.8%, FAO 35.4% 순이

며, 2018/19년 대비 USDA 1.1%p, IGC 0.5%p 상승함에 반해 FAO 0.6%p 하락할 

전망이다.

표 2. 세계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8/19
(추정)

2019/20
(3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2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3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499 499 0.0 500 499 -0.2 515 512 -0.6

공급량 662 675 2.0 663 672 1.4 690 695 0.7

소비량 487 492 1.0 490 495 1.0 509 514 1.0

교역량 44 44 0.0 43 44 2.3 44 46 4.5

기말 재고량 175 182 4.0 173 177 2.3 183 182 -0.5

기말 재고율 35.9 37.0 35.3 35.8 36.0 35.4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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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별 수급2)

2.2.1 수출 시장

인도의 쌀 생산량은 역대 최고인 1억 1,80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며, 2018/19년 

대비해서도 152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4,400만 ha로 전년 대비 20

만 ha 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99톤에서 4.02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소비량도 역대 최고인 1억 200만 톤까지 오를 전망이다. 수출량은 2014/15년 

1,224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어들어, 2019/20년에는 1,050만 톤에 이를 전

망이다. 전년 대비 소비량 및 수출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증가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550만 톤 늘어난 3,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에 2,058만 톤까지 늘었으나, 가뭄으로 인해 생

산량이 줄어 2019/20년에는 1,8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1,000만 

ha로 전년 대비 83만 ha 감소하고, 단위당 수확량 또한 ha 당 2.85톤에서 2.80톤

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2016/17년에 1,20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1,170만 톤으로 줄어들겠으며, 수출량 역시 2016/17년 1,162만 톤

에서 2019/20년 750만 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베트남과 인도와의 가격 경쟁에

서 밀려나 수출 실적은 부진한 편이다. 전년 대비 소비량 및 수출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감소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45만 톤 줄어든 37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쌀 생산량은 역대 최고인 2,83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며, 2018/19년 

대비해서도 53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767만 ha로 전년 대비 5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 또한 ha 당 5.83톤에서 5.91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소비량은 2015/16년 2,250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어 2019/20년에는 

2,1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수출량도 2011/12년에는 772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700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수출량 증가에

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20만 톤 늘어난 13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의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만 톤 상향 조정되어 역대 최고인 2017/18

2) 국가별 쌀 생산량은 백미(milled rice) 기준이므로 도정 전의 쌀 생산량 즉 생산 면적과 단위당 수확

량을 고려한 수확량(rough production)과는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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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750만 톤에 도달할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290만 ha로 전년 대비 2만 ha 증

가하고, 단위당 수확량 또한 ha 당 3.80톤에서 3.88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소비량은 2017/18년 34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33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량은 2018/19년에 45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440만 톤으로 10만 톤 줄었다. 전년 대비 수출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이 큰 폭으로 감소해 기말 재고량은 72만 톤으로 20만 톤 줄었다.

미얀마의 쌀 생산량은 계속해서 늘어나 2019/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330만 톤

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710만 ha에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93톤을 기록

할 전망이다. 소비량은 1,055만 톤으로 역대 최고인 2009/10년의 1,089만 톤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6/17년에 335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

년에는 27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소비량 및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

고, 공급량이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116만 톤으로 6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수출 시장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인도 118.00 (▲3.00/▲1.52) 102.00 (▼0.50/▲2.84) 10.50 (▼0.70/▲0.08) 35.00 (▲4.20/▲5.50)

태국 18.50 (0.00/▼1.84) 11.70 (0.00/▼0.10) 7.50 (0.00/▼0.06) 3.79 (0.00/▼0.45)

베트남 28.30 (0.00/▲0.53) 21.50 (0.00/0.00) 7.00 (0.00/▲0.42) 1.32 (▲0.12/▲0.20)

파키스탄 7.50 (0.00/▲0.20) 3.30 (0.00/0.00) 4.40 (0.00/▼0.10) 0.72 (0.00/▼0.20)

미얀마 13.30 (0.00/▲0.12) 10.55 (0.00/▲0.15) 2.70 (▲0.10/▲0.20) 1.16 (▼0.10/▲0.06)

※ 괄호 안은 2019/20년 2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8 MAR, 2020.

2.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2019/20년 쌀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229만 톤으로 전년 대

비 28만 톤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량 또한 20만 톤 늘어난 610만 톤에 이를 전망이

다. 수입량은 375만 톤으로 전년 대비 8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의 쌀 생산 면적은 360만 ha에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16톤이며, 

생산량은 역대 최고인 49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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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으로 2018/19년 소비량은 700만 톤을 기록했으나, 2019/20년에는 20만 톤 

줄어든 68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생산을 확대함

에 따라 수입량은 2011/12년 320만 톤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

에는 1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쌀 소비량은 390만 톤까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생산량은 197만 

톤에 그쳐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다. 2019/20년에는 쌀 수입 관세를 낮

춰 수입량이 22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2008/09년 3,831만 톤까지 늘었으나,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3,65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량도 2013/14년 3,850만 

톤까지 오른 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3,78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수입

량은 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 1,224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1,20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해 2019/20년

에는 1,44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수입 자유화 조치로 2018/19년

에는 수입량이 130만 톤에서 360만 톤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19/20년에는 기초 

재고량이 늘어난 탓에 수입량은 26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중국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에 1억 4,887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

는 1억 4,673만 톤으로 낮아졌으며, 전년 대비해서도 176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 1억 4,29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급자족이 이루

어지고 잉여 물량을 수출하고 있으나, 시세 차익으로 2017/18년에는 수입량이 

550만 톤까지 늘었다. 2018/19년에는 300만 톤, 2019/20년에는 240만 톤으로 수

입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쌀 생산량은 18만 톤으로 미미한 가운데, 소비량은 93만 톤으로 증가

할 전망이다. 수입량은 2016/17년 87만 톤까지 오른 이후 줄어, 2019/20년에는 

79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쌀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1,000만 톤을 넘었으나,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78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1,000만 톤을 

넘었던 소비량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8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1999년 쌀 수입 관세화 이후 수입량은 70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20년에는 69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의 쌀 생산량은 1980년대까지 600만 톤을 기록했으나, 계속해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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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부터 400만 톤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9/20년에는 374만 톤에 이를 전

망이다. 500만 톤 이상을 유지해오던 소비량도 2000년대 초반부터 줄어들어 

2019/20년에는 445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율의 할당관세물량(TRQ)을 

합해 2019/20년 수입량은 55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4. 수입 시장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29 (0.00/▲0.28) 6.10 (▲0.07/▲0.20) 3.75 (▲0.12/▼0.08) 0.79 (▲0.10/▼0.05)

나이지리아 4.90 (0.00/▲0.11) 6.80 (▼0.20/▼0.20) 1.50 (▼0.30/▼0.40) 0.98 (▼0.10/▼0.40)

유럽연합 1.97 (0.00/▲0.01) 3.90 (0.00/▲0.10) 2.20 (0.00/▲0.05) 1.15 (0.00/▼0.03)

인도네시아 36.50 (0.00/▼0.20) 37.80 (▲0.10/▼0.30) 1.00 (0.00/▲0.40) 3.06 (0.00/▼0.30)

필리핀 12.00 (0.00/▲0.27) 14.40 (0.00/▲0.30) 2.60 (0.00/▼1.00) 3.72 (0.00/▲0.20)

중국 146.73 (0.00/▼1.76) 142.93 (0.00/▲0.21) 2.40 (0.00/▼0.60) 118.00 (0.00/▲3.00)

멕시코 0.18 (0.00/▼0.01) 0.93 (0.00/▲0.01) 0.79 (0.00/▲0.05) 0.16 (0.00/▲0.02)

일본 7.80 (0.00/▲0.14) 8.40 (0.00/▼0.10) 0.69 (0.00/▲0.06) 1.97 (0.00/▲0.02)

한국 3.74 (0.00/▼0.13) 4.45 (▲0.05/▼0.26) 0.55 (▲0.14/▲0.26) 0.74 (▲0.02/▼0.21)

※ 괄호 안은 2019/20년 2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8 MA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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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 

3.1 세계 수급 

기관별로 2019/20년 세계 밀 수급 전망을 비교해보면, 생산량의 경우 USDA 7

억 6,500만 톤, IGC 7억 6,300만 톤, FAO 7억 6,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

였다. 2018/19년 대비 USDA 4.5%, IGC 4.1%, FAO 4.2%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

았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USDA 10억 4,200만 톤, IGC 

10억 2,800만 톤, FAO 10억 3,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2.7%, IGC 2.4%, FAO 1.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의 경우, USDA 7억 5,500만 톤, IGC 7억 5,300만 톤, FAO 7억 6,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2.4%, IGC 1.9%, FAO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교역량의 경우, USDA 1억 8,400만 톤, IGC 1억 7,600만 톤, FAO 1억 7,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5.7%, IGC 4.8%, FAO 

3.6%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 2억 8,700만 톤, IGC 2억 7,500만 톤, FAO 2억 

7,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3.2%, IGC 3.8%, 

FAO 0.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USDA 38.0%, IGC 36.5%, FAO 36.4% 순이

며, 2018/19년 대비 USDA 0.3%p, IGC 0.6%p 상승함에 반해 FAO 0.3%p 하락할 

전망이다.

표 5.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8/19
(추정)

2019/20
(3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2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3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732 765 4.5 733 763 4.1 732 763 4.2

공급량 1,015 1,042 2.7 1,004 1,028 2.4 1,021 1,038 1.7

소비량 737 755 2.4 739 753 1.9 749 761 1.6

교역량 174 184 5.7 168 176 4.8 168 174 3.6

기말 재고량 278 287 3.2 265 275 3.8 275 277 0.7

기말 재고율 37.7 38.0 35.9 36.5 36.7 36.4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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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가별 수급 

3.2.1 수출 시장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이 2015/16년 1억 6,048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어, 

2019/20년에는 1억 5,40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량은 2017/18년에 1억 

3,04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1억 2,650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된다. 수출량도 2014/15년에 3,546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어, 2019/20년

에는 3,20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소비량과 수출량이 증가함에도 불구

하고, 생산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30만 톤 늘어난 1,0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이 2017/18년 8,517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어, 

2018/19년에는 7,169만 톤이었으나, 2019/20년에는 192만 톤 늘어난 7,361만 톤

에 이를 전망이다. 소비량은 4,000만 톤 내외이며, 2019/20년에는 3,9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7/18년 4,143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어 

2019/20년에는 3,500만 톤에 그치겠으나,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는 유지

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소비량 및 수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초 재고량이 줄어

든 탓에 기말 재고량은 42만 톤 감소한 7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의 2019/20년 밀 생산량이 2,900만 톤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

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해서도 39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

량은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890만 톤에 이르겠으나, 전년 대비해서는 10

만 톤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9/20년에는 2,050만 톤

까지 늘어나겠으며, 전년 대비해서는 448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밀 

품질 향상과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해외 수요가 늘고 있다.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

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및 수출량이 더 늘어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33만 톤 줄어

든 12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밀 생산량은 2017/18년 4,738만 톤에서 2019/20년에는 5,226만 톤까지 

늘어나겠으나, 역대 생산량은 저조한 편이다. 소비량도 2012/13년에 3,781만 톤까

지 늘어난 이후 상당 부분 줄어 2019/20년에는 3,171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

량도 3,000만 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2019/20년에는 2,72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소비량과 수출량이 더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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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재고량은 381만 톤 줄어든 2,558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캐나다의 2019/20년 밀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3,235만 톤으로 전년 대비 

15만 톤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량 또한 93만 톤 늘어난 99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수출량은 2,3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0만 톤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증가

로 인하여 기말 재고량은 5만 톤 줄어든 59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밀 생산량은 2016/17년 3,182만 톤까지 올랐으나, 거듭되는 기상 악화

로 2019/20년에는 1,520만 톤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비량은 2018/19년 920

만 톤까지 올랐으나 2019/20년에는 50만 톤 줄어 87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수

출량은 2011/12년 2,466만 톤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2019/20

년에는 800만 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은 2018/19년 1,950만 톤까지 올랐으며, 2019/20년에

도 동일한 생산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량은 2014/15년 635만 톤을 기록한 이

후 계속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2018/19년에는 605만 톤까지 줄었으나, 

2019/20년에는 615만 톤으로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6/17

년 1,383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감소하여 2019/20년에는 1,350만 톤에 머물 전망

이다. 전년 대비 소비량 및 수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14만 톤 줄어든 

16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6. 수출 시장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154.00 (0.00/▲17.14)
126.50 

(▼0.50/▲3.30)
32.00 (0.00/▲8.69) 10.30 (0.00/▲0.30)

러시아 73.61 (▲0.11/▲1.92) 39.50 (0.00/▼1.00) 35.00 (▲1.00/▼0.84) 7.40 (▼0.89/▼0.42)

우크라이나 29.00 (0.00/▲3.94) 8.90 (0.00/▲0.10) 20.50 (0.00/▲4.48) 1.26 (0.00/▼0.33)

미국 52.26 (0.00/▲0.95) 31.71 (0.00/▲1.69) 27.22 (0.00/▲1.74) 25.58 (0.00/▼3.81)

캐나다 32.35 (0.00/▲0.15) 9.90 (▲0.20/▲0.93) 23.00 (▼0.50/▼1.40) 5.99 (▲0.35/▼0.05)

호주 15.20 (▼0.40/▼2.10) 8.70 (0.00/▼0.50) 8.00 (▼0.20/▼1.01) 4.01 (▼0.20/▼0.95)

아르헨티나 19.50 (▲0.50/0.00) 6.15 (0.00/▲0.10) 13.50 (▲0.50/▲1.31) 1.60 (0.00/▼0.14)

※ 괄호 안은 2019/20년 2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8 MA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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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2019/20년 밀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2,268만 톤으로 전년 

대비 431만 톤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량 또한 74만 톤 늘어난 3,864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전월 대비 소비량은 50만 톤 하향 조정되었다. 수입량은 1,677만 톤으

로 전월 대비 72만 톤 하향 조정되었으며, 전년 대비해서도 46만 톤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된다. 

북아프리카의 2019/20년 밀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1,847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3만 톤 감소함에 반하여, 소비량은 60만 톤 늘어난 4,675만 톤에 이를 전

망이다. 수입량은 2,6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5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의 2019/20년 밀 수급과 관련하여, 소비량은 2,569만 톤으로 전년 

대비 35만 톤 증가함과 동시에, 수입량 또한 63만 톤 늘어난 2,7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의 2019/20년 밀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1억 3,359만 톤으로 전년 대

비 216만 톤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량 또한 300만 톤 늘어난 1억 2,800만 톤에 이

를 전망이다. 수입량은 4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85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2019/20년 밀 생산량은 1억 360만 톤까지 오르겠으며, 소비량 또한 

9,800만 톤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생산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입

량은 극히 적어 2019/20년에는 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수입 시장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2.68 (0.00/▲4.31) 38.64 (▼0.50/▲0.74) 16.77 (▼0.72/▼0.46) 11.81 (▼0.22/▲0.04)

북아프리카 18.47 (0.00/▼2.53) 46.75 (0.00/▲0.60) 26.90 (▼0.50/▼0.05) 13.11 (▼0.50/▼2.36)

동남아시아 0.00 (0.00/0.00) 25.69 (0.00/▲0.35) 27.00 (0.00/▲0.63) 5.71 (0.00/▲0.27)

중국 133.59 (0.00/▲2.16) 128.00 (0.00/▲3.00) 4.00 (0.00/▲0.85) 148.26 (0.00/▲8.49)

인도 103.60 (▲1.41/▲3.73) 98.00 (0.00/▲2.37) 0.02 (0.00/0.00) 22.11 (1.41/▲5.12)

※ 괄호 안은 2019/20년 2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8 MA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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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수수

4.1 세계 수급

기관별로 2019/20년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을 비교해보면, 생산량의 경우 

USDA 11억 1,200만 톤, IGC 11억 1,200만 톤, FAO 11억 3,700만 톤에 이를 것으

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1.0%, IGC 1.6% 감소함에 반하여, FAO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USDA 14억 3,300만 톤, IGC 14

억 3,500만 톤, FAO 14억 9,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2.2%, IGC 2.3% 감소함에 반하여, FAO 0.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의 경우, USDA 11억 3,600만 톤, IGC 11억 5,100만 톤, FAO 11억 

5,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0.7% 감소함에 반

하여, IGC 0.4%, FAO 0.9%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교역량의 경우, USDA 1억 6,600만 톤, IGC 1억 6,900만 톤, FAO 1억 6,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8.3% 감소함에 반하여, IGC 

2.4%, FAO 0.6%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 2억 9,700만 톤, IGC 2억 8,400만 톤, FAO 3억 

4,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7.5%, IGC 12.1%, 

FAO 5.3%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FAO 29.7%, USDA 26.1%, IGC 24.7% 순이

며, 2018/19년 대비 FAO 2.0%p, USDA 2.0%p, IGC 3.5%p 하락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표 8.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8/19
(추정)

2019/20
(3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2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3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1,123 1,112 -1.0 1,130 1,112 -1.6 1,120 1,137 1.5

공급량 1,465 1,433 -2.2 1,469 1,435 -2.3 1,489 1,499 0.7

소비량 1,144 1,136 -0.7 1,146 1,151 0.4 1,140 1,150 0.9

교역량 181 166 -8.3 165 169 2.4 166 167 0.6

기말 재고량 321 297 -7.5 323 284 -12.1 361 342 -5.3

기말 재고율 28.1 26.1 28.2 24.7 31.7 29.7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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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가별 수급 

4.2.1 수출 시장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6/17년 3억 8,478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

에는 3억 4,778만 톤에 머물겠으며, 전년 대비하여서도 1,648만 톤 감소할 전망이

다. 생산 면적이 3,298만 ha로 전년 대비 9만 ha 늘어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이 

ha 당 11.08톤에서 10.55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2017/18년에 

3억 1,398만 톤까지 올랐으나, 2019/20년에는 3억 1,358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

다. 수출량은 2017/18년 6,192만 톤을 기록한 이후 계속하여서 줄어, 2019/20년

에는 4,38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수출량이 

줄고 있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줄고 소비량이 늘어 기말 재고량은 834만 톤 줄어

든 4,807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8/19년에 이어 2019/20년에도 역대 최고인 1억 

100만 톤을 유지할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1,810만 ha로 전년 대비 60만 ha 늘어

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이 ha 당 5.77톤에서 5.58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다. 소비량도 2018/19년에 이어 2019/20년에도 역대 최고인 6,700만 톤을 유지할 

전망이다. 수출량은 2018/19년에 3,975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375

만 톤 줄어든 3,6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전년 대비 기초 재고량을 포함한 공급

량이 축소되어, 기말 재고량은 80만 톤 줄어든 439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8/19년 5,10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

년에는 5,00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 면적이 620만 ha로 전년 대비 10

만 ha 줄었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8.36톤에서 8.07톤으로 감소할 전망이

다.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여, 2019/20년에는 1,5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수출량은 2018/19년에 3,70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2019/20년에는 3,350

만 톤으로 350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수출세 부과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하여 수출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줄고 

소비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큰 폭으로 줄어듦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151만 톤 늘어난 41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8/19년 3,581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

년에는 3,580만 톤으로 1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500만 ha로 전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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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43만 ha 줄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7.84톤에서 7.16톤으로 감소할 전망이

다. 소비량은 2013/14년에 1,060만 톤까지 늘었으나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445만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하

여 2019/20년에는 3,200만 톤까지 오를 전망이다.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대폭 줄어 66만 톤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6/17년 1,755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기상 악화로 인해 생산량이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1,600만 톤에 그칠 전

망이다. 소비량은 2016/17년에 1,266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9/20년에는 1,26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그 해 생산 정도에 

따라 증감 폭이 크며, 2019/20년에는 25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소비

량과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90만 톤 늘어난 27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수출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미국 347.78 (0.00/▼16.48) 313.58 (0.00/▲3.11) 43.82 (0.00/▼8.64) 48.07 (0.00/▼8.34)

브라질 101.00 (0.00/0.00) 67.00 (▲0.50/0.00) 36.00 (0.00/▼3.75) 4.39 (▲0.11/▼0.80)

아르헨티나 50.00 (0.00/▼1.00) 15.00 (0.00/▲1.20) 33.50 (0.00/▼3.50) 4.12 (▼1.00/▲1.51)

우크라이나 35.80 (0.00/▼0.01) 4.45 (▼0.55/▼1.35) 32.00 (▲1.00/▲1.68) 0.66 (▼0.10/▼0.63)

남아공 16.00 (▲1.50/▲4.18) 12.60 (▲0.30/▲0.50) 2.50 (▲0.50/▲1.33) 2.73 (▲0.66/▲0.90)

※ 괄호 안은 2019/20년 10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4 NOV, 2019.

4.2.2 수입 시장

유럽연합의 2019/20년 옥수수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6,5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56만 톤 증가함에 반해 소비량은 550만 톤 줄어든 8,250만 톤에 이를 전망이

다. 전월 대비 생산량은 56만 톤 상향 조정되었다. 수입량은 2,1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21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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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2019/20년 옥수수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2,5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60만 톤 감소함에 반해, 소비량은 40만 톤 늘어난 4,450만 톤에 이를 전망

이다. 수입량은 1,7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84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2019/20년 옥수수 수급과 관련하여, 소비량은 1,610만 톤으로 전년 대

비 10만 톤 증가함에 반하여, 수입량은 5만 톤 줄어든 1,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의 2019/20년 옥수수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640만 톤으로 전년 대

비 40만 톤 감소함에 반하여, 소비량은 50만 톤 늘어난 1,670만 톤에 이를 전망이

다. 수입량은 9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53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2019/20년 옥수수 수급과 관련하여, 소비량은 1,090만 톤으로 전년 대

비 5만 톤 증가함에 반하여, 수입량은 전년 대비 6만 톤 줄어든 1,08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의 2019/20년 옥수수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3,056만 톤으로 전

년 대비 36만 톤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량 또한 200만 톤 늘어난 4,750만 톤에 이

를 전망이다. 수입량은 1,7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4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중국의 2019/20년 옥수수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2억 6,077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4만 톤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량 또한 500만 톤 늘어난 2억 7,9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수입량은 7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2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표 10. 수입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65.00 (0.00/▲0.56) 82.50 (0.00/▼5.50) 21.00 (0.00/▼4.21) 8.44 (▼0.10/▲0.60)

멕시코 25.00 (0.00/▼2.60) 44.50 (0.00/▲0.40) 17.50 (0.00/▲0.84) 2.39 (0.00/▼2.70)

일본 0.00 (0.00/0.00) 16.10 (0.00/▲0.10) 16.00 (0.00/▼0.05) 1.34 (0.00/▼0.10)

이집트 6.40 (0.00/▼0.40) 16.70 (0.00/▲0.50) 9.90 (0.00/▲0.53) 1.40 (0.00/▼0.41)

한국 0.08 (0.00/0.00) 10.90 (0.00/▲0.05) 10.80 (0.00/▼0.06) 1.91 (0.00/▼0.02)

동남아시아 30.56 (0.00/▲0.36) 47.50 (▼0.20/▲2.00) 17.70 (▼0.20/▲1.44) 2.91 (▲0.22/▲0.08)

중국 260.77 (0.00/▲3.44) 279.00 (0.00/▲5.00) 7.00 (0.00/▲2.52) 199.07 (0.00/▼11.25)

※ 괄호 안은 2019/20년 2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8 MAR, 2020.5.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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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세계 수급

기관별로 2019/20년 세계 대두 수급 전망을 비교해보면, 생산량의 경우 USDA 

3억 4,200만 톤, IGC 3억 4,500만 톤, FAO 3억 4,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4.7%, IGC 4.7%, FAO 5.2% 감소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USDA 4억 5,400만 톤, IGC 4

억 톤, FAO 4억 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0.9%, IGC 1.7%, FAO 2.2%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의 경우, USDA 3억 5,000만 톤, IGC 3억 6,000만 톤, FAO 3억 6.100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2.0%, IGC 2.0%, FAO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교역량의 경우, USDA 1억 5,200만 톤, IGC 1억 5,300만 톤, FAO 1억 5,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2.7%, IGC 0.7%, FAO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 1억 200만 톤, IGC 3,900만 톤, FAO 4,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19년 대비 USDA 8.9%, IGC 27.8%, FAO 22.4% 

감소할 것으로 내보았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USDA 29.1%, FAO 12.5%, IGC 10.8% 순이

며, 2018/19년 대비 USDA 3.6%p, FAO 3.9%p, IGC 4.5%p 하락할 전망이다.

표 1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8/19
(추정)

2019/20
(3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2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3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359 342 -4.7 362 345 -4.7 364 345 -5.2

공급량 458 454 -0.9 407 400 -1.7 413 404 -2.2

소비량 343 350 2.0 353 360 2.0 353 361 2.3

교역량 148 152 2.7 152 153 0.7 150 152 1.3

기말 재고량 112 102 -8.9 54 39 -27.8 58 45 -22.4

기말 재고율 32.7 29.1 15.3 10.8 16.4 12.5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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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가별 수급 

5.2.1 수출 시장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2018/19년 1억 2,052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2019/20년

에는 9,684만 톤으로 2,368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3,036만 ha로 전

년 대비 509만 ha 줄어들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40톤에서 3.19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착유용 소비량이 크게 늘어 전체 소비량은 2019/20년에 6,076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량은 2016/17년 5,896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계속해

서 줄어, 2019/20년에는 4,967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으

로의 대두 수출이 크게 줄었다. 전년 대비 소비량과 수출량은 증가하고 생산량도 

줄어듦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1,318만 톤 줄어든 1,156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20년에는 1억 2,60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3,690만 ha에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42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량은 2017/18년에 4,651만 톤을 기록한 이후 소폭 줄

어, 2019/20년에는 4,64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브

라질산 대두 수입을 늘림에 따라, 2019/20년 대두 수출량은 7,700만 톤까지 늘어

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소비량과 수출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더 크

게 증가하여, 기말 재고량은 275만 톤 늘어난 3,32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2014/15년에 6,145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

에는 5,400만 톤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1,700만 ha로 전년 대비 40만 

ha 증가함에 반해,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33톤에서 3.18톤으로 줄어들 전망이

다. 착유용 소비량이 4,057만 톤에서 4,360만 톤으로 증가한 탓에 전체 소비량은 

5,07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량은 줄어, 

2019/20년에는 82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줄고 소비량이 늘

어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100만 톤 줄어든 2,78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은 2017/18년에 1,048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

에는 99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354만 ha에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8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과 수출량은 계속해서 늘어 

2019/20년에는 소비량이 398만 톤, 수출량이 59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전

년 대비 소비량과 수출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

고량은 3만 톤 늘어난 5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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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수출 시장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미국 96.84 (0.00/▼23.68) 60.76 (▼0.01/▲0.24) 49.67 (0.00/▲2.11) 11.56 (▲0.01/▼13.18)

브라질 126.00 (▲1.00/▲9.00) 46.40 (0.00/▲1.59) 77.00 (0.00/▲2.41) 33.23 (▲1.06/▲2.75)

아르헨티나 54.00 (▲1.00/▼1.30) 50.70 (▼1.00/▲3.25) 8.20 (0.00/▼0.90) 27.89 (▲2.00/▼1.00)

파라과이 9.90 (0.00/▲1.05) 3.98 (0.00/▲0.01) 5.90 (0.00/▲1.00) 0.53 (0.00/▲0.03)

※ 괄호 안은 2019/20년 2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8 MAR, 2020.

5.2.2 수입 시장

중국의 2019/20년 대두 생산 면적은 930만 ha로 전년 대비 89만 ha 늘어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1.90톤에서 1.95톤으로 늘어남에 따라, 생산량은 1,81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착유용 소비량 증가로 전체 소비량은 2017/18년에 1억 

63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19/20년에는 1억 37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

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입량도 2017/18년 9,410만 톤에서 2019/20년에는 8,80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은 2019/20년 2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6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91만 ha로 전년 대비 2만 ha 줄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88톤에서 2.86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이 1,761만 톤으로 늘어

남에 따라 수입량도 증가해 1,52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멕시코의 대두 생산량은 24만 톤으로 미미한 가운데 소비량은 625만 톤까지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비량 증가로 인해 수

입량도 60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표 13. 수입 시장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중국 18.10 (0.00/▲2.13) 103.70 (0.00/▲1.70) 88.00 (0.00/▲5.46) 21.73 (0.00/▲2.27)

유럽연합 2.60 (0.00/▼0.06) 17.61 (0.00/▲0.45) 15.20 (0.00/▲0.20) 1.67 (▲0.50/▼0.06)

멕시코 0.24 (0.00/▼0.10) 6.25 (0.00/▲0.05) 6.00 (0.00/▲0.09) 0.20 (0.00/▼0.02)

※ 괄호 안은 2019/20년 2월 전망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598 MA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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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때나 조정 내지 추세반전이 닥쳐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필자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예상했던 것 이상의 주가 및 유가 폭락세, 이외에도 제로(0)에 다시 도달

한 美 연준의 기준금리 및 그 레벨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듯한 미국의 국채수익률 등

등...... 시장은 혼돈(chaos)에 빠져들고 있고, 정책 당국들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쏟

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랜 세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누적되어 온 부조리와 부실은 더 커져갈 기세입니다. 이번 호 기고에서

는 스포츠 중계하듯 시장 동향만 적는다. 지금 제대로 내일을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GFM(Global Financial Markets) 투자연구소장)*3)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코로나 19'에 공든 탑(or 사상누각)이 무너지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市를 진원지로 한 ‘우한 바이러스’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나 들을 수 있는 용어다. 요즘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

한 ‘COVID-19’ 혹은 국내용으로 ‘코로나 19’라 부른다. 그리고 어느덧 “2003년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나 2015년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

후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식의 분석과 전망은 자취를 감추었다. 

현존 인류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여느 전염병과는 다르게 이번 ‘신종 코로나 바

이러스’는 전세계산업 현장에 ‘Sudden stop’을 몰고 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앞 

다투어 국경을 폐쇄하고 있고, 국내든 해외로든 여행도 못 다니며, 사람들은 마스

크를 끼고 타인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저 미개한(?) 중국 땅에서 벌

어진 해프닝이겠거니 했다가 바이러스의 놀라운 확산 속도에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전세계 금융시장에서는 그 동안 쌓아올린 공든 탑(혹은 사상누

각)이 무너졌다. 

* jopok52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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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WHO(세계보건기구)의 Situation Report 1...1월 20일 

[자료 2] WHO(세계보건기구)의 Situation Report 63...3월 23일 

[자료 1]과 [자료 2]를 보노라면 아쉬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공신력과 전문성

을 갖추었다고 여겨져 왔기에 이런 상황에서 세계인들이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 

WHO는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더니, 결국 3월 11일에 이르러서야 

‘팬데믹(Pandemic: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을 선언했다. 둑에 여

기저기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것을 보면서도 괜찮다 하다가, 둑이 무너진 뒤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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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하라는 격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는 기적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망은 열대지방에서도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사람 잡는 선무당

의 허세에 그치고 말았다. 

아래 [자료 3]은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과연 정치 지도자들은 무엇을 위해 존

재하는가? 그들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역시 체제 유지 혹은 흔들리지 

않는 권력이 먼저인가? 조금은 긴장하고 겸손해야 할 상황과 자리에서 독감 환자 

흉내를 내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미국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나는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이 없다”며 방역보다는 경제활동 정상화에 더 마음이 가 있는 듯한 트

럼프 대통령과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100% 재택근무 명령을 내리고 “이 결정에 대

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州 주지

사 중 누구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방역을 위한 글로벌 공조 체제의 구축

을 위해서도, 자칫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도, 지금은 위대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자료 3] ‘COVID-19’ 이모저모 ... 아쉬운 글로벌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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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변동성 장세에 천문학적 규모의 대책 쏟아지는 중

‘코로나 19’가 실물 경제 및 금융시장에 몰고 온 충격은 엄청나다. ‘lock-down’

으로 표현되는 온갖 제재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가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든 소비활동과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이 위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

한 경기위축 내지 경기침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크레딧 시장에서나 증시를 비롯한 

모든 자산시장 내에서의 버블 붕괴 위협이 상존해 있던 차에, 무소불위(無所不爲)

의 위력을 자랑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통하지 않는 극도의 불확실성 하

에서 금융시장은 “닥치고 현금!” 장세를 연출하였다. 

3월 들어 증시는 그야말로 폭락의 연속이었다([자료 4] 참조). 다우지수에서 처

음으로 1천 포인트 넘는 지수 하락이 있었던 날 내 눈에 증시가 좋아 보인다며 저

가매수를 부추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참 민망하게 되었다. 이 와중에 또 기댈 곳은 

연준(Fed) 뿐이다. 그들은 결국 제로(0) 금리로 회귀했고 ‘무제한’ 양적 완화(QE)

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자료 4] 美 다우존스 지수 일간차트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3/24 장 마감 후)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33

[자료 5] S&P500 지수 월간차트 및 변동성 지수(VIX) 추이 비교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 (3/24 현재)

이번 3월 장세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위험스러운지는 [자료 5]가 웅변하고 있다.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상승 폭을 다 반납하였다.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상승 추세선을 하회하기 시작했으며, 변동성 지수(VIX)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급등세를 보이는 중이다. 

[자료 6]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번 위기를 설명하고 있다. 3월 초 ‘OPEC+’ 회의

에서 감산 합의에 실패한 사우디는 원유 증산(增産) 및 석유 수출가격의 대폭 인하

라는 초강수를 두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셰일 오일 업계의 도산을 노리는 듯한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 미국의 회사채 시장 및 정크 본드 시장은 경색될 수밖에 없

었고, 증시에서는 에너지 섹터의 하락률이 가장 컸다.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는 와

중에 국채수익률이 오르고(☞ 국채가격 하락),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값도 급히 

떨어지던 장세는 그 당시 얼마나 시장 내 모든 참여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현금 

확보가 시급했던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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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6] WTI 선물가격 월간차트 & 국채수익률과 금값 추이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 (3/2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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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금융시장 혼돈에 각국의 정책당국들이 쏟아내고 있는 대책도 그 전례

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에만 의존해 왔다면 

이번에는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까지 총동원되고 있는데, 그 규모 또한 천문학적이

고 세부 사항이나 이런저런 약자(略字)로 표기되는 용어들은 일일이 정리하기조차 

버거울 정도이다([자료 7] 참조). 

美 연준(Fed)은 1930년대의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내부적으로 

확립된 “돈줄이 마르면 안 된다”는 원칙과 걸핏하면 연준 탓으로 돌리는 트럼프 대

통령의 압박에 밀려 무제한에 무기한의 양적 완화(QE)에 돌입하며 돈 찍어내기

(money printing)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의회 합의 단계에서 진통을 겪

고 있지만, 미국 행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에 소요될 자금 또한 최소한 2조 달러

는 넘을 것으로 보인다(☞ ECB도 양적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재정확대에 소

극적이었던 독일 정부도 마침내 돈을 풀기로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3월 24일 2

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것저것 해서 100조원 지원!”을 선언함으로써 일단 금융시

장에서의 급한 불은 끄는데는 성공하고 있다.

[자료 7] 쏟아지는 대책 ...... 미국과 한국의 경우

인용: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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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에 묻혀버린 정책 실패와 버블 붕괴

작금의 시장 흐름을 보다 보면 이것이 과연 오로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

문 만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 동안 누적된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정책 

실패와 시장 여기저기에 끼어 있던 버블의 붕괴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바이러스

의 확산에 묻혀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관세 부과로 설명될 수 있는 美/中 무역전

쟁은 글로벌 경제에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시키며,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

지는 않았는가? 설립 이래 적자만 거듭하던 전기차 제조 회사가 겨우 분기 실적에

서 플러스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시가총액이 미국 내 ‘Big 3’ 자동차 제조 회사들

의 시총 합계액을 넘어서는 것이 진정 효율적 시장(efficient market)의 적절한 평

가였던가?([자료 8] 참조) 

[자료 8] ‘버블 붕괴’를 의심해볼 만한 현상들

인용: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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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9] 코스피(KOSPI) 월간차트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 (3/25 장 중) 

우리나라 증시로 눈길을 돌려보면, 이 시장에서는 사실 버블 붕괴 운운할 만한 

버블조차 그 동안 없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지수 낙폭을 비교해보면, 코스피(KOSPI) 시장은 중국 증시 다음으로 양호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았을 때, 뉴욕증시가 금융위기 당시 저점에

서의 상승 폭에 대해 아직 절반의 조정에도 못 미친 레벨에서 반등에 나서는 반면, 

우리는 61.8% 피보나치 조정 레벨도 하회한 데에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저점에

서부터 출발하는 장기 상승 추세선까지 훼손한 뒤 낙폭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번 장세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셈인데, 이러

한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에 이르기까지 진

지한 고민과 반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시장이 반길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정책 실패

는 없는지, 금융투자업계는 제대로 된 실력과 거래 시스템을 갖추고 진정 고객 제

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지, 투자자들은 정녕 레버리지까지 동원한 투기

(speculation)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투자(investment)에 나서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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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 동향 및 전망

▮韓/美 통화스왑으로 환율 급등세에 제동 걸려

‘COVID-19’로 시장이 초토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갑자기 현금 수요가 

폭증했다. 매도가 매도를 촉발하는 와중에 ‘마진 콜’에 걸렸을 수도 있고, 펀드들

은 고객들의 쏟아지는 환매 요구에 앞뒤 가릴 것 없이 포지션을 청산해야 했다. 그

리고 여기서 말하는 현금(cash)이란 아직까지는 美 달러(US Dollar)일 수밖에 없

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내놓을 수 있는 정책과 대책들은 다 내놓고 있는 상황 하에서 외환시장(FX 

market)의 생명줄은 단연 미국이 제공하는 통화스왑이다. 캐나다, 영국, 유럽

(ECB), 스위스, 일본의 5개국 중앙은행들과는 상설 통화스왑 라인이 체결되어 있

는데, 이번에도 600억 달러 규모의 6개국 및 300억 달러 규모의 3개국과 추가로 

통화스왑을 체결하면서, 연준의 통화스왑 라인은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14개국으

로 확대되었다([자료 10] 참조). 

[자료 10] 연준의 통화스왑 체결 내역 및 주요국 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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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1] 달러/원(USD/KRW) 일간차트 및 월간차트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 (3/25 장 마감 후) 

이번 위기 상황에서는 연준이 먼저 서둘러 통화스왑 라인을 확대했다. 선의(善

意)로 해석하자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과 붕괴 양상은 결국 미국 경제 및 금융

시장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을 수 있겠다. 색안경

을 끼고 보자면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의 청산 및 재편이 불가피한 미국의 투자

세력들이 극심한 환차손 없이 유동성을 확보하며 시장에서 빠져 나오도록 배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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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에게 적용된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라

인은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달러/원(USD/KRW) 환율의 급등세에 제동을 걸기에 

충분하다.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적어도 시장 혼

란상을 틈탄 환투기 세력들의 준동으로 인한 환율급등은 제어할 수 있는 실탄이 

마련된 셈이다. 그것이 주식시장의 급반등과 더불어 달러/원 환율의 급격한 하향 

안정세를 이끌어내고 있다([자료 11] 참조). 

그러나 달러/원 월간차트에서는 외환위기 당시의 고점과 금융위기 당시의 고점

을 연결한 선이 돌파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빠른 시간 내에 저 선(線) 아래

로 환율이 내려선다면 이번 1,300원을 위협한 환율 급등은 일시적 오버슈팅으로 

규정될 수 있겠으나, 4월 중 재차 1,300원 돌파 시도가 나타난다면 정말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자료 12] 참조). 

[자료 12] 2008년 통화스왑 전후의 달러/원(USD/KRW) 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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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되며 글로벌 공급 체인 전반에 걸친 위기

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증시의 폭락 및 산업 활동 제한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소, 이에 더해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생산 치킨 게임으로 인한 유가 폭락 등, 경

제/산업 환경에 대한 위협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결코 덜하지 않다는 분석

들이 속출하고 있다. 

건화물선을 비롯한 해운시장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의 상황과 보다 높은 동조

화 경향을 보였다. 건화물선 시장의 계절적 침체기인 중국 춘절 연휴 기간 중에 바이러스

가 중국 내 본격 확산되며 연휴가 연장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약 2주 내외의 연

휴가 종료된 이후에도 감염 차단을 위한 근로자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중국의 산업 활동 

정상화는 상당 기간 지연되었다. 

그림 1. 선형별 건화물선 지수 

자료: Baltic Exchange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이석주(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거래지원팀장)*1)

* jordan@kobc.or.kr, 051-717-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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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화물선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에서 미처 벗어나기도 전에 코로나19라는 큰 악재를 만

났다. BDI 지수는 지난 2월 10일 411 포인트까지 하락하며 2016년 초 이후 최저치를 기

록하였고,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이 진정되며 3월 중순 기준 600 포인트 초

반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현재 남미 곡물 시즌 등으로 건화물선 시황이 상승하는 시기임

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전히 운항원가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코로나19의 악영향

이 아직 현재 진행형임을 시사한다.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유행단계로 접어들며 경제 및 산업에 대한 불확실

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는 건화물선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 사슬에 대한 위협

으로 작용하고 있어,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해운시장에 대한 전망도 글로벌 

경제 상황의 추이에 초점을 두고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철광석ㆍ석탄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국제 철광석 교역 부진은 2020년 1분기 건화물선 시황 침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매년 1분기는 브라질의 우기, 호주의 빈번한 사이클론 발생 등으로 주요 

철광석 수출국들의 선적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해당 

요인들이 브라질과 호주에 각각 영향을 미쳤다. 다만 올 1~2월에는 브라질에 지난 

100년 내 최고 수준의 강우가 발생하며 철광석 생산 및 물류 차질이 확대되었고, 

철광석 선적을 위한 선박 수요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 

능력은 2019년 초 Vale의 광미댐 붕괴사고로 이미 축소된 상태라, 올 1분기의 수

출 부진은 그 강도가 더 심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브라질과 함께 전 세계 철광석 공급의 양 축인 호주에도 지난 2월 중순 사이클

론 피해가 발생하며 Dampier 등 주요 철광석 수출 항만들이 일시 운영 중단된 바 

있다. 이후 Rio Tinto가 사이클론 피해로 금년 철광석 수출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

하자, 국제 철광석 가격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우

려가 확대되어 톤당 90불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철광석의 주요 수요처인 중국은 1~2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산업 활동이 

전면 중단되다시피 하였으며, 철강 수요도 극심한 부진을 나타냈다. 이는 철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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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중국의 제철소들은 원료(철광석) 가격 상승과 제품(철강) 

가격 하락의 이중고를 맞게 되었다. 철강 생산 마진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자, 제철

소들은 감산에 돌입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저품위 철광석의 사용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철광석 해상물동량 감소 및 Cape 운임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림 2. 호주 및 브라질 월별 철광석 수출량   그림 3. 중국 철광석 수입량 및 조강생산량

자료: ABARE,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중국통계국, 중국해관총서

3월 이후 중국의 산업 활동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차츰 벗어나고 있다. 건

설 현장 및 제조업 공장들의 운영이 서서히 재개되며 철강재고 증가세가 둔화 되

는 한편, 철강 가격도 저점을 지나 회복 중이다. 브라질의 기상 상태 호전에 따른 

철광석 수출 능력 회복도 예상되어, 철광석 해상 물동량도 차츰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그림 4.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 전월 전망치ㆍ전년 대비 증감은 2019년 물동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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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아직 큰 변수로 남아있다. 세계 최대 제철

소인 ArcelorMittal은 최근 코로나19로 자사의 유럽 소재 제철소 운영에 차질이 발

생하여 원료 구매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포하였다. 그 외에도 각 국가별 바이러스 

확산 양상에 따라 예상치 못한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강/철광석 시

장의 회복과는 별도로 코로나19 및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요구된다.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중국에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석탄의 중국향 해상 

물동량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중국 춘절 연휴 연장 및 근로자 이동 제

한으로 중국 내 주요 석탄광들의 가동이 저하되며 자국 내 석탄 공급이 부족해 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산업 활동 차질에 따른 전력 소비량 감소로 발전용 석탄에 대

한 수요도 감소하였으나, 장기화된 춘절 연휴기간 중 석탄 재고를 소진한 발전소들

이 수입탄의 구매를 확대하며 중국향 석탄 물동량이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중국

의 올 1~2월 석탄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6,810만 톤을 기록했다. 

중국향 석탄 물동량 증가는 코로나19가 중국의 문제로 한정되어있던 시기에 선

주들의 중국 기항 기피현상과 더불어 태평양 역내 건화물선 시황을 일정부분 지지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이 미처 진정세를 보이기도 전에 중국 정부

는 자국 내 석탄 생산을 적극 장려하여, 사태 초기에 발생했던 석탄 공급 부족을 

단기에 해소하였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전력 수요 부진에 따른 석탄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석탄 수입이 많은 일부 항만에 석탄 수입 및 통관을 제한하여 자

국 내 석탄 공급량을 통제하였고, 이에 중국향 석탄 물동량은 다시 침체되고 있다. 

중국 이외의 석탄 수입국들에서도 수요 부진이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

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위축은 아시아 내 신흥국들의 전력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한국은 동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들의 가동을 제한하며 석탄 

수요가 축소되었고, 유럽은 국제 유가 폭락에 따른 LNG 가격 하락 등으로 석탄의 

사용량이 감소하였다.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대서양 소재 석탄 수출국들이 상대

적으로 수요가 양호한 아시아향 판매를 추진하며 석탄의 장거리 운송 물량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석탄 수요 침체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코로나19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주요 석탄 수출국들로 확산 조짐을 

보이며, 석탄의 수요 위축뿐만 아니라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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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석탄 수출항만인 사마린다와 반자르마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감염 통제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 수위에 따라 

석탄 물동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주요 석탄 수출국인 남아공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여 석탄 수출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그림 5.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 전월 전망치ㆍ전년 대비 증감은 2019년 물동량 기준

지난 겨울 북반구의 온난한 기후로 인해 평년 대비 부진했던 석탄 수요는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글로벌 경기 침

체에 따른 발전탄 수요 감소 및 중국, 인디아 등 주요 석탄 수입국들의 통화 가치 

약세가 석탄의 해상물동량 발생을 위축시키고 있다. 계절적으로는 석탄의 해상 물

동량도 점차 회복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거대 변수가 개별 

수급 요인들을 무력화하고 있다. 글로벌 석탄 교역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결국 對

바이러스 투쟁의 성공적 종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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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물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소맥 및 옥수수(잡곡) 물동량 추이와 전망

곡물 물동량은 철광석이나 석탄과 달리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편이

다. 인력 및 물류에 지장이 발생하며 국지적으로 특정 곡물의 수급 차질이 나타나

고는 있으나, ‘식량’ 자원의 특성 상 수요의 급격한 변동 보다는 주요 공급처의 작

황과 환율ㆍ세제 등 수출 환경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소맥의 경우, 3년 연속 최악의 흉작을 기록한 호주의 수출 물동량 감소가 두드

러지지만, 미국, 러시아, 유럽 등 다른 소맥 수출 국가들의 선전이 호주의 공백을 

원활하게 상쇄하고 있다. 호주는 마지막으로 풍작을 기록한 2016/17 시즌에 약 

2,200만 톤의 소맥을 수출했으나, 이어진 2017/18 및 2018/19 시즌의 수출량은 

각각 1,550만 톤, 980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올 2019/20 시즌에도 가뭄에 따른 흉

작이 발생하며, 수출량은 2016/17 시즌의 거의 1/3 수준인 82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수출국들은 2016/17 시즌 대비 수출량을 크게 

증가시키며 호주산 소맥이 담당하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최

근 수년간 공격적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여, 향후 호주가 소맥 생산을 정상화 하

더라도 이전의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림 6. 소맥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U.S.D.A / 전월 전망치ㆍ전년 대비 증감은 2019/20 시즌 물동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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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는 작황 부진으로 한동안 침체되었던 미국산의 수출이 차츰 활기를 찾아

가고 있다. 작년 3분기 이후 국제 옥수수 시장에 주도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던 남

미산의 수출 가용물량이 소진되고, 브라질이 새로 수확한 대두의 수출에 집중함에 

따라 미국산 옥수수의 수출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곡물 가격이 급락하자, 주요 옥수수 수입국들이 저가 확보에 나선 점도 

미국산 옥수수의 단기적 물동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브라질산 옥수수는 시즌 초반에 제기되었던 작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사상 최대 수준의 생산량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 브

라질산 옥수수 수출이 공격적으로 진행된 결과, 브라질은 현재 자국 내 옥수수 수

요를 충족시킬만한 물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행

으로 중국의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육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브라질산 육

류의 수출 및 브라질 내 사료 수요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브라

질산 옥수수는 이모작 물량이 수확되는 3분기 이전까지는 수출 여력 부족이 이어

질 것이며, 그 공백은 미국산 옥수수의 수출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브라질 및 미국 월별 옥수수 수출량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브라질과 미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 주요 옥수수 수출국들의 생

산량은 올 시즌에도 풍작을 이어가며, 2018/19 시즌과 유사한 규모의 수출량을 기

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 옥수수 공급물량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

지며, 올 시즌 상대적으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미국산은 다른 경쟁국들

의 수출에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에 차선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의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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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미국 정부는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이는 수출로 해소하지 못한 옥수수 잉여물량의 연료 생산 전환을 촉진하

여, 향후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작황 및 품질, 그리고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성

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옥수수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U.S.D.A / 전월 전망치ㆍ전년 대비 증감은 2019/20 시즌 물동량 기준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지난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1단계 서명 이후, 시장은 미국산 대두의 

중국향 판매가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브라질 대두의 신곡 효과

는 예상외로 강력했다. 중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인력이동 통제, 가금류 거래

시장 폐쇄 등의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산 대두는 사상 최대 수준

의 생산량과 브라질 헤알화 약세 효과에 힘입어 중국향 판매의 주도권을 확보하였

다. 2010/11 시즌 약 3천만 톤에 불과하던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은 2017/18 시즌 

이후 7천만 톤을 지속 상회하고 있으며, 올 시즌 수출량은 사상 최대치를 다시 갱

신한 7,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산 대두의 수출은 미/중 무역협상 1차 타결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영

기업의 기획 구매 이외의 추가 판로 확보에 실패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

난 수년 간 미국과 브라질은 대두 시장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였으나, 미/중 무역분

쟁 이후 국제 대두 시장의 주도권은 확실히 브라질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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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변화는 건화물선 해운 시장에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의 패턴을 살펴

보면, 남미 곡물 시즌의 건화물선 시황 견인 효과는 해가 지날수록 강력해지는 반

면, 미국 곡물 시즌의 효과는 해마다 그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 9. 브라질 및 미국 월별 대두 수출량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한편, 브라질과 함께 남미 곡물 수출의 중심을 담당하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신

임 정부의 대두 및 대두박의 수출세 인상(30%→33%) 및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

소 등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아르헨티나 Timbues 지방정부가 지역 내 곡물 수출항들의 운영을 4월 2일까지 중

단시킨 점도 수출량 감소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그림 10.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U.S.D.A / 전월 전망치ㆍ전년 대비 증감은 2019/20 시즌 물동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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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화물 물동량ㆍ선복량 추이와 전망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클락슨은 2020년 건화물선 물동량을 이전 전망치 대비 0.2%p 하향 조정한 약 

53.69억 톤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해상물동량 위축을 반영한 

것인데, 동 전망치를 발표한 이후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브라질의 철광석 생산 정상화 진행, 미/중 무역 

분쟁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 미국산 곡물 수출량 증가 등이 물동량 성장세를 견인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질병의 확산으로 전 세계 공급 체인이 위협 받고 

있는 현재로서는, 건화물선 해상 물동량에 대한 그 어떤 낙관적인 예상도 조심스

럽다. 경기 부양을 위해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를 포함한 유동성 확

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발휘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서는 아직 예

측할 수 없다. 코로나19의 확산이 하루 빨리 통제되고, 전 세계 경제가 바이러스 

국면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건화물 해상물동량 발생 패턴도 정상적인 분

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1. 주요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 전월 전망치ㆍ전년 대비 증감은 2019년 물동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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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화물선 선복량 추이와 전망

2019년 12월 말 기준 8.79억 톤이던 건화물선 선복량은 2020년 2월 말 8.84억 

톤으로 약 5백만 톤 증가하였다. 당초 2020년 선형별 선대 증가율은 Cape 5.3%, 

P'max 4.0%, S’max 2.7%, Handy 1.2%로 대형선 일수록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1분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현재까지 건화물선 시황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전개되었고, 특히 Cape 시황은 원가를 크게 하회하는 저시황

이 지속되며 노후선의 해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기간 총 

13척의 Cape선이 해체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금과 같은 저시황이 추가로 연

장될 경우 해체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조선소의 조업 지연도 신조선의 인도일정을 연기시켜 공

급량 증가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 내 산업 활동은 전 분야에 걸쳐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전 정상화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조선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업률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코로나19 확

산 단계에서 중단되었던 건조 작업들이 순연되며, 금년 전체의 신조선 인도 일정

에도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 CapeㆍP’max 월별 신조인도ㆍ해체ㆍ순증감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Clar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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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건화물선 시황 추이와 전망

건화물선 시황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로 극도의 침체를 구현하고 있

다. 공교롭게도 작년 초 브라질 광미댐 붕괴사고 발생시점과 유사한 시기(1월 말)

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였고, 그 파장이 2월, 3월로 연장되며 건화물선 시

장에 대한 압력이 확대되는 패턴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강력한 남미 곡물 효

과가 파나막스 및 수프라막스 시황을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부분도 닮아있다.

2019년과 2020년 초의 시황 하락이 모두 돌발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공통점

을 고려하면, 2020년의 시황 회복 시나리오를 2019년의 패턴과 유사하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브라질 광미댐 붕괴사고의 여파는 사고 당사자인 Vale와 브라질 정부

의 적극적인 복구 노력으로 비교적 빠르게 수습되었다. 2019년 건화물선 시황은 

4월부터 회복세에 진입하였으며, 사고로 중단된 물동량이 사고 수습 후 집중되는 

풍선효과까지 발생하며, 9월에는 BDI가 9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림 13. 건화물선 운임지수 추이(장기ㆍ단기)

자료: 발틱해운거래소

위와 같은 2019년의 시황 패턴을 2020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그 가능성

은 아직 절반 정도이다. 작년과 올해의 상황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브라질 광미댐 붕괴사고는 ‘건화물선 공급사슬의 중요한 일부’에 발생한 문

제였으나,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 공급사슬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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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처방이 어렵더라도 뚜렷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문제

를 발생시킨 핵심 원인(코로나19)가 해소되기 전에는 뚜렷한 처방이 없다. 결국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료되는지 여부가 핵심이

다. 이번 사태가 향후 1~2개월 내로 조기 종결된다면, 올 하반기 건화물선 시장은 

작년과 유사한 급격한 회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

수록 세계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켜, 건화물선 시황 회복 시기도 그만큼 멀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2020년 1월 1일부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전격 시

행되며, 연료유가 상승에 따른 운임 인상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연초 건화물

선 용선 시장의 약세가 연료비 상승분을 상쇄하며 운임 상승을 제한하였고, 1월 말

에는 중국에 코로나19가 발병하며 주요 곡물항로의 운임도 하락하였다. 

그림 14. 노선별 곡물 운임 추이

(단위: US$/ton)

구  분 USG PNW BRZ

현  물 43.20 21.80 29.00

2020년 42.1 21.4 31.1

2019년 45.1 24.1 33.6

3년 평균 43.5 23.4 32.5

3년 최고 52.3 29.9 43.0

3년 최저 34.0 16.9 22.0

자료: Clarkson

2월 중순 이후 브라질의 대두 수출이 본격화되며 건화물선 시황 및 주요 곡물항

로의 운임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현실화

되고,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증산 경쟁으로 국제유가도 폭락하여 곡물운임도 다

시 약세로 전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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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임시장 약세의 주 원인인 코로나19와 저유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 될지

는 아직 불확실하다. 의외로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기 

요인들은 정상적인 시장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언젠가는 해소될 문제라는 점을 유

념하고, 바이러스에 가려진 시장 수급요인들을 지속 관찰하는 것이 현 시점 운임

관리의 중요 포인트인 것으로 판단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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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동향: 곡물 선물 가격은 3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옥수수 -13.2%, 

대두 -10.8%, 소맥 -4.0%를 기록하며 급락했다. 2월 말 대비로는 소맥만 +2.8%로 상승

했는데, 이는 글로벌 작황 우려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심리로 유럽 등에서 파스타, 

빵 등의 기본 식자재 사재기가 확산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곡물 전망: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리스크 자산인 상품 가격 조정 흐름

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달러화 강세도 미국산 곡물 수출에 불리한 요인이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이 9월 이후 진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미국

산 대두 가격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주의가 필요하다. 1) 2020/21년도 

미국의 대두 기말재고가 전년대비 축소 전망, 2) 아르헨티나의 수출 관세율 3% 인상 가능

성 등이다. 다만 아직은 장기적인 소규모 저가 분할매수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동향: WTI 원유 선물 가격은 3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62.3% 

급락했다. 원인은 1)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리스크, 2) 3월 6일 OPEC 플러스 회의에서 러시아가 추가 감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보복하듯이 적극적인 마켓쉐어 확보 전쟁을 선언하며 가격 급

락을 유도하고 있는 점 등이다. 

에너지 전망: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속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원유 가

격 전쟁까지 가세함에 따라, 최소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을까지는 유가 조정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유가 안정에는 무엇보다도 공급 주체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마켓쉐어 

쟁탈전이 종식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2014년처럼 양국간의 협상이 이루어

질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차트: USDA, 삼성선물]

해외 곡물/에너지 선물 가격 동향과 전망
임호상(Economist & Grain Analyst)*1)

* hosang09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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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물 선물 시장 가격 동향과 전망

1.1 곡물 선물 동향: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곡물 가격도 급락

표 1. 3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3월 20일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전년말比 (%) -13.2% -10.8% -4.0% -26.9% +4.6% -62.3%

전월말比 (%) -7.0% -3.3% +2.8% -10.9% +6.0% -49.7%

표 2. 2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2월 말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전년말比 (%) -6.7% -7.8% -6.6% -18.0% -1.3% -25.0%

1월 말比 (%) -4.9% +0.7% -4.9% -4.9% +2.9% -13.2%

곡물 선물은 3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옥수수 -13.2%, 대두 

-10.8%, 소맥 -4.0%를 기록하며 급락했다. 특징적인 것은 2월 말 대비 옥수수 

-7.0%, 대두 -3.3%로 하락한 반면, 소맥만이 +2.8%를 기록한 점이다. 이는 소맥

의 글로벌 작황 우려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수급 우려가 없다는 발표에

도, 유럽 등에서 시민들의 불안 심리로 인한 파스타, 빵 등의 기본 식자재 사재기

가 확산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1. 옥수수 선물 가격 일간 차트(출처: 삼성선물)



해외 곡물/에너지 선물 가격 동향과 전망

57

또한 대두는 옥수수에 비해 전년말 대비 하락 폭이 작았는데, 이는 1) 미국의 

2020/21년도 기말재고 전망에서 옥수수 기말재고 증가 폭이 확대된 점, 2) 지난 

12월 13일에 美/中 무역 분쟁 1단계 합의에 따른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가

능성 잔존, 3)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목인 대두 수출 세율 3% 인상 전망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2. 소맥 선물 가격 일간 차트(출처: 삼성선물)

그림 3. 대두 선물 가격 추이 차트(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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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oybean Meal 선물 가격 일간 차트(출처: 삼성선물)

1.2 곡물 선물 가격 전망 

▮코로나19 팬데믹 따른 위험자산 회피로 가격 반등은 제한될 듯

아직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특히 달러 현금 확보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위험자산에 속하는 곡물 선물의 가격 반등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림 5. 유로화 환율 추이 일간 차트: 

유로화도 신용위기 속 달러화 확보 흐름을 이겨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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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거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한 경험 속에서 미국 Fed가 단기간 내에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는 양적완화 조치를 재도입함에 따라, 극단적인 기업부도에 대한 우려는 일

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점진적으로 시장 우려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곡물 가격 조정 흐름은 이어질 듯

최근 시장의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2월의 3.3%에서 큰 폭

의 하향 수정이 불가피해 질 상황이다. 특히 GDP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

중이 높은 중국, 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 감소 폭

이 커질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인적/물적 교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흐름 속에서 상품 

가격은 유가를 시작으로 조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뒤에서 설명하겠지

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원유시장 마켓쉐어 확보를 위한 싸움이 시작되

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원유 가격의 조정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수송비 하락 등을 통해 상품 가격의 상승을 제한할 요인

임은 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정책 및 수급 요인 고려시, 급락시 장기적 분할 매수는 필요

다만, 향후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9월 이후 진정되고, 

가을 경부터 치료제 개발 기대도 확대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미국산 대두 

가격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이 1) 항공사 등의 도산 우려 속에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회사채 매입을 결

정하며 양적완화를 재도입하기로 한 점, 2) 지난 미/중 무역협상 일부 합의에 따른 

중국의 대두 수입 기대 속에 2020/21년도 미국의 대두 기말재고가 전년도의 4.25

억 Bu에서 3.20억 Bu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 2)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 우려 속에 올해 수출 관세율을 현재의 30%에서 33%로 인상시키며, 미국산 

대두의 가격 경쟁력을 부각시킬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실제 각종 원유와 곡물 선물 챠트에서 보듯, 지난 주 가격 급반등이 이루어진 시

점은 미국이 기업회사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재도입을 발표한 시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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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선물 전망 요약: 안전자산 선호 지속. 
적극 매수는 아직 신중해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향후 2분기 정도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

려가 남아 있는 가운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이어지며 리스크 자산인 상

품 가격 조정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같은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과 

항공업계나 셰일오일 채굴업체들의 도산 우려가 불식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달

러화 현금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인해 달러화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도 미국산 

곡물 수출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이 시장이 기대하는 9월 이후 진정되고, 가을 경부

터 치료제 개발 기대도 확대될 경우, 1) 미국의 양적완화 재도입, 2) 2020/21년도 

미국의 대두 기말재고 축소 전망, 2) 아르헨티나의 수출 관세율을 3% 인상 전망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누구도 확신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다른 금융자산들과 마찬가지로 곡물 선물 

트레이딩도 중장기적인 가격 회복 전망 속에서, 장중 시장 변동성이 급증하며 가

격이 급락하는 경우에 한해 소규모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1 에너지 선물 동향과 전망 

2.1 에너지 선물 동향: 코로나19 우려와 마켓쉐어 전쟁으로 폭락

표 3. 3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3월 20일 종가 기준)

품목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전년말比 (%) -62.3% -49.7% -25.5% -67.9% -22.7%

전월말比 (%) -49.7% -31.9% -5.3% -59.2% -14.5%

표 4. 2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2월 말 종가 기준)

품목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전년말比 (%) -25.0% -26.2% -21.4% -21.2% -9.5%

전월말比 (%) -13.2% -9.5% -10.5% -1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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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I 원유 선물 가격은 3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62.3%를 기록

하며 패닉에 따른 급매도 속에 급락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가져온 결과

로 보인다. 1)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장기화 우려 속에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이는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2) 이런 가운데 3월 6일 

개최된 OPEC 플러스 회의에서 러시아가 추가 감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사

우디아라비아가 이에 보복하듯이 적극적인 마켓쉐어 확보 전쟁을 선언하며 가격 

급락을 유도한 점, 3) 코로나19 확산 속에 글로벌 항공업계와 미국 셰일오일 생산

업체들의 도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금을 

비롯한 각종 금융자산 매도를 통한 달러화 현금 확보 움직임이 가속된 점 등이 그

것이다. 

그림 6. WTI 원유선물 일간: 경기침체와 사우디/러시아간 가격 전쟁 속에 폭락

(출처: 삼성선물)

2.2 에너지 선물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원유 가격 조정 지속

최근 시장의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2월의 3.3%에서 큰 폭

의 하향 수정이 불가피해 질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인적/물적 교류가 일시

적으로 차단되는 흐름 속에서 항공기와 선박 운항이 중단되고, 각국 내에서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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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운행이 축소되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원유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들

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이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 

같은 수요 감소 요인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가 반등을 제한할 요인

이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마켓쉐어 전쟁. 양국의 태도 변화가 중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원유시장 마켓쉐어 확보를 위한 싸움이 시

작되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원유 가격의 조정 흐름은 당

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12월 5일 개최된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에서 사우디와 러시아 등

이 2020년 1~3월 동안 일간 50만 배럴의 원유 생산 추가 감산 결정하며 유가 안

정을 꾀해오던 상황이다. 실제 3월 5일 개최된 OPEC 회의에서는 일간 150만 배럴

의 대규모 추가 감산에 합의해 유가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음날인 3월 6일 개최된 OPEC 플러스 회의에서 러시아가 전일의 이 같

은 추가 감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의 이 같

은 결정은 자국의 마켓쉐어 확보만을 우선하는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

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즉시 자국의 마켓쉐어 확보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정책 노

선 전환을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의 4월 원유 공급량을 기존 재고분 

매각을 포함해서 일간 1,230만 배럴로 확대하고, 2) 아람코의 산유 능력을 일간 

1,20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로 확대할 것임을 언급했으며, 이를 통해 원유 공

급시장에서의 마켓쉐어 확대를 도모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밝힌 상황이다. 

원유 선물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도 있지만, 이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의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인해 2014년 후반의 가격전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것이 유가의 폭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우디,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 도산 유도는 중장기적 가격 안정 요인

이번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 요인 가운데, 항공업계와 함께 미국의 셰일오일 

채굴업체들의 도산 가능성이 불거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실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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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은 Fed의 두 차례 금리인하에도 시큰둥하다가, 미국 정부가 이들 기업들

의 회사채 매입을 발표한 시점에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의 셰일오일 채굴 기업들이 채굴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WTI 원유가격 레벨이 배럴당 25~50달러로 편차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는 일부 지역의 기존 채굴업체들의 경우이며, 향후 조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셰일

오일 채굴 기업들의 경우는 대부분 50달러 대가 손익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같은 저가 공세를 통한 마켓쉐어 확대 전략은 이

들 분기점에있는 미국 셰일오일 생산업체들의 도산을 통해, 공급시장의 주도권 회

복을 도모하려는 중장기 전략인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가 반등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게 되는 부분이다. 

그림 7. 금 선물 일간 차트: 안전자산인 금도 달러 유동성 확보에 밀림(출처: 삼성선물)

다만, 지난 2014년의 원유 가격 전쟁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었기에 결국 사우디

아라비아와 러시아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감안한다면, 아직 합의에 대한 

기대는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각종 국가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의 유가로는 재정적자 우려

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며, 러시아도 가격 급락 속에서 루블화 약세와 국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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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담당자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장기 파견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태도를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추이

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겠다. 

▮에너지 시장 전망 요약: 가격 조정 지속. 관건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태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우디

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원유 가격 전쟁까지 가세함에 따라, 최소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연말까지는 유가 조

정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유가 급락에 앞서 언급한 요인들 외에, 항공업체와 셰일오일 생산업

체들의 도산 가능성 부각에 따른 급격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또한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미국 정부의 이들 기업 회사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재

도입 발표로 금융시장의 급락세가 일부 완화된 부분은 향후에도 주의가 필요한 부

분이다. 

결국, 유가 안정에는 무엇보다도 공급 주체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마켓쉐어 쟁탈전이 종식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2014년처럼 양국간

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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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선물시장 용어 해설
윤병삼(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2)

1. 선물계약 관련 용어

1.1. 계약단위(Contract Size)

계약단위는 선물계약이 거래되는 기본단위를 말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CME Group)에서 거래되는 옥수수, 소맥, 대두 등 곡물 선물계약의 계약단위는 

5,000 부셸(bu; bushel)로 정해져 있다. 

부셸(bu)은 무게 단위가 아니라 부피 단위이다. 옥수수 1부셸(bu)의 무게는 56 

파운드(lbs)이고, 이를 kg으로 환산하면 25.401173kg(= 56 lbs × 0.453592 kg)

이 된다. 옥수수 1톤(metric ton; m/t)은 39.368 부셸(bu)에 해당하며, 따라서 옥

수수 선물 1계약 5,000 부셸(bu)은 약 127 톤(m/t)이 된다(5,000 bu ÷ 39.368 

bu = 127.0067 m/t). 한편 소맥과 대두 1부셸(bu)의 무게는 각각 60 파운드(lbs)

이고, 이를 kg으로 환산하면 27.215542kg(= 60 lbs × 0.453592 kg)이 된다. 소

맥과 대두 1톤(metric ton; m/t)은 각각 36.743 부셸(bu)에 해당하며, 따라서 소

맥과 대두 선물 1계약 5,000 부셸(bu)은 각각 약 136 톤(m/t)이 된다(5,000 bu ÷ 

36.743 bu = 136.0803 m/t). 주요 곡물 선물계약의 도량형(度量衡) 환산단위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 bsyoon@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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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곡물 선물계약의 도량형 환산단위(conversion factors)

무게 환산단위 선물계약 단위 Metric Ton

옥수수 56 lbs/bu 대두, 소맥 60 lbs/bu

1 short ton = 35.714 bushels 1 short ton = 33.333 bushels

1 metric ton = 39.368 bushels 1 metric ton = 36.743 bushels

1 long ton = 40 bushels 1 long ton = 37.333 bushels

1 short ton = 2,000 pounds 옥수수(5,000bu) = 127.007 m/t

1 metric ton = 2,204.6 pounds 소  맥(5,000bu) = 136.079 m/t

1 long ton = 2,240 pounds 대  두(5,000bu) = 136.079 m/t

곡물 선물의 계약단위가 5,000 부셸(bu)로 정해진 것은 운송수단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 내륙에서 철도로 곡물을 수송할 때 화차(貨車; railcar) 한 량(輛)에 실

리는 곡물의 양이 평균 5,000 부셸(bu)로, 이를 기준으로 계약단위가 정해진 것이

다. 한 계약단위가 5,000 부셸(bu)로 정해진 만큼 그 배수(倍數; multiple)인 

5,000 bu(1계약), 10,000 bu(2계약), 15,000 bu(3계약) 등으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물량단위, 예컨대 3,500 bu, 8,000 bu 등으로는 거래할 수 없다. 

1.2. 표준등급(Standard Grade)

표준등급은 거래의 기준이 되는 품질등급을 말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에서 거래되는 곡물 선물계약의 표준등급(거래대상)은 2등급(U.S. No. 2)이다. 곡

물 선물계약의 만기 시 실물인수도 과정에서 2등급 외에 다른 등급의 곡물이 인수

도될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미리 정해놓은 할인(discount)/할증(premium) 체계에 

따라 가격이 조정된다.

일반적으로 선물거래소에서는 거래품목의 표준등급을 최상위 1등급으로 정하지 

않고 차상위의 2등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표준등급을 최

상위 1등급으로 정할 경우 시장조작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1등급의 현물을 매점매석

(買占賣惜; corner)함으로써 실물인수도 과정을 왜곡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지

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표준등급을 차상위 2등급으로 정하게 되면, 1등급과 2등

급의 상품이 모두 실물인수도 대상에 포함되어 그만큼 실물인수도 대상 범위가 확대

되므로 매점매석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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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격표시(Price Quote) 및 최소가격변동폭(Tick Size)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되는 곡물 선물계약의 가격은 부셸(bu) 당 

센트(cent; ￠)로 표시된다. 그리고 흔히 “틱(tick)”으로 불리는 최소가격변동폭은 

￠


/bu(= $12.50/계약)이다. 즉, 곡물 선물가격의 최소 변동단위인 1 tick은 

￠


/bu(= ￠0.25/bu)이다. 

1.4. 결제월(Contract Months)

결제월은 선물계약의 만기를 의미하며, 실물인수도를 통한 최종 결제가 이루어

지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도월(delivery months)이라고도 표현한다. 시카

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되는 곡물 선물계약의 결제월은 작물의 생육 주기, 

수송 여건 등이 반영되어 결정되었다. 옥수수와 소맥 선물의 결제월(인도월)은 각

각 3월(H), 5월(K), 7월(N), 9월(U), 그리고 12월(Z)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대두 

선물의 결제월(인도월)은 1월(F), 3월(H), 5월(K), 7월(N), 8월(Q), 9월(U), 그리

고 11월(X)로 정해져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곡물 선물계약의 결제월은 코드(code)를 부여하

여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결제월별 코드는 <표 2>와 같다. 예컨대, 2020년 

5월물 옥수수 선물계약은 ‘ZCK0’으로 축약하여 표시된다. 여기서 ‘ZC’는 옥수수 

선물을 나타내는 상품기호(ticker symbol)이고, ‘K’는 5월물을 나타내며, ‘0’은 

2020년을 의미한다. 

표 2.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곡물 선물계약의 결제월 코드(month codes)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F G H J K M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N Q U V X Z

자료 : CME Group Inc.(www.cme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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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거래시간(Trading Hours)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곡물 선물거래는 CME Globex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거래(electronic trading)로 이루어진다. 거래시간(미 중부시간 기준; central 

time)은 7:00p.m. - 7:45a.m.(일～금), 그리고 8:30a.m. - 1:20p.m.(월～금)이

다. 전체적인 거래시간을 연속선상에 놓고 보면, 일요일 오후 7시에 야간장(夜間

場; after-hours trading)이 시작되어 다음날 오전 7시 45분까지 거래되고, 오전 

7시 45분부터 8시 30분까지 45분간의 휴지(休止)기간을 거친 다음 오전 8시 30분

부터 다시 본장(本場; regular daytime trading)이 시작되어 오후 1시 20분까지 

거래된다.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5시간 40분 동안은 휴장하며, 오후 7

시에 야간장이 다시 개장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래가 계

속된다.  

1.6. 일일가격제한폭(Daily Price Limits)

시카고상품거래소(CBOT)는 곡물 선물가격이 일시에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일일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즉, 곡물 선물가격이 전

일 정산가격(settlement price) 대비 최대로 변동할 수 있는 상하 변동폭을 설정

해두고 있다. 2020년 3월 기준 옥수수 선물의 일일가격제한폭은 전일 정산가격 대

비 ±￠25/bu(= $1,250/계약)이고, 소맥 선물은 ±￠35/bu(= $1,750/계약)이며, 

대두 선물은 ±￠60/bu(= $3,000/계약)이다.

선물시장에서 일일가격제한폭을 설정하는 논리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가격의 급등 또는 급락에 따른 계약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가격의 급등락을 초래한 시장정보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평가)해볼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지나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철한 이성을 

되찾아 거래를 재개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당월물(spot month; current month)의 경우는 결제월 1일의 직전 2거래일부

터 일일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월물은 이미 결제월로 접어들었기는 하

지만, 최종거래일(LTD; 해당 결제월 15일의 직전 거래일)까지는 여전히 선물로 거

래된다. 예컨대, 12월물 옥수수 선물의 경우 12월 1일 기준 직전 2거래일부터 최종

거래일(LTD)까지 일일가격제한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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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최종거래일(Last Trading Day) 및 최종인도일(Last Delivery Day)

최종거래일(LTD)은 선물계약이 선물로 거래되는 마지막 날이며, 선물계약의 실

질적인 만기를 의미한다. 곡물 선물계약의 최종거래일은 해당 결제월 15일의 직전 

거래일이다. 예컨대, 3월물 옥수수 선물의 경우 3월 15일이 월요일이라면, 최종거

래일은 3월 12일 금요일이 된다. 

한편 곡물 선물계약은 해당 결제월(인도월)로 접어들면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진

다. 선물계약에 대해 실제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지는 첫 날을 최초인도일(FDD; 

first delivery day)이라고 하고,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을 최종인도

일(LDD; last delivery day)이라고 한다. 곡물 선물계약의 최초인도일(FDD)은 해

당 결제월의 첫 거래일이고, 최종인도일(LDD)은 해당 결제월의 최종거래일(LTD) 

직후 2거래일이다.

1.8. 최종결제(Final Settlement)

곡물 선물계약은 해당 결제월(인도월)이 도래할 때까지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

을 경우 실물인수도(physical delivery)를 통하여 최종 결제된다. 실물인수도는 

청산소(clearing house)의 주관 하에 선물계약의 매입자가 대금을 납입하고, 선물

계약의 매도자가 선적증명서(shipping certificate)를 양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선물가격 관련 용어

2.1. 보유비용(保有費用; Cost of Carry; Carrying Charge)

현물을 현재시점으로부터 미래의 일정시점까지 보유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말

하며, 재고유지비용(在庫維持費用)이라고도 부른다. 곡물의 재고를 유지하는데 수

반되는 비용(보유비용)으로는 첫째, 창고료, 보험료 등과 같은 실물저장비용

(physical storage cost)을 들 수 있다. 곡물을 상업적 저장시설에 보관하려면 창

고료(보관료)가 발생하고, 화재 등에 따른 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곡물과 같이 부피가 크고 무거운 벌크상품(bulk commo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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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유비용 가운데 실물저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반면 금융상품은 실

물저장비용의 비중이 극히 작다.

둘째, 이자비용(interest) 또는 기회비용(機會費用; opportunity cost)을 들 수 

있다. 현재 곡물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곡물을 구매하여 보유하

려면 필요한 구매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반대로 현재 곡

물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곡물을 즉각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은행

에 예치함으로써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곡물을 즉각 처분

하지 않고 보유하는 대안을 선택한다면, 이자수익을 희생하게 되어 기회비용이 발

생하게 된다.

셋째, 곡물을 재고로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 이른바 편의수익(便宜收益; 

convenience yield)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물저장비용이나 이자(기회)비용은 직접 

지출되는 비용(out-of-pocket cost)인데 반해 편의수익은 말 그대로 비용이 아닌 

혜택을 반영한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배당금이나 이자와 

같은 눈에 보이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곡물과 같은 실물자산(physical asset)을 보

유하면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다. Kaldor(1939)에 의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으

로써 편의수익을 얻게 된다.

2.2. 정상시장(正常市場; Normal Market)

정상시장은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더 높고, 선물가격 내에서는 만기가 먼 원

월물의 가격이 만기가 더 가까운 근월물의 가격보다 점진적으로 더 높게 형성되는 

시장구조를 말한다. 정상시장이라는 명칭 속에는 보유비용을 감안할 경우 이와 같

은 가격구조가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상시장에서는 현물

가격에서 선물가격을 빼면 음(-)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의 베이

시스(negative basis)가 도출된다. 정상시장은 ‘carrying charge market’, 

‘positive carrying charges’, ‘carry market’, ‘콘탱고 시장(contango market)’ 

등 다양한 명칭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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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역조시장(逆調市場; Inverted Market)

역조시장은 정상시장과 반대로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더 낮고, 선물가격 내

에서는 만기가 먼 원월물의 가격이 만기가 더 가까운 근월물의 가격보다 점진적으

로 더 낮게 형성되는 시장구조를 말한다. 역조시장이라는 명칭 속에는 보유비용을 

감안할 경우 이와 같은 가격구조는 뭔가가 뒤집혀져 있고 비정상적인 시장

(abnormal market)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역조시장에서는 현물가격에서 선물

가격을 빼면 양(+)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양(+)의 베이시스(positive basis)가 도

출된다. 역조시장은 ‘negative carrying charges’, ‘discount market’, ‘백워데이

션 시장(backwardation market)’등으로도 불린다.

2.4. 콘탱고(Contango)

Keynes(1930)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물가격이 어떤 움직임 패턴을 보이느냐,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물가격이 하락하느냐 또는 상승하느냐를 두고 ‘콘탱고

(contango)’ 또는 ‘노멀 백워데이션(normal backwardation)’이라고 표현하였다. 

콘탱고와 노멀 백워데이션은 선물계약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선물가격이 현물가

격에 수렴(收斂; convergence)하는, 즉 선물계약의 만기에 선물가격이 현물가격

과 동일해지는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콘탱고(contango)는 선물가격이 미래의 예상현물가격(expected future spot 

price)보다 높은 상태를 말한다. 선물가격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현물가격에 수

렴하기 때문에 콘탱고가 시사하는 바는 선물가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물가격

을 향해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선물 매도포지션을 취한 거

래자들은 선물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가격변동 패턴을 

통하여 헤져(hedger)는 자신이 전가하고자 하는 위험을 기꺼이 떠안고 선물시장

에서 매도포지션을 취한 투기자들에게 위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2.5. 노멀 백워데이션(Normal Backwardation)

노멀 백워데이션(normal backwardation)은 선물가격이 미래의 예상현물가격

(expected future spot price)보다 낮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선물가격은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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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현물가격에 수렴하게 된다. 이 경우 선물 매입포지

션을 취한 거래자들은 선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가격

변동 패턴을 통하여 헤져(hedger)는 자신이 전가하고자 하는 위험을 기꺼이 떠안

고 선물시장에서 매입포지션을 취한 투기자들에게 위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2.6. 당월물(當月物; Spot Contract)

이미 해당 결제월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최종거래일(last trading day; LTD)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선물로 거래되고 있는 결제월을 말한다. 당월물은 

‘spot month’, ‘current month’등으로도 불린다. 당월물의 경우 일일가격제한폭

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종거래일(LTD)이 가까워질수록 매우 불규칙한 가

격변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 근월물(近月物; Nearby Contract)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선물계약의 만기가 가까운 결제월을 말하는데, 근월물의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월물은 ‘nearby month’, 

‘lead month’, ‘front month’등으로도 불린다. 

2.8. 원월물(遠月物; Deferred Contract)

근월물보다 만기가 더 먼 결제월들을 말하며, ‘deferred month’, ‘back month’

등으로도 표현된다. 

2.9. 미결제약정(未決濟約定; Open Interest)

미결제약정은 반대매매에 의해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계약의 수, 즉 미

청산잔고(未淸算殘高)를 말한다. 매입한 선물계약은 다시 매도(전매; 轉賣; long- 

liquidation)함으로써 청산되고, 반대로 매도한 선물계약은 다시 매입(환매; 還買; 

short-covering)함으로써 청산된다. 미결제약정은 전매 또는 환매를 통하여 청산

되지 않고 아직 남아 있는 선물계약을 말한다. 모든 매매거래는 각각 매입자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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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가 있는 만큼 미결제약정은 매입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의 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과 매도 중 어느 한 쪽 포지션의 수만을 계산한다. 거래량(trading 

volume)과 미결제약정(open interest)은 시장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

표로 활용된다.

3. 헤징(Hedging) 관련 용어

3.1. 헤징(Hedging)

헤징의 기본 메커니즘(mechanism)은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오

르거나 내리는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서 상반된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

느 한 시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다른 시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

리고 한 시장에서의 손실을 다른 시장에서의 이익으로 완전히 상쇄하게 되면 원하

는 목표가격에 가격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위험을 제

거하는 거래기법을 가리켜 헤징(hedging)이라고 한다.

3.2. 매도헤지(Short Hedge)

매도헤지는 헤져(hedger)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장차 보유하게 될 예정인 곡

물을 미래의 일정시점에 판매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해당 곡물의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고자 할 때 선물계약을 미리 매도함으로써 판매가격을 현재 수준의 가격으

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헤져는 미래의 일정시점이 도래하면 그동안 보유해

온 현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앞서 매도해 놓은 선물계약을 환매(還買; 

short-covering)하여 청산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현물시장에서의 손실

(이익)을 선물시장에서의 이익(손실)으로 상쇄하게 된다.

매도헤지에서는 이미 현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할 예정인 상황에서 그

에 상응하는 물량의 선물계약을 매도하게 된다. 곡물 트레이더들은 이와 같이 선

물 매도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을 가리켜 ‘long the basis(long cash and short 

futures; long cash/short futures)’라고 부른다. ‘Long the basis(long cash)’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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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는 단순히 표현하자면, 현재 현물(실물; cash)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도헤지에 따른 궁극적인 거래 손익은 현재 시점과 곡물을 판매하는 시점 사이에 

베이시스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3.3. 매입헤지(Long Hedge)

매입헤지는 헤져(hedger)가 미래의 일정 시점에 곡물을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

에서 해당 곡물의 가격 상승에 대비하고자 할 때 선물계약을 미리 매입함으로써 

구매가격을 현재 수준의 가격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헤져는 미래의 일정시점

이 도래하면 필요한 현물을 구매함과 동시에 앞서 매입해 놓은 선물계약을 전매

(轉賣; long liquidation)하여 청산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현물시장에서

의 손실(이익)을 선물시장에서의 이익(손실)으로 상쇄하게 된다.

매입헤지에서는 현재 현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향후 구매할 예정인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물량의 선물계약을 매입하게 된다. 곡물 트레이더들은 이와 같이 

선물 매입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을 가리켜 ‘short the basis(short cash and long 

futures; short cash/long futures)’라고 부른다. ‘Short the basis(short cash)’

라는 의미는 단순히 표현자면, 지금 당장은 현물(실물; cash)을 보유하고 있지 않

지만, 미래의 일정 시점에 실물(현물)을 구매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매입헤지에 따

른 궁극적인 거래 손익은 실물을 구매할 적기(適期)를 기다리는 동안에 베이시스

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3.4. 베이시스(Basis)

베이시스는 특정 지역의 현물가격과 특정 결제월의 선물가격간의 차이를 의미

한다. 즉, 

베이시스(b) = 현물가격(S) - 선물가격(F) 

예컨대, 어느 지역의 옥수수 현물가격이 $5.00/bu이고, 옥수수 12월물(Dec) 선

물가격은 $5.10/bu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현물가격은 선물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달리 표현하자면, 선물가격보다 ￠10/bu(= $0.10/bu)만큼 낮은 셈이 된다. 따라

서 베이시스는 -10 Dec, 즉 “10 under(off) December”라고 표현한다. 반대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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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10/bu(=$0.10/bu) 더 높으면, 베이시스는 +10 Dec, 즉 

“10 over(on) December”라고 표현한다. 이와 같이 곡물 트레이더(grain trader)

들은 현물가격을 호가(呼價)할 때 특정 결제월의 선물가격을 기준으로 베이시스 

만큼 높거나 낮다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5. 베이시스의 강화(Basis Strengthening)

베이시스의 강화(strengthening) 또는 축소(narrowing)는 베이시스가 정(+)의 

방향으로 변동함으로써 양의 베이시스의 경우 절대값이 보다 커지는 것을 말하고, 

음의 베이시스의 경우는 절대값이 보다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시스의 강화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띤다는 

의미이다. 즉, 가격 상승 시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

는 한편, 가격 하락 시에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게 하락한

다는 것이다. 선물가격을 중심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가격 상승 시 선물가격이 현

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게 상승하는 한편, 가격 하락 시에는 선물가격이 현

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한다는 것이다.

3.6. 베이시스의 약화(Basis Weakening)

베이시스의 약화(weakening) 또는 확대(widening)는 베이시스가 부(-)의 방향

으로 변동함으로써 양의 베이시스의 경우 절대값이 보다 작아지는 것을 말하고, 

음의 베이시스의 경우는 절대값이 보다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시스의 약화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띤다는 

의미이다. 즉, 가격 상승 시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게 상승하

는 한편, 가격 하락 시에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한

다는 것이다. 선물가격을 중심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가격 상승 시 선물가격이 현

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는 한편, 가격 하락 시에는 선물가격이 현

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게 하락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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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헤지비율(Hedge Ratio)

헤지비율은 주어진 현물 포지션(cash position)에 대응하여 보유해야 할 선물 

포지션(futures position)의 비율로 정의된다. 즉, 

헤지비율 현물 포지션

선물 포지션

헤징을 통하여 현물가격의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상대적인 변동 정도를 감안하여 최적의 헤지비율(optimal hedge ratio)을 산출하

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현물 포지션의 규모와 선물 포지션의 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이른바 1:1 단순헤지(1:1 simple hedge)가 자주 이용된다. 그러나 1:1 단

순헤지는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움직임이 동일하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거나 또

는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간의 상대적인 변동 폭을 면밀히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헤져가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게 된다.

3.8. 직접헤지(Direct Hedge) 또는 교차헤지(Cross Hedge)

직접헤지(direct hedge)는 헤지거래의 대상인 현물과 선물계약의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이 동일한 경우의 헤징을 말한다. 예컨대, 옥수수를 취급하는 

곡물상이 옥수수 선물을 이용하여 헤징한다면, 현물과 선물이 모두 동일한 옥수수

를 거래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헤지에 해당한다. 직접헤지는 현물과 선물의 가

격 움직임이 유사하기 때문에 헤징을 통하여 가격위험을 제거하는 성과, 즉 헤지

효과(hedging effectiveness)가 크게 나타난다. 

한편 교차헤지(cross hedge)는 현물과 선물계약의 기초자산이 서로 다른 경우

에 이루어지는 헤징을 말한다. 예컨대, 보리(barley)를 취급하는 곡물상의 경우 보

리 선물계약이 선물거래소에 미처 상장되어 있지 않다면, 부득이 동일한 사료곡물

인 옥수수 선물을 이용하여 헤징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교차헤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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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물거래전략 관련 용어

4.1. 차익거래(差益去來; Arbitrage)

동일한 상품이 두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될 경우 가격이 싼 시장에서 

매입하여 비싼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차익거래(差

益去來) 또는 재정거래(裁定去來)라고 한다.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차익거래는 

매입차익거래(cash and carry arbitrage)와 매도차익거래(reverse cash and 

carry arbitrage)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헤지거래에서는 선물계약을 사느냐 

파느냐를 기준으로 매입헤지(long hedge)와 매도헤지(short hedge)로 구분하지

만, 차익거래에서는 현물을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 매입차익거래와 매도차익거래

로 구분한다. 

차익거래는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이 일정한 수준의 간격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도

록 하는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이 일정 수준 이

상으로 크게 벌어지게 되면 즉각적으로 매입차익거래가 이루어져 그 격차가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줄어들게 한다. 반대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간의 격차가 지나

치게 좁아지게 되면 즉각적으로 매도차익거래가 이루어져 그 격차가 다시 정상적

인 수준으로 벌어지게 한다.

4.2. 매입차익거래(Cash and Carry Arbitrage) 

매입차익거래는 현물에 비해 선물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을 경우 현물을 

매입하고, 동시에 선물을 매도하는 거래전략을 말한다. 매입차익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첫째, 실제 선물가

격이 이론가격보다 높다. 둘째,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

어 있다. 셋째,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간의 차이, 즉 베이시스(basis)가 보유비용

(cost of carry)보다 크다. 넷째, 저장수익(return to storage)이 보유비용보다 크

다.

실제가치보다 고평가된 상품은 언젠가 본원적인 가치를 되찾게 되면 가격이 하

락하는 반면 실제보다 저평가된 상품은 언젠가 본원적인 가치를 되찾게 되면 가격

이 상승한다. 매입차익거래는 바로 이러한 속성을 활용한다. 즉, 매입차익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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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저평가된 현물을 매입하고, 동시에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한

다. 

매입차익거래에서 차익거래자(arbitrageur)는 차입한 자금으로 현물을 매입함

과 동시에 선물을 매도하여 선물계약의 만기시점까지 현물을 저장한다. 그 후 선

물계약의 만기시점이 도래하면 저장했던 현물을 인도함으로써 선물계약을 이행하

는 한편, 선물 매도대금을 수취한다. 저장비용을 지불하고,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

하고 나면 차익거래의 이익이 남게 된다. 매입차익거래의 총이익은 실제 선물가격

과 이론가격 간의 차이에다 거래물량을 곱한 금액이 된다.

4.3. 매도차익거래(Reverse Cash and Carry Arbitrage)

매도차익거래는 매입차익거래와 정반대로 선물에 비해 현물이 상대적으로 고평

가되어 있을 경우 현물을 매도하고 동시에 선물을 매입하는 거래전략을 말한다. 

매도차익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첫째, 실제 선물가격이 이론가격보다 낮다. 둘째,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 셋째,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간의 차이, 즉 베이

시스(basis)가 보유비용보다 작다. 넷째, 저장수익(return to storage)이 보유비

용(cost of carry)보다 작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현물을 매도

하고, 동시에 저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매입하는 거래전략을 활용한다.

매도차익거래에서 차익거래자(arbitrageur)는 현물을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하여 받은 대금을 선물계약의 만기시점까지 은행에 예치하고, 아울러 선물

계약을 매입한다. 그 후 선물계약이 만기될 때 예치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회수

하고, 선물 매입포지션을 이용하여 인수한 현물로 공매도한 물량을 상환한다. 매

도차익거래의 총이익은 선물계약의 이론가격과 실제 선물가격 간의 차이에다 거래

물량을 곱한 금액이 된다.

4.4. 스프레드(Spread) 거래 

스프레드(spread)는 두 결제월간 선물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정상시장에서는 

원월물의 가격이 근월물의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일반적으로 원월물의 

가격에서 근월물의 가격을 뺀 것으로 정의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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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spread) = 원월물(deferred) 가격 - 근월물(nearby) 가격 

스프레드 거래는 어느 한 결제월을 매입하고, 동시에 다른 결제월을 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스프레드 거래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결제월

의 선물을 매입하고, 동시에 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는 결제월의 선물을 매도하는 

거래전략을 말한다. 두 결제월의 선물가격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오르거나 내릴 

때 어느 한 결제월을 매입하고 동시에 다른 결제월을 매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느 한 결제월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결제월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마련

이다. 스프레드 거래에서 이익의 폭이 손실의 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려면, 두 결

제월 간 상대적인 가격변동 폭의 크기가 중요하다. 

결제월간에 이루어지는 스프레드거래에서 강세스프레드(bull spread)는 근월물

을 매입하고, 동시에 원월물을 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강세스프레드는 두 결제

월간의 스프레드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될 때 유용한 전략으로서 스프레드가 축소

된 폭만큼 이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약세스프레드(bear spread)는 근월물을 매도하고, 동시에 원월물을 매

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약세스프레드는 두 결제월간의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유용한 전략으로서 스프레드가 확대된 폭만큼 이익이 발생한다. 

4.5. Crush Spread 거래 

대두 가공업자는 대두 가격이 대두유 및 대두박의 판매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경우 가공마진(착유마진; 搾油마진; crush margin)이 줄어들게 된

다. 이와 같이 가공마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때, 원료인 대두 선물을 매입하

고, 동시에 제품인 대두유와 대두박 선물을 매도하는 crush spread를 이용한다. 

Crush spread 거래에서는 가공마진이 축소된 폭만큼 거래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crush spread 거래와는 반대로 대두 가격이 하락하고 제품(대두유 및 대

두박)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가공마진(crush margin)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는 reverse crush spread 거래를 이용한다. 즉, 원료인 대두 선물을 매도하고, 동

시에 제품인 대두유와 대두박 선물을 매입하는 거래를 한다. Reverse crush 

spread 거래에서는 가공마진이 확대된 폭만큼 거래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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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물거래 실무 관련 용어

5.1. 선물 계좌(先物計座; Futures Account)

국내에서 해외 곡물 선물거래에 이용되고 있는 선물계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중개계좌(仲介計座; fully-disclosed account)이고, 다

른 하나는 총괄계좌(總括計座; omnibus account)이다.

중개계좌(fully-disclosed account)는 위탁자(예, 사료회사)가 국내 선물회사

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 선물중개회사(예, ADM Investor Services, Inc.)에 자기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위탁자는 해외 선물중개회

사에 자사의 재무제표(財務諸表; financial statements)를 보내 신용한도(credit 

line)를 받은 다음 지급보증용 Stand-by L/C(보증신용장)를 개설하고 거래하게 

된다. 보증신용장은 주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예, 주채

무자의 주거래은행)에 대하여 보증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해외 선물중개회사(FCM)는 국내 위탁자의 선물거래에 대해 증거금을 대납(代

納; margin financing)해 준다. 그리고 국내 위탁자는 증거금 및 정산차금(精算借

金; open trade equity)에 대한 경과이자(經過利子; accrued interest), 수수료 

등을 일정 기간(예,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마다 정산하여 현금으로 송금

한다. 중개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매 거래마다 건별로 정산하고 송금하는 번거로움 

없이 일정기간 동안 거래한 내역을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한편 총괄계좌(omnibus account)는 국내 선물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예, 

사료회사)의 계산으로 해외 선물중개회사(예, ADM Investor Services, Inc.)에 개

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총괄계좌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국내 선물회사가 해외 선물

중개회사(FCM)에 지급보증용 Stand-by L/C(보증신용장)를 개설한다. 국내 선물

회사는 위탁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증거금 범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개계좌는 주문과정에서 위탁자의 명의가 드러나는 반면, 총괄계좌는 위탁자

의 명의가 개별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국내 선물회사의 명의로 통합 처리된다. 국

내 선물회사는 총괄계좌를 이용하는 위탁자들의 거래를 위탁자별로 분리하여 기장

(記帳)하고 관리한다. 총괄계좌는 해외에서 직접 신용한도를 공여 받을 수 있을 만

큼 회사 규모가 크지 않거나 대외신용도가 높지 않은 업체들이 이용하기에 유리한 

선물계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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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증거금(證據金; Margin)

증거금은 선물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납부하는 일종의 이행보증

금(performance bond; p-bond)이다. 위탁자(고객)가 선물회사에 납부하는 위탁

증거금(委託證據金; customer margin)은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그리고 추가

증거금(변동증거금)으로 세분된다. 

개시증거금(開始證據金; initial margin)은 말 그대로 위탁자가 거래를 개시하

여 선물 포지션을 취득한 경우 품목별로 부과되는 증거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시증거금은 계약가액(거래금액)의 10%이내 수준에 해당한다. 선물거래는 적은 

증거금을 이용하여 큰 계약가액(거래금액)의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른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 레버지지 효과)가 크다고 표현한다. 지레

(lever)를 이용하면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

이다. 

유지증거금(維持證據金; maintenance margin)은 위탁자가 선물 포지션(미결

제약정)을 계속 보유해 나가기 위해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을 말한다. 일반

적으로 유지증거금은 개시증거금의 75%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위탁자의 예탁금액이 유지증거금 수준을 밑돌 경우 선물회사는 부족한 자

금을 추가로 예탁하도록 통보하는데, 이를 마진콜(margin call)이라고 한다. 그리

고 마진콜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금을 가리켜 추가증거금(追

加證據金; additional margin) 또는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이라고 한다. 

이 때 위탁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유지증거금을 충족시키는 수준이 아

니라 개시증거금을 충족시키는 수준 이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만약 위탁자가 정해

진 시간 내에 추가증거금(변동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선물회사는 위탁자가 

보유한 선물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할 수 있다.   

5.3. 주문(注文; Order)의 유형

시장가주문(market order)은 현재 시장에서 호가(呼價)되고 있는 가격에 신속

히 거래를 체결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주문이다. 시장가주문에서 위탁자의 매입 

주문은 시장의 매도호가(ask)에 체결되는 반면, 매도 주문은 시장의 매입호가

(bid)에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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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가주문(limit order)은 특정 가격을 지정하여 최소한 그 가격 또는 그보다 

유리한(or better) 가격에 매매하고자 하는 주문이다. 매입 주문의 경우 지정가보

다 높은 가격에 주문이 체결될 수는 없으며, 반대로 매도 주문의 경우는 지정가보

다 낮은 가격에 주문이 체결될 수 없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물건을 살 때 시장가격보다 다만 얼마라도 더 싼 가격에 

사려고 하는 한편 물건을 팔 때는 시장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팔려

고 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역지정가주문(stop order)에서는 현재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주문을 내는 한편, 현재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낸다. 역지정가주문이라는 용어도 여기서 유래되었다.

역지정가주문(stop order)은 시장가격이 특정 수준(stop level)에 도달하게 되

면 시장가주문(market order)로 변환되어 현재의 시장가격에 곧바로 체결되는 특

성을 지닌다. 역지정가주문에서 매입주문(buy order), 즉 롱스탑(long stop; buy 

stop)은 현재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내야하고, 반대로 매도주문(sell 

order), 즉 숏스탑(short stop; sell stop)은 현재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내

야한다.

5.4. 일일정산(日日精算; Daily Marking-to-Market)

일일정산은 아직 청산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계약, 즉 미결제약정(O/I; 미청

산잔고)에 대하여 당일의 정산가격(settlement price)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재평

가하여 미실현손익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손익 평가 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그

만큼 선물계좌의 예탁금(예치금)이 증가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선

물계좌의 예탁금이 줄어들게 된다. 일일정산은 선물계약을 반대매매하여 청산하

거나 선물계약의 만기에 실물인수도에 의한 최종결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매일매

일 계속된다.

5.5. 최종결제(最終決濟; Final Settlement)

선물계약의 만기까지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포지션은 현금정산(cash 

settlement) 또는 실물인수도(physical delivery)를 통하여 최종 결제된다. 현금

정산 방식은 KOSPI200선물과 같이 기초자산이 지수(指數; index)로 되어 있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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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수도가 불가능한 상품에 주로 이용된다. 이 방식에서는 선물계약을 매매한 가

격과 최종거래일(만기일) 정산가격(최종결제가격)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함으

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

실물인수도 방식에서는 선물거래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선물계약의 매도자와 매

입자가 실물을 인수도함으로써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에서 거래되는 곡물 선물계약은 실물인수도 방식에 따라 최종 결제된다. 시카고상

품거래소(CBOT)에서 곡물 선물계약의 실물인수도는 3일간에 걸친 일련의 과정

(3-day process)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제1일은 포지션일(position day)이

고, 제2일은 통지일(notice day)이며, 제3일은 인도일(delivery day)이다. 

6. 선물가격 분석 관련 용어

6.1.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기본적 분석은 상품의 수요 및 공급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내재가치(內在

價値; intrinsic value)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

을 말한다. 기본적 분석에서는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를 

분석한다. 예컨대, 만약 곡물 수요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기본적 분석은 가격 변동의 방향, 예상되는 가격 변동의 범위 등을 파악해 내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 작물연도(作物年度; Crop Year) 

작물연도는 어느 한 해의 수확기에서 다음 해 수확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신

곡(햇곡; new crop)과 구곡(old crop)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작물연도는 흔히 

유통연도(marketing year)와 동일한 기간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미국에서 옥수수의 작물연도(crop year)는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이

다. 미국의 옥수수 주산지인 콘벨트(corn belt)지역에서 옥수수는 4, 5월에 파종

하고, 본격적인 수확은 10월 중순부터 이루어진다. 올 해 수확된 옥수수가 시장에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86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가 10월 중순 이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옥수수 선물시

장에서 신곡(new crop)이 본격적으로 거래되는 최초의 결제월은 12월(Dec)이 된

다. 즉, 12월물을 기준으로 이전의 결제월은 전년도에 수확한 구곡(old crop)에 해

당하고, 12월물부터는 당해 연도에 새로 수확한 신곡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대두의 작물연도(유통연도)는 수확이 시작될 무렵인 9월 1일부터 이듬

해 8월 31일까지이다. 미국에서 대두는 일반적으로 5월에서 6월에 걸쳐 파종하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수확한다. 따라서 대두 선물시장에서 신곡(new crop)이 본

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는 결제월은 11월물(November)이다. 즉, 11월물을 기준

으로 이전의 결제월은 전년도에 수확한 구곡(old crop)에 해당하고, 11월물부터는 

당해 연도에 새로 수확한 신곡에 해당한다.

한편, 미국에서 소맥의 작물연도는 당해 연도 6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이다. 소맥은 5월 말부터 수확이 시작되기 때문에 소맥 선물시장에서 신곡(new 

crop)이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는 결제월은 7월물(July)이다. 즉, 7월물을 

기준으로 이전의 결제월은 구곡(old crop)에 해당하고, 7월물부터는 신곡에 해당

한다.

6.3.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 

기술적 분석은 “가격에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시장가격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가격, 거래량, 미결제약정(OI), 차트(chart) 등을 이용하여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

을 예측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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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쇠고기 생산ㆍ수출 동향과 전망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서론

호주는 세계에서 3번째 쇠고기 수출국이며, 한국이나 일본으로서는 최대 쇠고

기 수입 상대국이다.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과 호주를 포함 11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이하 TPP11 협

정2))이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되었다. TPP11협정 발효에 따라 TPP11협정에 참

여하는 국가들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관한 관세가 삭감되거나 철폐되면서, 호주의 

기간산업인 쇠고기 업계에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쇠고기 생산에 눈을 돌리면, 호주에서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산지인 동

부에 광범위하게 가뭄이 발생하여 번식암소를 중심으로 도태가 진행되고 있어, 육

용우 사육두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곡물비육(feedlot, 이하 피드롯 혼용) 

소 사육두수가 과거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호주의 쇠고기 생산은 커다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그 동향이 주목된다.

먼저, 이 글에서는 가뭄에 따른 쇠고기 생산의 영향과 곡물비육 사육두수가 과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의 ‘호주의 쇠고기 생산ㆍ수출 동향’을 

기초로 하여 호주 쇠고기 수급을 중심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재편집ㆍ수정ㆍ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2)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으로 통칭 또는 약칭으로 TPP11이라 한다. 기초(起草)는 2015년 10월 5일, 

서명은 2016년 2월 4일 오클랜드에서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국간 관세철폐, 투자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ㆍ지적재산권(특허ㆍ저작권 보호기간 등)ㆍ투자에 관한 규칙(rule) 등 이다. 2016년 1

월 26일에 조문이 공개되고, 참가국 12개국이 2월 4일에 서명하였다. 교섭 참가국 12개국 중 미국은 

2017년에 탈퇴하였으며, 미국 이탈 후, CPTPP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TPP12｣라 통칭하기

도 한다. 참가국 11개국 중 멕시코(2018. 6. 28.), 일본(2018. 7. 6.), 싱가포르(2018. 7. 19.), 뉴질랜

드(2018. 10. 25.), 캐나다(2018. 10. 26.), 호주(2018. 10. 31.), 베트남(2018. 11. 15.) 등 7개국은 서

명이 완료되었으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등 4개국은 2018년 11월 15일 현재 아직 서

명하지 않은 상태이다.(출처: 일본농무성, www.maff.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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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최고를 기록한 배경을 알아보고, TPP11 협정 발효에 따른 호주에서 참가국용 

쇠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 측면의 변화 등에 대해, 그리고 2018년 11월 일본농축산

업진흥기구 조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해 정리한다. 

이 글 중 호주의 연도는 7월~이듬해 6월이며, 환율은 1호주 달러=81엔=850.5

원(2019년 1월 말일 TTS 레이트3))을 적용하였다. 

2. 가뭄으로 인한 쇠고기 생산의 영향 

(1) 가뭄 상황 

호주에서는 2018년 1월 이후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육용

우 생산 주산지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퀸즐랜드(QLD)주 및 빅토리아(VIC)

주에서 광범위하게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그림 1, 2, 3). 광대한 땅을 가진 호주에

서는 부분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데, 지금처럼 가뭄이 광범위에 

이른 적은 드물며, 20년만의 심각한 가뭄이라고 한다.4)

그림 1. 호주의 강우 부족 상황

3) 원/엔 환율은 10.5원/엔을 적용.

4) 2018년 이후의 호주 기상상황에 대해서는 본지 각 호의 이충식,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과 허 덕 외, ‘호주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을 참조하길 바라며, 2020년 2월 이후의 기상에 대해서는 

본지 이번 호(2020년 9권 2호)의 이충식,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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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호주 한발 상황

그림 3. 호주의 주별 소 사육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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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뭄의 영향

가뭄은 호주 쇠고기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1~11월 성우 도축두수는 

732만 두(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로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암소는 371만 

두(22.5% 증가)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그림 4). 가뭄으로 인한 목초 생육환경 악

화로 많은 생산자가 축군을 축소하기 위해 번식용 암소를 중심으로 도태하고 있

다. 

그림 4. 호주 성우 도축두수 추이

호주 육용우가축생산자사업단(이하 MLA5))에 따르면, 도축에서 차지하는 암소 

비율이 47%를 웃돌아 소 사육두수가 감소 기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8년 이 비율은 3월 이후 47%를 상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2018년 

6월 육용우 사육두수는 2,320만 두(1.7% 감소)로 감소하였고, 앞으로 더 감소가 

예상된다(그림 5). 

5) Meat & Livestock Australia 약칭 MLA는 호주축산공사라고도 하며, 호주의 소, 양, 염소 생산업자들

에게 마케팅과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MLA에는 약 50,000명의 축산업자 회원들이 

주주권을 가지고 있다.(출처: 호주축산공사 홈페이지: https://www.trueaussiebeef.co.kr/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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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호주의 육용우 사육두수 추이

또한, 가뭄의 영향은 사료 생산에도 미치고 있다. 호주의 주요 사료용 곡물인 밀 

및 보리 등 겨울작물 생산량은 2017/18년도에는 3,796만 톤(전년도 대비 33.0% 

감소)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NSW주에서만 보면, 723만 톤(53.4% 감소)으로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어 2018/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927만 톤(22.9% 감

소), NSW주에서만 보면, 314만 톤(56.6% 감소)으로 2년 연속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표 1) 

표 1. 지역별 동계작물 생산량 전망

단위: 만톤

지역 16/17년도 17/18년도 18/19년도 전년대비 증감율

WA주 1,773.7 1,461.9 1,626.7   11.3%

SA주 1,066.1 694.5 522.6 - 24.8%

VIC주 951.3 765.2 374.4 - 51.1%

NSW주 1,551.0 722.8 313.7 - 56.6%

QLD주 315.9 146.3 80.2 - 45.2%

합계 5,667.8 3,796.3 2,926.8 - 22.9%

자료: 호주농업수자원성(DAWR). NSW 주정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인용

때문에 밀 및 보리 거래가격은 대폭 상승하였다. QLD주 달링 다운즈 지역의 밀 

및 보리 거래가격을 보면, 2017년 1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6).



호주 쇠고기 생산ㆍ수출 동향과 전망

93

그림 6. 호주 달링 다운즈 지역의 밀 및 보리 거래가격 추이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 10월 시점에서는 밀이 1톤당 461호주 달러(3만 7,341

엔=39만 2,080.5원), 보리가 440호주 달러(3만 5,640엔=37만 4,220원)로 2017

년 1월 시점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어 가뭄으로 인해 목초 생육이 나

빠져 건초 거래가격도 2배 가까이 오른 지역도 있다. 이처럼 사료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은 생산자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이 밖에 목초생육에 관개를 이용하는 생산자에게는 관개용수 취득가격도 경영

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뭄으로 댐의 저수율이 낮아지면서 관개용수 취득가격도 

크게 높아졌다. 

가뭄은 육용우 거래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용우 거래가격 지표 중 

하나인 동부지구 미성숙우 지표가격(EYCI6)) 추이를 보면, 2014/15년도에 QLD주

를 중심으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소 사육두수가 줄면서 과거 2016년 8월에는 

1kg당 726호주 센트(588엔=6,174원)로 최고를 기록하였다(그림 7). 

6) Eastern Young Cattle Indicator. EYCI는 호주의 일반 소시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EYCI 지수는 1kg 

도체중(屠體重, 또는 정육중량)당 센트(cents/kg cwt)로 표현된 7일 연속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뉴사우스웨일즈, 퀸즈랜드, 빅토리아 주의 26개 세일레이드의 판매 데이터에서 산출된다. 이 지수는 

매일 MLA의 축산신고 서비스(NLRS)에서 생산한다. 이에 포함되는 데이터는 vealer, yearling, heifers, 

steers 등의 가격이며, 스코어 C2 또는 C3, 생체중 200kg 이상의 소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소만 

포함된다. 여기에는 도살, 축사보충, 또는 로트피딩 등의 용도로 구입한 소가 포함된다. EYCI는 

MLA/SFE(호주축산공사/시드니 선물교환 소 선물계약)의 근거로도 사용된다.(출처: 일본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Eastern_Young_Cattle_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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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YCI 가격 추이(2016/17-2018/19. 2월)

그러나 그 후 소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락세로 움직이며, 2018년에는 재

차 1월 이후의 가뭄으로 인해 비육부문에서도 소 도입 의욕이 저하되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8월에는 2015년 4월 이후 40개월 만에 동 450호주 센트(365엔

=3,832.5원)를 밑돌았다. 10월 및 11월 말경 강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은 한

때 달러당 550호주 센트(446엔=4,683원) 근처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12월 이

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다시 하락하여 2019년 1월에는 500호주 센트(405엔

=4,252.5원)를 밑돌았다. 

(3) 가뭄으로 피해를 본 생산자 지원 

호주에서는 정부의 생산자 생산 진흥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은 

드물다. 하지만, 가뭄은 자연재해처럼 호주 생산자경영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가뭄피해를 본 생산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

다. 

연방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복수년도분(複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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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分) 예산 총액 13억 호주 달러(1,053억 엔=1조 1,056.5억 원)의 지원방안을 

실시하고 있는데, 심각한 가뭄인 2018년 8월 가뭄에 의해 수입이 끊긴 농가를 위

한 가계지출에 보조금액을 증액하거나 저리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2013년부터 실시한 복수년도분 예산을 포함하면, 가뭄지원 예산 총액

은 18억 호주 달러(1,458억 엔=1조 5,309억 원)이다.

이어 스콧 모리슨 총리는 2018년 10월, 농축산업이 앞으로 발생할 가뭄에 준비

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50억 호주 달러(4,050억 엔=4조 2,525억 원)의 ‘미래가

뭄기금(Future Drought Fund)7)’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기금의 구체적인 사

용처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역행정 서비스, 연구, 지속가능한 농

축산업을 위한 기술과 시설 도입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 NSW주 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3억 호

주 달러(243억 엔=2,551.5억 원)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8년 7월에는 긴급가뭄

대책으로 사료와 가축 수송경비 보조, 행정서비스 수수료 납부기한 연기, 저리 대

출 증액 등 총 5억 호주 달러(405억 엔=4,252.5억 원)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카운셀링 서비스 확충 등 예전부터 강구하고 있던 3억 호주 달러(243억 엔

=2,551.5억 원) 대책 등을 포함하여 총 11억 호주 달러(891억 엔=9,335.5억 원)의 

가뭄대책을 준비하였다. 

가뭄대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준주(準州)는 공동으로 가뭄

대책 실시방침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가뭄대책에서 각각의 역할을 명

확히 규정해 놓고 있다(그림 8). 

7) 로이터는 호주 정부가 가뭄을 겪은 농가를 돕고, 물 관련 연구 등에 사용할 ‘미래가뭄기금(Drought 

Future Fund)’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2018년 10월 26일(현지시각) 호주 캔버라

에서 열린 ‘국가가뭄 정상회의(National Drought Summit)’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앞으로 발

생할 가뭄에 대비해 기금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기금 조성을 더는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상

황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기금은 긴급 구호자금뿐 아니라 물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관련 연구 등에 

쓰일 전망이며, 재원은 호주 정부가 교통ㆍ통신 인프라 구축용으로 마련해둔 기금을 가뭄 전용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호주 정부는 기금이 예정대로 조성되면 매년 1억 호주 달러의 자금을 가

뭄 관련 연구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2028년까지 기금 규모를 50억 호주 달러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또한, 호주 정부는 가뭄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약 18억 호주 달러를 편성해 투입했다. 호주 뉴

사우스웨일스주도 가뭄 극복에 10억 호주 달러를 지원했다.(출처: 농민신문 2018년 10월 31일자 기

사, ‘호주, 3조 규모 가뭄 전용 기금 조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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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발대책으로써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역할

가뭄이 가장 심각한 NSW주의 생산자를 예로 들면, 가뭄피해를 본 생산자는 

<표 2>와 같이 연방정부와 NSW주 정부가 각각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가뭄대책은 합의서에 따라 저리대출과 세금감면 조치 

등이 중심이다. NSW주 정부가 제공하는 가뭄대책에서는 주 독자의 무이자 및 저

리 대출과 사료, 가축 수송경비 보조 등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

다. 또 <표 2>에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도 지역의 행정서비스 수수료 납부기한 연

장, 카운셀링 서비스 무상 제공 등과 같은 지원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지원책의 내

용은 대체적으로 생산자가 자신이 가뭄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는 것

을 전제로 한 지원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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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발피해를 본 NSW주 생산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책

제공처 지원책 주요 내용

연방
정부

생산자 가계 수당
(한발에 국한하지 
않고, 경영적으로 
어려운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최대 4년간 각 대상자에게 지원액이 다른 기본수당(뉴스타트 수당에서 독
신자이면 2주간 마다 최대 550.2 호주달러 등)에 더해, 생산자 집세, 통신
비, 약값 등에 보조하거나, 기술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보조를 받을 수 있
음. 또한, 2018/19년도에는 독신자에 대해 최대 7,200 호주달러, 2인 이
상 세대에게는 최대 2,000호주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급될 수 있음.

조기 감가상각
물 저장시설 취득에 요하는 비용의 감가상각기간을 3년에서 1년, 사이로 
등 사료저장시설은 최대 50년에서 3년(2018년 8월 이후 도입한 것은 추
가로 1년을 단축 예정), 펜스는 최대 30년에서 1년으로 단축

농장경영준비금
수입이 많은 연도에 최대 80만 호주 달러를 준비금으로써 무세로 적립, 한
발 등의 피해에서 경영을 재건할 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한발대책 론
생산자가 한발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한발 영향을 회복하기 위해, 1경영
당 최대 200만 호주 달러를 저리로 대부함.

NSW
주정부

한발시 수송경비 보조
물이나 사료 수송에 드는 경비를 연간 2만 호주 달러(최대 19개월 분으로 
3만 호주 달러)까지 보조. 수송경비의 반을 보조. 단, 1kg당 5호주 달러, 
하나의 수송은 최대 1,500km 까지.

애니멀 웰페어 
수송경비 보조

한발에 의해 사료가 고갈되는 등, 애니멀 웰페어 상 문제가 발생한 생산자
가 가축을 수송할 때 드는 경비의 반을 연간 최대 2만 호주 달러까지 보조

기부사료 수송경비 
보조

한발 피해를 받은 농장에게 사료를 기부하는 경우, 수송에 드는 경비를 전
액 보조. 단, 1km당 5 호주 달러, 하나의 수송은 최대 1,500km까지 

농장 이노베이션 자금
생산성과 농지의 지속성 향상을 위해 시설을 새로 도입하는 생산자에 대해 
최대 25만 호주 달러를 저리로 융자함. 

한발 지원 자금
가축, 사료 및 물 수송이나 유전자원 보존, 사료나 물 저장시설 도입 등을 
위해 최대 5만 호주 달러를 무이자로 대부. 개시 후 2년간은 변재 불필요.

자료: 호주농업수자원성(DAWR). NSW 주정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재인용

3. 곡물 비육 쇠고기 생산ㆍ수출 동향 

(1) 호주 곡물비육장 업계 개요 

호주의 쇠고기 생산은 광대한 국토를 활용한 방목에 따라 생산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뭄이 종종 발생하여 목초생육이 안정되어 있지는 않다. 

호주에서 곡물비육장을 활용한 곡물비육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17년에

는 도축 두수 전체의 40%를 곡물비육 쇠고기가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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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곡물비육장협회(이하 ALFA8))에 따르면, 호주에는 400호의 피드롯이 존

재한다고 한다. 곡물비육장에 대해 물어 보면, 많은 사람들은 대규모 기업경영이

라고 상상할지 모르지만, 호주에서는 호수 기준으로 96%가 가족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육두수가 500두 미만인 곡물비육장은 호수 기준으로 42.3%를 차지

한다(그림 9). 한편, 전 사육두수의 80% 중 상위 20%는 곡물비육장이 차지하고 있

으며, 매우 큰 규모의 피드롯도 존재하고 있다. 

그림 9. 피드롯 사육두수 규모별 비율

곡물비육 쇠고기를 생산하는 소 사육두수를 지역별로 보면, 58%는 QLD주, 31%

는 NSW주, 6%는 VIC주에 위치하고 있는 등 동부 3개 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호주에서 곡물비육(Grainfed) 쇠고기 인증을 받으려면, 전국비육장인증제도

(National Feedlot Accreditation Scheme, 이하 NFAS9))에 의해 인정된 곡물비

8) The Australian Lot Feeders’ Association. ALFA는 호주 소 피드롯(곡물비육장) 산업을 대표하는 최고 

전국기관이다. ALFA 회원은 호주 소 피드롯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출처: ALFA 홈페이지: 

https://www.feedlots.com.au/association)

9) 호주는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중 NFAS 즉, 전국곡물비육

장인증제도가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전국가축식별제도, 꼬리/귀표시스템, 전국농장식별코드 등의 시

스템 등이 있다. 전국곡물비육장인증제도(NFAS)는 수출용 곡물 비육의 위생 및 생산 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료와 용수의 안전성, 수의학적 치료, 살충제 검사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제도이며, 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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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장에서 비육되고, 지육 등급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표 3). 

표 3. 곡물 비육 쇠고기의 인증 기준

구분
곡물비육

일수
월령

(치아상태)
P8사이트 
지방두께주) 육색 지방색 사료

그레인페드
(GF)

100일

영구문치 6개 
이하

(지육흉추골화가 
부분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경우 

제외)

7mm 이상
1A, 
1B, 

1C-3
0-3

육우는 인증피드롯에서 최저 100일 
비육하고, 그 중 80일 이상은 곡물을 
주로 하는 영양적인 밸런스를 갖춘 고
에너지사료를 급여하여야 함. 사료 건
조중량 1kg당 평균 대사에너지가 10
메가쥴 이상이어야 함.

그레인페드 
미성숙우
(GFYG)

70일 영구문치 0-2개 5mm 이상
1A, 
1B, 

1C-3
0-3

육우는 피드롯에서 최저 70일(암소는 
60일) 비육하고, 그 중 50일 이상은 
곡물을 주로 하는 영양적인 밸런스를 
갖춘 고에너지사료를 급여하여야 함. 
사료 건조중량 1kg당 평균 대사에너
지가 10메가쥴 이상이어야 함.

그레인페드 
피니쉬드
(GFF)

※2018년 
9월부터 
새로 도입)

35일
(거세우 
및 암소)

생산 및 식육가공단계에서 미트 스탠더드 오
스트랄리아(MSA) 등급 기준 모두에 적합한 
것

육우는 인증피드롯에서 최저 35일 이
상 비육하고, 그 중 최저 28일 이상은 
곡물을 주로 하는 영양적인 밸런스를 
갖춘 고에너지사료를 급여하여야 함. 
사료 건조중량 1kg당 평균 대사에너
지가 10메가쥴 이상이어야 함.

주 1. 1메가쥴은 약 2,390kcal에 해당.

   2. 호주에서는 영구문치(永久門齒, 절치(切齒)와 견치(犬齒), 소위 전치(前齒))의 수와 연령으로 쇠고기를 구분

(예: Yearing, Young 등)하고 있음.

   3. P8 이란 오즈미트가 정한 지방두께를 측정하는 부위

   4. 육색, 지방색은 오즈미트가 기준에 따라 구분.

자료: 오즈미트.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재인용

NFAS는 곡물비육 쇠고기의 품질보증제도이며, 곡물비육장에서 생산되는 곡물

비육 쇠고기의 품질 통일, 안전성 확보, 통합 확보, 곡물비육장이 완수해야 할 사

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크게 다섯 가지 관점에서 곡물비육장 

인증기준을 정하고 있다(표 4). 

축식별제도(NUS)는 라디오주파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하고 저장하는 제도로 질병 통제와 원인 규명에 활용한다. 꼬리/귀표 시스템(Tail/Ear Tag System)은 

소를 매매하거나 도축할 때는 꼬리/귀표가 부착되어 따라다니고, 소에 남아 있는 모든 잔류물 상태

가 중앙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전국농장식별코드(PIC)는 소의 이력을 

추적하는 기본 시스템으로, 호주의 모든 농장엔 주정부가 발행하는 8자리 숫자식별코드가 있다.(출

처: 오마이뉴스 2008.9.9.일자 기사, ‘안전한 쇠고기 자부하는 미국, 왜 호주산 수입할까’(http://www.

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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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NFAS의 피드롯 인증 기준항목

품질관리

스태프의 훈련

내부감독 및 부적합 항목 수정

기록

데이터 관리

화학약품 관리

제품요건 개선

부적합제품 보고

리스크 평가와 긴급 대응

측정기 관리

식품안전관리

시설에 있어 리스크 평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축 취급

사료 관리

기축 수송 준비

가축의 거래와 이동

가축 관리

가축 개체식별

품질유지 위한 가축 취급

가축의 수송

애니멀 웰페어

맹서 시의 대책

바이오 세큐리티

사고의 보고

환경보전

환경보전 위한 필요조건

배수관리

지하수의 영향 방지

인근 주민에의 영향

생태계에의 영향

환경에 관한 사고의 보고

제품의 정합성
증거 서류

급여 사료

자료: 오즈미트(National Feedlot Accreditation Scheme standard),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재인용

NFAS의 관리 및 곡물비육장의 감사는 오즈미트(AUS-MEAT)10)가 실시하고 있

10) 호주의 쇠고기 등급체계는 오즈미트와 MLA(Meat and Livestock Australia)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 중 

AUS-Meat의 평가 기준은 지육을 평가하는 등급 기준이며, MLA의 평가 기준은 쇠고기의 각 부위와 숙성기

간, 그에 따른 적절한 요리방법까지 감안하였을 때 쇠고기의 연도(Tenderness)를 평가하는 등급체계이다.(출

처: 블로그 아침목장, https://blog.naver.com/mornifarm/22107998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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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즈미트는 호주 식육업계의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 유지, 재검토를 실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식육처리장의 육질평가에서 곡물비육 쇠고기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설정도 이 기관에서 하고 있다. 

NFAS는 업계단체의 임의 참여 프로그램이지만, ‘1982년 수출관리법’ 및 ‘2005

년 수출관리규칙(식육 및 식육제품)’에 근거하여 곡물비육 쇠고기와 라벨에 표기

하기 위해서는 <표 3>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곡물비육 쇠고기로 

수출하려면, NFAS 인증 곡물비육장에서 비육이 필요하다. 

호주에서는 판매촉진, 연구개발, 가축위생이나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재원으로, 

육우 거래 시에 1마리당 5호주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촉진ㆍ연구개발을 

실시하는 MLA와 가축위생,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단체의 활동자금으로 충당

하고 있다. 육우거래에 관련된 과징금은 징수 근거인 ‘1999년 제1차 산업(소비세) 

과징금법’에서 ‘곡물비육우’에 관해 정의하고 있으며, 과징금 징수ㆍ관리를 구분하

고 있다. 이처럼 호주의 육우업계에서는 곡물비육 쇠고기를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

여 관리하고 있다. 

그레인페드(GF)는 주로 수출용 기준이며, 그레인페드 미성숙우(GFYG)는 주로 

호주 국내용 기준이다. 2018년 8월 이전에는 그레인페드와 그레인페드 미성숙우 

두 가지의 기준만 있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새로 그레인페드 피니시드(Grainfed 

finished, GFF) 기준이 추가되었다. 

ALFA에 따르면, 그 이유는 2014~2015년에 실시된 NFAS 재평가와 2016년에 

완료된 오즈미트 쇠고기 표시용어 재평가 결과에서, 당시 ‘곡물비육우’ 최저 기준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배경으로는 호주 쇠고기업계 

단체에 의해 개발된 쇠고기 육질평가 프로그램인 미트 스탠더드 오스트랄리아

(MSA)11)가 확립되면서, 비육일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에서 쇠고기 맛을 예상

할 수 있게 되어, ‘곡물비육 쇠고기’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그 정의에 유연성을 

갖게 함으로써, 생산자나 고객의 선택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

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GFF를 채용할지는 임의이며, 상업 베이스에서 고객 수

요에 대응하여 채용할 수 있는 규격이라고 하고 있다. 

11) MSA는 예측되는 쇠고기의 식미와 그 컷에 맞는 조리 방법에 관한 신용 정보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2년 10월호 ‘쇠고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호주 

MSA 프로그램(https://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2/oct/wrepo02.htm)’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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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물비육 쇠고기 사육두수 동향 

ALFA및 MLA가 분기별로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곡물비육장 사육두수 

조사에 따르면, 곡물비육우 사육두수는 2009년 이후 증가 경향에 있으며, 2017년 

3월 말 시점에서 처음으로 100만 두를 돌파하여 2018년 9월 말 시점에서는 112만 

6,666두로 사상 최고의 사육두수를 기록하였다(그림 10). 

그림 10. 피드롯 사육두수 추이

ALFA및 MLA에 따르면, 곡물비육우 사육두수 증가 요인은 곡물비육장에서 비

육에 의해 쇠고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수요의 증가이다. 

호주의 쇠고기 생산은 광대한 국토를 활용한 방목이 일반적이지만, 기상조건이 

불안정한 만큼 자주 가뭄이 발생하는 등 목초생육이 연도와 계절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목초 생육 현황에 따른 출하두수나 소 증체에 큰 변동이 생긴다. 

즉, 연간을 통해 쇠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불가능하다. 

도축장의 입장에서도 방목은 기상조건에 의한 처리두수가 크게 변동하여, 도축

장의 안정적 가동과 고객에 대한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곡물비육장에서 비

육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소를 구입할 수 있어 도축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가동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호주의 곡물비육우는 과거에는 대부분 일본으로의 수출이 주가 되어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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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A에 따르면, 최근에는 곡물비육 쇠고기 생산량의 58%는 국내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그림 11). 

그림 11. 곡물비육우의 판매처별 비율

국내용 58% 중 43%는 슈퍼마켓용이 차지하고 있지만,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일

정한 품질의 쇠고기를 안정적으로 공수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기상조건에 관계없

이 연간 안정적으로 일정한 품질의 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곡물비육장에서 사육하는 

방법은 소매업계 요구에도 딱 들어맞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브랜드를 가진 쇠

고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브랜드 쇠고기는 안정적이고도 높은 품질의 

쇠고기를 제공하는 것이 특히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이고도 높은 품질

의 쇠고기에 대한 요구는 곡물비육 쇠고기 수요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3) 곡물 비육장 사례(퀸즈랜드 잉글우드 피드롯)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이 2019년 2월에 방문한 곳은 QLD주 브리즈번에

서 서쪽으로 300km 거리에 있는 잉글우드 근교의 곡물비육장이었다. 

ALFA에 따르면, 호주의 피드롯은 자사에서 소유하는 소를 비육하는 피드롯과 

커스텀피드(Customfeed, 위탁비육)라 불리는 고객이 소유한 소를 맡아 비육하는 

일에만 특화된 곡물비육장 2가지 종류가 있다. 조사단이 방문한 피드롯은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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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피드에 특화되어 있는데, 조사 시점에서는 15,000두의 육용우를 사육하고 

있었다. 

이 곡물비육장에서는 7개 고객사에 대해 커스텀피드를 하고 있지만, 모든 고객

의 위탁곡물비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사육두수를 2만 두로 늘리

기 위해 시설 확장을 하였다고 한다. 

사육하는 소는 호주 Wagyu12)와 앵거스종13)나 헤어포드14) 등 영국종, 브라

만15)이나 브라만 교잡종 등 열대종 등 다양하지만, 호주 Wagyu가 전체의 절반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사육두수 전체 중 비육기간 400일 이상인 소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비육기간 100일 이하의 것이 25%, 비육기간 150~200일의 것이 

25%였다. 

이 곡물비육장에서 비육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주요 판매처인 수출국은 중

12) 일본 소인 화우(和牛)의 영어 표기가 wagyu인데, 구분을 위하여 일본산은 와규, 호주를 비롯한 일

본 이외 국가산 화우종은 wagyu로 표기하도록 한다. 

13) angus. 영국 스코틀랜드 원산의 육우이며, 털은 검고 무각을 특색으로 한다.(출처: 농업용어사전, 농촌

진흥청(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7723&cid=50331&categoryId=50331). 앵거스종 

중 특히 Aberdeen Angus가 유명하다. 원산지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동부 지역인 애버딘앵거스 주

(州)이며, 미국이 주산지이다. 직사각형의 몸통에 네 다리가 짧은 전형적인 소고기의 모습이다. 털빛

은 검정색이며 뿔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다른 품종과 교배하면 모두 뿔이 없는 새끼가 태어난다. 

머리는 작고 이마가 넓으며 목이 굵다. 등선이 곧고 복부에 작은 흰 점이 있는 것도 있다. 체질이 

튼튼하여 추위에 잘 견디며 방목에 적당하다. 지방질이 적당하여 육질이 좋고 빨리 성장하며 난산

의 빈도가 적다. 성질이 거칠고 다소 신경질적이다. 일당 증체량(增體量)은 0.8kg, 도체율은 65~7

2% 정도이다. 뼈가 12.8%로 적어 정육률이 높은 편이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암컷이 27kg, 수컷이 

29kg이나, 성장하면 암컷은 450~550kg, 수컷은 800~1,000kg 정도 된다. 임신기간은 275~283일 정

도이다.(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5669&cid=40942&categoryId=32626) 

14) hereford. 원산지는 영국이며 체형이 육우로서는 작은 편이나 체질이 강하여 넓은 초원을 이동하며, 

방목하기에 적합한 품종이다. 1893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뿔이 없는 헤어포트를 사양하기 시

작 하였으며 1955년에는 영국에서도 뿔이 없는 헤어포드가 형성되었다. 그 후 이 품종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분포, 사육되고 있는 품종의 하나로 미국 및 호주 등지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 

육우 품종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잡종 생산에 헤어포드 수소가 사용되고 있다. 헤

어포드종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진한 적색 피모색과 얼굴 전체의 흰색이며, 흰색은 아래턱으로 이

어져 아랫배 부위를 따라 흰줄을 이루고 있다. 충분한 근육과 골격구조로 인하여 도체율이 이상적

인 육우품종이다. 암소의 경우, 체중이 약 550kg, 수소는 700kg 내외이며, 도체율은 약 65~67%이

다.(출처: 네이버Q&A,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5&dirId=50502&docId=22160498&q

b=7Zek7Ja07Y+s65Oc7KKF&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15) Brahman. 몸의 빛깔은 회색 또는 붉은색이다. 분포지역은 한국, 미국 중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북동

부,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와 열대ㆍ아열대 지역이다. 몸무게는 암컷 550㎏, 수컷 830

㎏이다. 인도 원산으로 미국에서 수입하여 개량한 종이며, 남아메리카에서는 제뷰(Zebu)라고도 한

다. 몸은 길며, 엉덩이 부분은 넓고 풍만하다. 털은 짧고, 빛깔이 회색 또는 붉은색이며, 조숙성(早

熟性)이다. 기생충과 더위에 잘 견디며, 성질이 거친 편이다. 고기소로서 도체율(屠體率)과 정육률이 

높고, 육질이 좋다. 주로 고기소의 교잡종을 만드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출처: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5220&cid=40942&categoryId=3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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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등이며, 요즘은 중국의 수요가 특히 강하다고 한다. 

사료는 밀, 보리, 그레인 사일리지, 면실, 건초, 비스킷 밀 등을 섞어 급여하고 

있다. 밀과 보리는 자체 시설에서 매일 압착을 한다고 한다. 

곡물비육장 책임자에 따르면, 곡물비육장에서의 비육 수요는 강하지만, 가뭄에 

따른 번식암소 도태가 진행되어 앞으로 당분간은 비육우 공급이 적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비육우 가격이 상승하여 수익성이 압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육두

수는 향후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뭄으로 인한 주변의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수송비는 비싸지만, 2018년에는 겨울작물이 풍작이어서 안정적인 서오

스트랄리아 주들에서 곡물을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1.

피드롯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습(열대종)

사진 2.

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피더로 

사료를 급여하는 모습

사진 3.

밀, 보리를 압착하는 시설

(4) 곡물비육 쇠고기 생산ㆍ수출 동향 

곡물 비육 쇠고기 도축두수는 곡물비육 쇠고기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

로는 증가 추세에 있다. 곡물비육 쇠고기 도축두수는 2015년 290만 두가 과거 최

고였지만, 2017년에는 289만 두(전년 대비 9.9% 증가)로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되었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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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곡물비육우 및 목초비육우 도축두수 등 추이

2018년 1~9월 곡물비육 쇠고기 도축두수는 214만 두(전년 동기 대비 2.1% 감

소)로 곡물비육 쇠고기 사육두수가 과거 최고를 기록한 뒤 이후에는 약간 감소하

고 있다. 이는 호주 Wagyu와 고기전용종의 장기비육 등 비육기간이 긴 소가 증가

하고 있으며, 가뭄에 따른 번식농가의 방목에 의한 증체가 나빠 곡물비육장 도입 

당시의 체중이 평소보다 가벼워지고 있고, 곡물비육장에서 비육기간이 장기화되

고 있는 것이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2018년 1~9월의 곡물비육 쇠고기 사육두수가 도축두수 비중은 

36%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2017년 40%보다 하락하였지만, 과거 최고의 곡물비

육 쇠고기 사육두수를 배경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곡물비육 쇠고기 수출물량도 증가 경향에 있다. 2017년에

는 50개국 이상에 27만 톤(전년 대비 4.7% 증가)이 수출되었다(그림 13). 주요 수

출 파트너 국가는 일본, 한국 및 중국인데, 이 3개국에서 곡물비육 쇠고기 수출물

량의 85%를 차지한다. 또한, 일본은 곡물비육 쇠고기 수출 물량의 50% 이상을 차

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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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곡물비육우 수출량 추이

또한, 2018년 1~9월의 수출량은 곡물비육 쇠고기 도축두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약 23만 톤(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약 12만 

톤, 8.4% 증가), 한국(약 4만 톤, 13.5% 증가) 및 중국(약 3만 톤, 87.9% 증가) 등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크게 늘고 있다. 

호주에서는 ‘와규 유전자 교배비율이 50% 이상인 것’을 Wagyu로 부르고 있다. 

호주 Wagyu협회에 따르면, 2018년 호주 Wagyu 종부 개체 수는 약 37만 두로, 

2014년 17만 두보다 약 2배 증가하였다. 호주 Wagyu협회는 2022년에는 Wagyu 

종부두수가 76만 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따르면, 2017년 호주 

Wagyu 도축두수는 약 10만 두로 곡물비육우 도축두수 260만 두의 약 4%를 차지

한다. 2020년에는 호주 Wagyu 도축두수는 약 25만 두까지 증가하여, 곡물비육우 

도축두수가 320만 두 정도까지 증가할 경우 약 8%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호주 Wagyu 사육두수 증가에 의해, 호주 Wagyu의 비육기간은 일반적인 육용

우 비육기간보다 크게 길기 때문에, 곡물비육장에서 사육기간이 긴 것도 곡물 비

육 비육우 사육두수가 증가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호주 Wagyu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호주 국내에서는 호주 Wagyu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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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고 있다. 호주 Wagyu 생산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NSW주에서는 

1차산업부(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이하 DPI16)) 주도하에 호주 

Wagyu의 수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주요 수출 상대국의 요구를 생산자가 이해

하기 위한 수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DPI에 따르면, 향후 예상되는 

호주 Wagyu의 생산 증가에 따라 수출 상대국 소비자의 요구 등을 호주 Wagyu 생

산자 자신이 이해하고, 각각의 생산에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수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전 연수, 현지 조사, 팔

로 업 연수 세 가지로 나뉘며, 현지 조사에서는 호주 Wagyu 생산자가 중국 상하

이와 대만 타이베이로 가서, 호주 Wagyu 수입업자 인터뷰와 시장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 프로그램의 실시에 의해 업계단체나 참여 생산자들은 호주 Wagyu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신하였을 뿐 아니라, 과제와 개선점 등 다양한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 것이다. 또 NSW주 정부는 지역의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2017

년부터 2018년까지 호주 Wagyu 생산자의 하나에 330만 호주 달러(2억 6,730만 

엔=28억 665만 원)의 투자를 실시하는 등, 호주 내에서 호주 Wagyu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4. 호주 wagyu 생산농가의 방목 모습

16) NSW주 DPI 웹사이트(www.dpi.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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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의 쇠고기 수출 환경 

(1) 무역협정 체결 상황 

호주는 2019년 1월 시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이외에 개별적으로 19개

국과 11가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표 5, 6, 7). 미국 및 칠레와의 자유무역협

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시아권 국가와의 협정이다. 

표 5. 호주의 무역협정 체결 상황(기 발효 중인 협정)

명칭 발효년도 비고

호주ㆍNZ 경제관계 긴밀화 협정 1983 -

호주ㆍ싱가폴 자유무역협정(SAFTA) 2003 -

호주ㆍ미국 자유무역협정(AUSFTA) 2005 -

호주ㆍ태국 자유무역협정(TAFTA) 2005 -

호주ㆍ칠레 자유무역협정(ACI-FTA) 2009 -

ASEANㆍ호주ㆍNZ 
자유무역협정(AANZFTA)

2010
참가국: 호주, 뉴질랜드, 부르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
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호주ㆍ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MAFTA) 2013

호주ㆍ한국 자유무역협정(KAFTA) 2014

호주ㆍ일본 경제제휴협정(JAEPA) 2015

호주ㆍ중국 자유무역협정(ChAFTA) 2015

TPP11협정(CPTPP) 2018
참가국: 호주, NZ, 일본, 부르나이, 캐나다, 칠
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폴, 베트남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인용.

표 6. 호주의 무역협정 체결 상황(미발효, 합의 완료 중인 협정)

명칭 발효년도 비고

태평양 경제관계 긴밀화 협정
(PACER plus)

2017합의
참가국: 호주, NZ 및 8개 태평양제도제국(쿡
제도, 킬리바스공화국, 나울공화국, 니우에, 사
모아독립국, 솔로몬제도, 통가왕국, 투발)

호주ㆍ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제휴협정(IA-CEPA) 

2018합의 -

호주ㆍ페루 자유무역협정 2018합의 -

호주ㆍ홍콩 자유무역협정 2018합의 -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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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호주의 무역협정 체결 상황(교섭 중인 협정, 2019년 2월 기준)

명칭 비고

호주ㆍEU 자유무역협정 -

호주ㆍ걸프만 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GCC) 자유무역협정

참가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
이트, 오만, 바레인

호주ㆍ인도 포괄적경제협력 협정 -

환경물품에 관한 협정 -

호주ㆍ태평양동맹 자유무역협정 호주, 콜롬비아, 칠레, 페루, 멕시코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제휴협정(RCEP)
참가국: NZ, 일본, 중국, 호주 및 ASEAN제국(부르나이, 캄
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
가폴, 태국, 베트남)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TISA) 참가국: WTO가입 23개국(EU 28개국은 1개 국가로 카운트)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인용.

(2) TPP11협약 참가국에 대한 쇠고기 관세율 등 

호주는 TPP11협정의 발효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캐

나다, 멕시코 및 페루에 새로운 시장접근을 얻게 된다. 또 최대 쇠고기 수출 대상

국인 일본은 호주ㆍ일본 경제연계협정(이하 호ㆍ일 EPA) 이상으로 관세율이 줄어

든다.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NZ), 싱가포르 및 베트남으로 수출

되는 쇠고기에 관한 관세는 이미 체결이 끝난 무역협정에 의해 면세였다. TPP11협

정에 근거하여 일본, 캐나다, 멕시코 및 페루에 대해 쇠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율 

및 관세물량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 

일본은 호주에서 쇠고기 및 우설(牛舌, 牛タン, 소 혓바닥 고기)이나 횡격막근 

고기(ハラミ) 등 소 내장고기의 최대 수출국이다. TPP11협정이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면서 2018년 12월 30일~2019년 3월 31일 일본 쇠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율

은 냉장 쇠고기는 27.5%로 호ㆍ일 EPA보다 약간 낮지만, 냉동 쇠고기는 호ㆍ일 

EPA에 따른 관세가 26.9%로 TPP11협정에 근거하여 관세율보다 낮아, 호ㆍ일 

EPA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된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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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TPP11 협정 발효 후 일본 수출용 쇠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율, 관세 쿼터

호ㆍ일 EPA TPP11협정

품목, 
관세
코드

냉장0201 냉동0202
품목 관세

코드

냉장 0201, 냉동 0202

관세율(%)
SG발효기준
(단위:톤)주2 관세율(%)

SG발효기준
(단위:톤)주2

관세율
(%)

SG발효기준
(단위:톤)주3

SG발효시 
세율(%)주3

2018.4 29.3 136,700 26.9 201,700 2018.12 27.5 147,500 38.5

2019.4 28.8 138,300 26.7 203,300 2019.4 26.6 601,800 38.5

2020.4 28.2 140,000 26.4 205,000 2020.4 25.8 613,600 38.5

2021.4 27.6 141,700 26.1 206,700 2021.4 25.0 625,400 30.0

2022.4 27.0 143,300 25.8 208,300 2022.4 24.1 637,200 30.0

2023.4 26.4 145,000 25.6 210,000 2023.4 23.3 649,000 30.0

2024.4 25.8

(주2)

25.3

(주2)

2024.4 22.5 660,800 30.0

2025.4 25.3 25.0 2025.4 21.6 672,600 30.0

2026.4 24.7 24.1 2026.4 20.8 684,400 30.0

2027.4 24.1 23.2 2027.4 20.0 696,200 30.0

2028.4 23.5 22.3 2028.4 18.1 702,100 20.0

2029.4

이하 
같음

21.3 2029.4 16.3 708,800 20.0

2030.4 20.4 2030.4 14.5 713,900 20.0

2031.4 19.5 2031.4 12.6 719,800 20.0

2032.4

이하 
같음

2032.4 10.8 725,700 18.0

2033.4
2033.4월 

이후
9.0

전년도 SG
발효 기준+
11,800톤

전년도 
세율보다 

1%씩 삭감

주 1: 세이프가드(SG) 발동시에는 MNF세율(38.5%)이 적용됨.

   2: 양국간 조정 교섭 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10년째 발효기준이 적용됨.

   3: 2032년 4월 이후에는 SG가 발동되면, 다음 연도에는 SG 발동 시 세율을 삭감하지 않음. 4년간 SG 발동이 

없으면 종료.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TPP에 있어서 중요 5개 품목 등의 교섭 결과', DFAT

  

또, 우설이나 횡경막근 고기 등 소 내장고기에 대해서는 첫 해부터 호ㆍ일 EPA

보다 낮은 관세율이 되는 데, 우설은 11년 만에 횡경막근 고기 등 소 내장고기는 

13년 만에 철폐된다. 

나. 캐나다 

호주는 캐나다와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맺지 않고 있지만, WTO협정에 근거하

여 캐나다에 대해 3만 5,000톤 분의 면세 쿼터를 가지고 있다. 2017년 캐나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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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쇠고기 수출물량은 약 2만 톤으로, 수량 기준으로는 8번째 수출시장 국가

이다. 

캐나다로 수출되는 쇠고기는 대부분 냉동 가공용 쇠고기이다. TPP11협정이 발

효될 경우, 면세 쿼터 밖의 쇠고기에 관한 관세율 26.5%는 11년 만에 철폐된다(표 

9). 

표 9. TPP11 협정 발효 후 캐나다 수출용 쇠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율

품목, 관세율
냉장 0201, 냉동 0202

관세율(관세상당 외의 2차 세율) (%)

발효 전 26.5

2018년 12월 30일, 31일 24.0

2019년 21.6

2020년 19.2

2021년 16.8

2022년 14.4

2023년 12.0

2024년 9.6

2025년 7.2

2026년 4.8

2027년 2.4

2028년 철폐

자료: DF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인용.

다. 멕시코

호주는 멕시코와도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맺지 않았다. 2017년 멕시코 쇠고기 

수출물량은 1,000톤 정도로 적지만, 멕시코는 소 내장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기 때

문에 멕시코용 소 내장고기의 수출이 많다. 2017년에는 금액 기준으로 약 300만 

달러(3억 3,000만 엔=34억 6,500만 원: 1미국 달러=110엔=1,155원) 정도의 소 내

장고기가 수출되었고, 호주로서는 15번째 수출시장 국가이다. 

TPP11협정 발효에 따른 쇠고기에 관한 관세는 10년 만에 철폐되면서, 소 내장

고기에 관한 관세는 냉동 횡경막근 고기 및 인사이드 스커트17)를 제외하고 즉시 

철폐된다(표 10). 또한 냉동 횡경막근 고기 및 인사이드 스커트에 관한 관세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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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만에 철폐된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멕시코는 연간 186만 톤으로 많은 쇠고기를 소비하였으

며, 대부분 자국의 생산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연간 20만 톤 정도의 쇠고기를 수

출하고, 연간 13만 톤 정도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국내의 상승하는 쇠고기 소매가격 억제 및 쇠고기 수입 상대국의 

다양화를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연간 

20만 톤의 면세 쿼터를 두고 있다(북미자유무역협정18)으로 이미 멕시코 수출용 쇠

고기 수출이 면세인 미국 및 캐나다는 제외). 수입 상대국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멕

시코에 TPP11협정으로 관세가 내리게 되는 호주는 그 선택 사항의 하나가 될 전망

이며, 호주에서 멕시코용 쇠고기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표 10. TPP11 협정 발효 후 멕시코 수출용 쇠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율

품목, 관세율
냉장 0201 냉동 0202

관세율 (%) 관세율 (%)

발효 전 20.0 25.0

2018년 12월 30일, 31일 18.0 22.5

2019년 16.0 20.0

2020년 14.0 17.5

2021년 12.0 15.0

2022년 10.0 12.5

2023년 8.0 10.0

2024년 6.0 7.5

2025년 4.0 5.0

2026년 2.0 2.5

2027년 철폐 철폐

자료: DF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인용.

17) 쇠고기 부위의 하나로 횡경막 기부(基部)에 있는 ｢복횡근(腹横筋)｣을 의미한다. 갈비살(バラ肉)의 내

측・횡격막의 횡부분으로, 외측 갈비(バラ)의 내측에 위치하는 부위이다.(출처: (일어)비프팬스: 

https://beef-fans.com/insideskirt/#toc2)

18)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 등 북미의 

3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정식 발효되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이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며 2017년 8월 상대국들과 재협상을 시작했고, 발효된 지 24

년 만인 2018년 9월 30일 새롭게 합의한 무역협정을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라고 명명하였다.(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961&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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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페루 

호주는 페루와도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맺지 않고 있지만, 2018년 2월에 2개

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서명을 한 상태이다. TPP11협정에서는 쇠고기에 

관한 관세가 철폐되려면 11년이 걸린다. 호주와 페루 간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미

발효 상태이지만, 5년째에 관세가 철폐된다면 쇠고기에 관한 관세는 2개국 간 자

유무역협정 쪽이 유리하다. 다만 2017년 페루로 수출한 쇠고기 수출 실적은 4톤으

로 매우 적은 물량이다. 

(3) TPP11협정 평가 

호주는 TPP11협약 참가국에 대한 농축산물 수출액이 연간 120억 호주 달러

(9,720억 엔=1조 206억 원)에 이르며, 호주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의 23% 정도를 

차지한다. TPP11협정 발효로 55억 호주 달러(4,455억 엔=4조 6,777.5억 원) 이상

에 상당하는 과세 대상 농축산품 수출로 유리한 수출 조건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이 가운데에서도 수출금액 비중이 큰 쇠고기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일본을 대상으로 호ㆍ일 EPA 이상의 관세 삭감을 따낸 것이 큰 성과라

고 말한다19). 또한, 일본을 위한 소 내장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철폐, 캐나다 쇠고

기 수출에 관한 관세철폐, 멕시코용 쇠고기 및 소 내장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철폐

가 또 다른 커다란 성과로 보고 있다. 

업계단체들도 대체로 TPP11협정 발효를 환영하였다. 업계단체들도 호주의 최대 

쇠고기 수출 대상국인 일본의 관세감축과 캐나다, 멕시코 등 새로운 국가에 대한 

시장접근 조건을 획득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의 현지조사에서 TPP11협정에 관해서 물어

본 의견의 대부분은 정부나 업계단체의 의견과 비슷하였다. 반면, 업계단체에서는 

일본과 미국과의 무역협상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본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얼마나 미국에 대

해 유리한 조건을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호주산 쇠고기 수출에 미치는 영

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19)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의 성명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의 

｢해외정보｣ 2018년 10월 31일 발표, ‘TPP11, 12월 30일 발효’를 참조 할 것.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3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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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 NZ가 일본시장에서 관세 측면에서 호주와 같은 

조건이 됨으로써, 이들 국가에서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

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아직 적고, 호주산 쇠고기 공급망이 구

축되면서 호주산 쇠고기의 위협이 될 정도로 양국의 일본행 쇠고기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한편, 2018년 5월 호주정부 당국과 일본산 신선 쇠고기 수출 조건이 체결되었

다. 이에 따르면, 17년 만에 일본에서 호주 쇠고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드니 근교에서 일본산 와규20) 판매

에 주력하는 오사와 기업(OSAWA ENTERPRISE)을 방문하였다. 

이 회사는 육류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정육으로 구매

하여 슬라이스 및 패킹하고, 살코기 상태에서 외식점이나 소매점에 판매하고 있

다. 조사 시점에서는 일본산 와규 월 취급물량은 400kg 정도로, 메인 판매 상재료

(商材料)인 호주산 Wagyu의 월간 물동량 25톤 정도와 비교하면, 수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이 회사에서는 고베비프21) 등 유명 

브랜드 쇠고기 수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동량 증가가 전망된다. 

주요 판매처는 정육점을 비롯한 식당이며,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경영하는 가게

에서 수요가 강하다는 것이다.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중국인 사이에서도 

훠궈22)(현지에서는 핫포트로 부름)가 인기를 끌고 있어, 훠궈용 일본산 와규 슬라

20) 화우(和牛). 오늘날 일본 재래종에서부터 순수 육용종으로 개량되어 사육되고 있는 일본산 육용종을 

총칭하는 것이다. 화우가 어디로부터 도래하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학설은 없으나, 아시아 대륙에서

부터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갔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화우에는 현재 4종류의 품종

이 있는데, 흑모화종(黑毛和種), 갈모화종(褐毛和種), 무각화종(無角和種), 일본단각종(日本短角種)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흑모화종이 가장 대표적이어서 전 화우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흑모화우는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일본 재래종 미시마소(見島牛)에서 기원한

다. 원래는 역용이 주 사육목적이었으나,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쇠고기가 식생활에 이용되면서부터 

역육겸용종(力肉兼用種)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품종의 피모색은 흑갈단색이며, 짧고 작은 뿔이 

있다. 체격은 소형종에서는 큰 편으로서, 성숙한 암소의 체중은 420kg이고, 수소의 체중은 700kg이

다.(출처: 네이버카페 미트샾: https://cafe.naver.com/meatshop/2246)

21) 고베비프(神戸beef)는 효고현(兵庫県)에서 생산된 타지마우시(但馬牛）라는 흑모화종(黒毛和種)에서 

얻은 지육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타지마소(但馬牛)의 명칭에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쇠고기 브랜드명이다. 예전의 정식명칭인 고베육(神戸肉)에서 일반에게는 고베 소(神戸牛)로 불렸다. 

일본 3대 화우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는 유럽 등을 중심으로 지명도가 

높고, Kobe Beef로 알려져 있다.(출처: (일)프리백과사전, �위키페디아(Wikipedia)�)

22) 중국식 샤브샤브(火锅). 중국식 샤브샤브의 특징은 펄펄 끓는 육수로 만든 탕에다가 육류, 해물, 채

소, 면류 등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집어넣는다는 점이다. 탕은 색깔에 따라 흰색과 노

란색 두 가지가 있다. 흔히 두 가지 탕을 함께 주문하는 원앙(鴛鴦) 스타일이 일반적이다. (출처: 네

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78315&cid=48179&categoryId=4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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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가 잘 팔린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산 와규 판매가격은 호주산 Wagyu의 3~5배, 통상 호주산 쇠고기의 

5~6배로, 가격이 높다는 점이 판매상의 과제이다. 또, 일본산 와규에 익숙하지 않

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평가는 기름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으며, 좀처럼 

리피터와 연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검역에 시간이 걸리고 수

중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짧아 판매하기 어렵다는 과제도 있다고 한다. 

일본산 와규에 대한 이해가 없어 고객으로부터 통상 호주산 쇠고기에 비해 로스

가 너무 크다는 클레임도 있다며, 이 회사 대표이사인 오사와 씨는 일본산 와규 판

매확대를 위해서는 호주사람들에게 일본산 와규의 차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고 말한다(사진 5, 6). 

사진 5. 호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고시마산 화우 

사진 6. 일본산 화우의 서로인(아래)와 

호주산 wagyu 서로인(위) 비교

오사와 대표는 주부가 가정에서 와규 조리방법 소개를 받는 등 와규에 적합한 

먹는 방법을 침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사와 씨는 조금이라도 화우

를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과 SNS 등을 활용하거나, 쇠고기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컷팅 방법 등을 지도하는 동영상을 자신이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등 일본산 와규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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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의 최근 소 사육두수 및 가격 동향과 향후 전망 

2019년 3월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이하 ABARES) 주최로 개최되었던 농축

산물 아웃룩 대회에서는 쇠고기에 대한 수급 현황과 전망이 발표된 바 있다. 

ABARES에 따르면, 2018/19년도 소 도축두수는 가뭄에 의해 암소를 중심으로 도

태가 증가하면서, 841만 5,000두(전년도 대비 6.3% 증가)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

로 보았다(표 11).

표 11. ABEARS의 호주 쇠고기 수급 전망

구분
2016/17

년도
2017/18

년도

2018/19
년도

(잠정치)

2019/20
년도

(예측치)

전년대비 
증감율
(%)

소 총 사육두수 (백만 두) 26.2 26.4 24.8 23.5 - 5.4

그 중 육용우 사육두수 (백만 두) 23.6 23.8 22.4 21.1 - 5.8

소 도축두수 (천 두) 7,423 7,913 8,703 8,410 - 3.4

쇠고기생산량 (천 톤) 2,069 2,238 2,352 2,259 - 3.9

쇠고기수출량 (천 톤) 991 1,122 1,222 1,160 - 5.0

그중 중국수출 104 140 228 290 26.9

미국 수출 204 309 302 270 - 10.7

일본 수출 274 235 241 200 - 17.0

한국 수출 179 169 189 125 - 33.8

생우수출두수 (천 두) 817 885 1,125 1,065 - 5.3

육우거래가격 (천 센트/kg) 535 452 446 500 12.1

주: 2016/17년도만 ABEARS 주최 아웃룩 대회(2019년 3월 개최) 시 제시한 실제치이며, 이후는 ABEARS의 최근 

발표치임.  

자료: ABEAR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

2019년에도 호주에서는 심각한 가뭄이 계속되고 건조한 상황이 산불로 이어지

는 등 피해가 크며, 설상가상으로 소 주산지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홍수가 발

생하였다. 이에 최근의 육용우 수급 및 가격 상황에 대해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

다. 

아웃룩 당시 2018/19년도 쇠고기 생산량은 비교적 체중이 가벼운 암소 도축 증

가에 따라 1두당 도체중 저하가 예상되므로, 도축두수 증가분을 일정 정도 상쇄하

고, 231만 7,000톤(동 3.5% 증가)으로 약간 증가를 전망하였는데, 이후 발표된 잠

정치는 235만 2,000톤으로 35,000톤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외의 항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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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발표 아웃룩 발표치와 최근의 실제치 및 잠정치ㆍ예측치에 다소 차이

가 있다. 

도축두수가 증가하면서 2019년 6월 소 사육두수(젖소 포함)는 2,550만두(전년 

대비 1.2% 감소)로 2000년 이후 2번째로 적은 두수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

다. 

쇠고기 수출물량은 쇠고기 생산량 증가에 따라 117만 5,000톤(전년도 대비 

4.6% 증가)으로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2019/20년도 이후에는 가뭄에서 회복할 경우에는 축군 확대를 위해 암소를 중

심으로 보류가 확대되어, 도축두수 및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축군 재구축에 의해 소 사육두수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가뭄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과거 최고 사육두수를 기록한 곡물비육 쇠고기가 높은 사료가격, 비

육용 송아지(肥肉素牛) 가격 상승, 비육용 송아지 감소 등으로 증가는 예상되지 않

는다. 

ABEARS는 2019/20년도에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소 사육두수가 1990년대 

초반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쇠고기 생산량은 2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상회하였다. 호주통계국(ABS)에 따

르면, 2019년 10월 성우 도축두수는 퀸즈랜드 주 및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발생

한 가뭄으로 인해 암소를 중심으로 도태가 증가하면서 76만 7,600마리(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도축두수 내역을 보면, 숫소는 33만 

9,000마리(0.8% 감소), 암소는 42만 8,400마리(23.6% 증가)였다. 도축두수 전체

에서 차지하는 암소의 비율은 55.8%로 11개월 연속 50%를 웃돌았다.

두당 도체중은 284.2kg(0.5% 감소)으로 조금 감소하였지만, 동월 쇠고기 생산

량(지육기준)은 21만 8,145톤(10.9% 증가)으로 2개월 연속 전년 동월을 넘어섰다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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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쇠고기 생산량 등 추이 

ABARES는 2019년 12월 10일 ‘Agricultural Commodities’에서 2019/20년도

(7월~이듬해 6월) 쇠고기 수급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 전망은 분기에 1번 공개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9/20년도 소 총사육두수는 그동안 가뭄의 영향에서 축군을 축

소시키기 위해서 암소를 중심으로 도태를 계속, 2,350만 두(전년도 대비 5.4% 감

소)로 다소 감소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 

총사육두수 감소로 소 도축두수는 841만 두(3.4% 감소), 쇠고기 생산량은 225만 

9,000톤(3.9% 감소)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쇠고기 수출 물량은 쇠고기 생산량의 감소로 116만 톤(동 5.0% 감소)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수출 대상국별로 보면, 중국 수출 물량이 지난 전망

(2019년 9월)보다 상향 조정되었다. 그동안 호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던 일본

과 순위가 바뀌어, 2019/20년도에는 중국이 최대의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2019년에는 쇠고기 거래가격이 호주 국내에서는 안정되었지만, 국제가격은 급

상승하고 있다. 호주의 육우거래 가격은 아시아 지역에서 ASF(아프리카 돼지열

병)가 발생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돼지고기 공급 부족에 의해 세계적으로는 돼

지고기 수요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대신 쇠고기로 육류 

수요가 대체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쇠고기 1kg당 500호주 센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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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상승, 1호주 달러=79엔 기준, 395엔=4,147.5원)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

할 전망이다.

MLA는 2019년에는 극심한 가뭄에 따라 심각한 사료 부족과 이용 가능한 수자

원 감소로 축군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업계가 경험한 적도 없는 해인 것

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강한 수요로 쇠

고기 가격은 안정된 수준이었다. 육우 거래가격의 지표가 되는 EYCI 가격은 가뭄

에 따라 목초 상태가 악화되면서 목초비육업자의 수요가 줄어들어, 3월 12일에 도

체중 1kg당 385호주 센트(304엔=3,192원)로 2014년 12월 이후 최저가가 되었지

만, 빅토리아 주에 내린 강우에 의해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고, 몇 주 안에 500호주 

센트(395엔=4,147.5원)를 넘었다(그림 15). 

그림 15. 최근 EYCI 가격 추이

2019년 7월의 강우에 의해 8월에는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그리고 11월에도 국

제 수요가 커지면서 쇠고기 가격이 약간 상승하였지만, 500호주 센트 안팎에서 안

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19년 12월 18일 가격은 483 호주 센트(382엔=4,011원)

를 기록하였다.

또한, 국제시장의 중요한 지표인 대미 가공용 쇠고기가격(90CL, FAS23))은 11

23) 90CL(케미칼린)은 적육률(赤肉率 90%의 가공용 쇠고기 벌크 팩, FAS는 호주의 항구의 선측도(船側

渡) 가격이다. 선측도 가격이란 price of alongside the ship으로, 본선인도가격이라고도 한다.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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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kg당 968호주 센트(765엔=8,032.5원)로 정점에 이르며, 그 뒤에도 928호주 

센트(733엔=7,695.5원)로 기록적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6. 맺음말 

호주에서는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였으며, 홍수와 산불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암소를 중심으로 

성우 도축두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곡물비육 쇠고기 수요에 따른 곡물비육장 

사육두수는 과거 최고를 기록하면서, 곡물비육 쇠고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호주를 포함한 환태평양 11개국간의 협정인 TPP11협정이 발효되었으나, 

향후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TPP11협정에 근거한 관세율 측면

에 서도 일본과 호주의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한 기존의 관세율과 크게 달라지지 않

기 때문에, 호주의 쇠고기 수출입량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에는 

어렵다. 

더욱이 일본 화우의 호주 수출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TPP11과 같은 

국제 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한우고기 수출의 

확대 가능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을 통해 호주의 쇠고기 생산은 잦은 가뭄 등의 경험을 거쳐, 곡물비육장이 

가뭄의 영향을 완화하는 리스크 헤지 기능으로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일본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곡물비육 쇠고기는 호주 국내 소매업체의 

수요 증가와 한국, 중국 등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수요 증가에 따라 곡물비육장 사

육두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발송처와 비육일수 등을 다양화하는 모습을 확인하였

다. 

현재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가뭄의 영향을 받아 엄청나게 늘었지만, 향후 기

상조건이 회복될 경우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이나 

일본으로의 수출량도 향후 감소할 수 있다. TPP11협정 발효, 단기적으로는 호주ㆍ

이 접안되어 있는 육지 부두와 접한 선박의 부분이나 선박과 접한 육지부분. 해운실무에서는 화물

이 선측으로 넘어왔을 때 또는 선측에서 넘어갈 때 누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는지에 따라 가격조

건이 결정되며, 그러므로 ‘선측’은 가격조건의 분기점이 된다.(출처: 선박항해용어사전, https://term

s.naver.com/entry.nhn?docId=2428631&cid=42329&categoryId=4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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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PA에 따른 관세율과 큰 차이가 없어, TPP11협정에 의한 관세율 삭감보다 

가뭄으로 인한 쇠고기 생산에 영향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가 대일 수출물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미국의 무역협상의 향방, TPP11협정 발효 후 캐나다 및 NZ의 일본 쇠고

기 수출 동향,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호주산 쇠고기 수요 동향 등, 향후 일본의 호

주산 쇠고기 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다. 한국과 일본의 안

정적인 쇠고기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들 동향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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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원유(原乳)생산을 둘러싼 현황과 

향후 전망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서론

호주는 한국과 일본에게 치즈, 탈지분유 등 주요 유제품의 안정적인 수입처가 

되는 국가로, 호주의 원유생산 동향은 우리나라나 일본 등의 유제품 수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호주의 유업계는 2015/16년도 후반 당시 최대였던 머레이 고울번(Murray 

Goulburn, MG)사의 이례적인 유가 인하를 계기로 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된 이후, 

이 회사를 비롯한 많은 업체와 공장이 인수 또는 폐쇄되는 등 업계가 재편되는 격

동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한 호주 우유 산업의 어려움에 대해 살

펴보고, 호주의 낙농의 개황 및 우유ㆍ유제품 생산, 소비 및 수출 동향을 살펴본

다. 이를 근거로 호주 유업계의 현황을 2019년 9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ALIC) 

조사단의 호주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 중 환율은 1호주 달러=76엔(2019년 11월 말일 TTS 레이트, 1엔=10.5원)

을 적용하였다. 또한, 년도는 7월~이듬해 6월까지이며, 주명 약칭에 대해서는 

<그림 1>과 같이 표기한다.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豪州における生乳生産を取り巻く現状と今後の見通しについて’, ｢축산

의 정보｣ 2020년 1월호를 기초로 하여 필자가 수정ㆍ보완 및 재편집 그리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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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호주의 행정 구분

2. 낙농을 둘러싼 상황

(1) 원유 생산량 추이

원유 생산량은 1990년대부터 2000년경까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제품 수출 

증가 등을 배경으로 증가했지만, 2002/03년도 이후에는 거듭된 가뭄과 생산자 감

소에 따른 감소 경향으로 전환되었다.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S)에 따르

면, 최근 2018/19년도에는 880만 킬로리터(이하 kl, 전년도 대비 6.9% 감소)로 감

소하여, 23년 만에 900만 kl를 밑돌았다(그림 2). 이는 2018년 1월부터 이어진 가

뭄으로 대부분의 생산자가 젖소의 도태를 늘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농후사료 급

여량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26

그림 2. 원유 생산량과 두당 유량 추이

한편, 두당 유량은 지난 30년간 젖소의 개량과 농후사료의 급여량 증가로 인해 

1.7배 정도 증가하였고, 2015/16년도에는 6,000리터(이하 l)를 넘어섰다. 그러나 

원유 생산자가 농후사료 급여량을 줄인 2018/19년도에는 5,983 l로 미묘하게 감소

하였다.

(2) 가뭄 상황과 주요 생산 주에 미친 영향

호주에서는 2018년 1월 이후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뉴사

우스웨일즈주(NSW주), 퀸즈랜드주(QLD주) 및 빅토리아주(VIC주) 등에서 광범위

하게 가뭄이 발생하였다(그림 3).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원래 반건조 지

대2)가 많은 호주에서는 부분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가뭄이 발생하지만, 이렇게 

가뭄이 광범위에 이른 적은 매우 드물다. 20년 만에 찾아온 심각한 가뭄이라고 할 

정도이다.

2) semi-arid zone(半乾燥地帶). 건조 지대와 습윤 지대의 중간 지대. 해마다 강수량의 변동이 심하다. 

비가 많이 내린 해는 수분이 과잉되지만, 비가 적게 내린 해는 심한 물 부족으로 관개하지 않는 한 

농작물의 경작이 불가능하다.(출처: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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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호주의 강우 부족 상황 

호주의 대부분의 낙농부문 생산자는 방목의 형태를 도입하고 있다. 때문에 목초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나 목초지에 관개를 도입하기 위해 하천 근처에 입지하

는 것이 중요하다. 호주의 낙농 주산지인 VIC주나 NSW주에서는 주 경계를 흐르

는 머레이강 주변에서 관개를 이용한 낙농경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번 가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다.

게다가 관개에 이용되는 물은 낙농뿐만이 아니라, 과수 등 그 외의 작물생산과

도 경합되어 물(관개수) 거래가격(취수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 곡물생

산의 중심지가 가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재의 가격급등이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이농과 젖소 도태3)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호주 전체의 약 60%의 원유 생산을 담당하고 있

는 VIC주 중에서도 특히 가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북부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

고 있다(그림 4, 5).

3) 호주에서는 가뭄이 발생하면 이용할 수 있는 목초가 적어질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곡물이나 건

초 생산량도 감소하여 사료가격이 급등한다는 점, 관개 이용지역에서는 취수가격이 상승하는 등에 

따라 낙농 생산비용이 상승함으로써, 생산자는 필요 이상으로 젖소를 비롯한 경산우를 도태하여 수

익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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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별 원유 생산 비율(2018/19년도)

그림 5. VIC주의 지역별 원유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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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기상 조건 악화에 따른 생산자 경영 악화

2018년∼2020년 초까지 호주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생산자와 유업체 모두 경영

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먼저, 유업체부터 보면4), 2018년 가뭄에 의해 경영이 어려워지자 당시 호주 최

대 유업체인 머레이 고울반 사(Murray Goulbarn 사, 이하 MG사)는 2018년 10월 

20일에 2016/17년도 집유량이 전년도 보다 약 2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

하면서, 집유량 감소는 낙농가의 폐업이나 납유처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하

였다. 이와 함께, 남동부 지역에 2018년 9월에 내린 폭우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낙농 주산지인 빅토리아 주(VIC 주) 내에서도 MG사의 주요 집유지역인 북부지

역에서 보조사료 급여나 관개시설 도입에 적극적이며, 원유생산량이 2018년 8월

에는 전년 동월대비 17%나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9월 이후에도 폭우로 인한 목초

생육 불량으로 생산량 감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G 사는 지난 10월 27일, 2016/17년도(2016.7~2017.6월)의 남부지역 생산자 원

유가격을 유고형분 1kg당 4.86 호주달러(369.4엔=3,878.3원)로 조정하고, 금년도 

최종 원유가격 전망치5)도 4.95 호주 달러(376.2엔=3,950.1원)로 인상한다고 발표

하였다. 2018년 10월 20일에 2018년 최종 원유가격 전망치를 4.70 호주 달러(357.2

엔=3,750.6원)로 인하한 직후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인상하는 셈이 된 것이다.

표 1, MG사의 2016/17년 생산자 지불 유가 추이
단위: 호주 달러

유가 연도 추정 유가 개정의 배경

연도 당초 4.45 4.80 국제 시황 악화

2018년 9월 13일 개정 4.60 4.88 유제품 국제가격 회복

2018년 10월 20일 개정 유지 4.70 국제시황과 환율 상장 등

2018년 10월 27일 개정 4.86 4.90 긴급지원책 개정 등

주 1: 연도는 7월부터 다음해 6월.

   2: 단위는 유고형분 1kg당.   

자료: MG사, 일본 ALIC ‘해외정보’ 2016년 11월 4일자, ‘호주 MG사, 남부지역 낙농가 지원 위해 원유가격 인상 추진’

4) 일본 ALIC ‘해외정보’ 2016년 11월 4일자, ‘호주 MG사, 남부지역 낙농가 지원 위해 원유가격 인상 

추진’의 내용을 정리.

5) 호주에서 생산자 원유가격은 년도 초기에는 낮게 설정한 후, 년도 중에 몇 차례 인상하는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에 유업체는 통상적으로 연도말 최종 원유가격 전망치를 함께 제시한다. 조정된 원유가

격은 해당년도 납유량 전체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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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유가격 인상은 2단계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우선 2018년 10월 이후 납유

량에 대해 유고형분 1kg당 0.13 호주 달러(9.9엔=103.7원)를 인상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도말 시점에 MG사 납유농가의 2016년 7월 이후 납유량에 대해 추가로 

0.13 호주 달러를 더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MG사는 2018년 원유가격 인상으로 

5,000만 호주 달러(38억 엔=399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MG사는 2016년 5월에 실시한 긴급지원조치(Milk Supply Support 

Package)6)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고 발표하였다. 

1) 낙농가가 이 지원금을 수령한 후 MG사에 납유를 중단한 낙농가의 회수불능

액(3,180만 호주 달러(24억 1,680만 엔=253억 7,640만 원))에 대해서는 

MG사가 먼저 부담한다.

2) 2016.10~2017.6월까지 9개월 동안에는 농가 유대에서 공제를 중단한다.

3) 회수 기간을 6년 정도 연장함으로서 매월 공제액 부담을 경감시킨다.

현지보도에 따르면, 당시의 개선으로 MG사에 납유하는 낙농가들이 불공평하다

고 느꼈던 부분들이 해소되겠지만, 원유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집유량은 회복하

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다.

한편, 호주에서 2위의 집유율을 갖고 있는 폰테라7) 호주법인도 지난 10월 27일

에 MG사와 마찬가지로 생산자 원유가격을 유고형분 1kg당 5.00 호주 달러(380엔

=3,990원)에서 5.10 호주 달러(387.6엔=4,069.8원)로 인상하고, 2016/17년도 최

종 원유가격 전망치를 5.20 호주 달러(395.2엔=4,149.6원)로 인상한다고 발표하

였다. 유제품 국제가격 지표인 GDT(Global Dairy Trade)8) 입찰가격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26% 가까이 상승하는 등 유제품 국제가격이 회복세에 접어들

6) 이 긴급지원조치는 2016년 5월에 생산자 원유가격 인하와 함께 MG사가 발표한 것으로서, MG사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5/16년도의 최종 원유가격을 높여서 실제 낙농가 지급액을 유고형분 

1kg당 5.49 호주달러(417.2엔=4,381원)로 인상한 조치이다. 지원총액은 1억 8,300만 호주달러(139억 

800만 엔=1,460억 3,400만 원) 정도였는데, MG사는 이 지원금을 앞으로 3년 동안 농가에게 지급하

는 유대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형태로 회수한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 MG사에 납유를 중단함으로서 

회수가 불능하게 된 부분(지원금)에 대해서는 MG사에 남아 납유를 계속하는 낙농가들이 분담하도록 

하였다.

7) Fonterra. 뉴질랜드의 유명 낙농협동조합

8) 세계적으로 유제품 시장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다. 2008년부터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한 명성을 쌓

아왔다. 전 세계 기업들과 협력하여 낙농업 시장에 기초한 기준가격을 발견하고 새로운 거래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글로벌 낙농업 제품군은 전세계 낙농업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기 위한 

도구이며,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중 GDT 이벤트는 대량 유제품 재료 거래와 기준가격 발견을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경매이며, GDT 마켓플레이스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유제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다. GDT Insight는 낙농업 세계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안된 데이터 구

독 서비스이다.(출처: GDT 홈페이지: https://www.globaldairytrad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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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것도 원유가격 인상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폰테라 호주법인은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즈와 고영양 분유 등의 제품생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는 2018년 당시 가뭄으로 인해 어려워진 생산자 경영에 대해 살펴본다. 

ABARES에 따르면, 2018/19년도 육용우 경영, 양 경영, 곡물 경영 및 낙농경영

의 1경영당 현금소득(현금수입-현금지출)은 양 경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할 것

으로 전망하였다(그림 6). 

그림 6. 업종별 1경영당 현금소득 추이 

육용우 경영은 가뭄에 따라 출하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육우 거래가격 하락 

외에 사료가격 상승 등 비용증가로 수익을 압박하고 있다. 곡물 경영 역시 밀 및 

보리 거래가격이 상승하지만, QLD주 및 NSW주에서는 가뭄에 의해 생산량이 대

폭 줄어, 호주 전체 현금소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낙농경영은 가뭄에 의해 원유 생산량이 줄었고, 생산자 지불유가도 전년도에 비

해 별로 상승하지 않아 현금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사료가격 등 비용이 증가함

으로써 4개 업종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양 경영은 높은 새끼 양고기 가격과 양모가격을 배경으로, 4개 업종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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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일하게 현금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육용우 경영 1호당 현금소득을 지역별로 보면, 2018/19년도에는 WA주는 조금 

증가, VIC주는 전년도 수준인 한편, 가뭄의 영향이 큰 NSW주 및 QLD주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7).  

그림 7. 호주 주별 육용우 경영 1호당 현금소득 추이

곡물 경영 1호당 현금소득을 지역별로 보면, 2018/19년도는 좋은 날씨로 풍작이 

예상되는 WA주는 전년도 대비 44% 증가라는 커다란 증가가 예상되지만, 그 밖의 

주 모두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가뭄의 영향이 심각한 NSW주에서는 생

산량이 많이 줄어들어 현금소득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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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호주 주별 곡물 경영 1호당 현금소득 추이

낙농경영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낙농경영 1호당 현금소득을 지역별로 보면, 

2018/19년도에는 좋은 날씨를 배경으로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TAS주가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밖에 다른 주들은 모두 크게 줄었고, 가뭄의 영향이 

가장 큰 NSW주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30% 정도까지 감소하고 있다(그림 9).  

그림 9. 호주의 주별 낙농경영 1호당 현금소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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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한 수익을 확보한 지역이 있는 대신, NSW

주 및 QLD주를 중심으로 가뭄으로 인해 생산자 수익성이 매우 악화되어 하루 빨

리 기상조건 회복을 고대하고 있는 주도 있다.

4. 우유ㆍ유제품 소비 및 수출 동향

(1) 우유, 유제품 소비

호주의 인구는 이민 유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우유ㆍ유제품 소비량

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0). 1인당 치즈 소비량은 2017/18년도 시점에

서 일본의 약 6배, 버터의 소비량은 약 8배, 우유 소비량은 약 3배로, 일상적으로 

많은 우유ㆍ유제품이 소비되고 있다.

그림 10. 우유ㆍ유제품 소비량 추이

  

(2) 원유의 용도별 비율

원유의 수출 비율은 2000년경에는 약 60%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생산량의 부

진과 국내 수요증가 등으로 약 30%에서 40% 정도 감소하였다. 과거 5년간 이 정

도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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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내 및 수출별 원유 이용량과 수출 점유율 추이

  

최근 10년간의 원유의 용도별 이용 비율을 보면, 치즈, 음용유 및 기타 유제품

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2). 유제품 중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치즈

는 비율이 내려갈 듯 하면서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보이기는 한다. 수익

성이 낮은 전지분유용은 하락하고 있다.

그림 12. 원유 용도별 이용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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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유ㆍ유제품 수출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국내 소비량이 늘면서 유제품의 수출량은 

많은 품목이 보합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있다(그림 13). 다만, 음용유는 유일하

게 상승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온 보존이 가능한 롱라이프(LL) 우유9) 수출이 

중국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3. 우유ㆍ유제품 수출량 추이

금액 기준으로 일본은 오랫동안 호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지만, 2015/16년도

에 전지분유 수출이 대폭 증가한 중국에 추월되었고, 2018/19년도에는 중국 수출

금액이 일본의 약 2배까지 증가하였다(그림 14).

9) 저온 살균방법을 사용하는 냉장우유의 경우, 병원성 박테리아는 없어지기 때문에 음용하기에 안전하

지만, 우유를 상하게 하는 박테리아는 남아있기 때문에 꼭 냉장 보관이 필요하다. 롱라이프 우유는 

약 130~140도의 고온살균 방법으로 짧은 시간 가열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모든 박테리아를 죽이게 

된다. 때문에 우유를 상하게 하는 박테리아가 남아있지 않다. 냉장보관의 필요가 없어 더 저렴하게 

생산 가능하지만, 고온살균의 경우 우유의 맛 측면이나 색깔 측면에서 다소 변화가 있게 된다.(출처: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brenzio/2215268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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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우유ㆍ유제품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가. 치즈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유업체들은 한정된 원유에서 나오는 이익

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생산과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가장 수익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치즈는 일본 수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

고 있다(그림 15). 일본 수출량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내츄럴 치즈 중에서도 특

히 미들 팻 크림 치즈(middle fat cream cheese, 유지방분 45% 이상으로 버터의 

대체품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치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치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유업체

들은 치즈를 향후 주요 품목으로 보고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생산과 수출

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즈의 부산물인 유장(whey)10)의 수출 수요도 강해 치즈 증산에 따라 공

급능력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11))가 발생하

10) whey, 유장(乳醬, 乳漿) 또는 유청(乳淸)이라고도 함. 치즈를 만들 때 엉킨 젖을 거르고 남은 이 액

체에서 수분을 증발시켜 농축된 것을 농축유장(condensed whey)이라고 부르며, 건조시켜서 수분을 

제거시킨 것을 건조유장(dry whey) 또는 유장분말이라고 부른다.(출처: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4452&cid=50317&categoryId=50317)

11)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

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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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양돈사료로 수출되던 유장의 양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15. 치즈 수출 대상국별 수출량 추이

  

나. 버터

버터는 생산량의 80% 이상이 국내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는 증가하

고 있지만, 치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원유 구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버터 생

산은 부진하다. 이 때문에 수출 물량도 줄었고, 2018/19년도에는 5년 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으로 떨어졌다. 

한편 2018/19년도에는 대략 3만 톤을 주로 뉴질랜드(NZ)에서 수입하는 등 버터 

수입량은 최근 증가 경향에 있다. 2016/17년도에는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였

으며, 호주는 버터의 순수입 국가가 되었다. 이는 EU쿼터 제도 폐지에 따른 증산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

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우리나

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9년 

말 경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바 있으며, 2020년 2월 현재 양돈농장

에서의 발생은 없고, 야생 멧돼지에서만 발견되고 있다.(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kdic&query=ASF&oquery=%EC%9C

%A0%EC%9E%A5&tqi=UCoj3sp0Jy0ssmW5Tksssssst3R-4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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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외부수요 측의 영향과 원유 생산량 감소, 국내 수요증가 등 내적 수급요인이 크

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향후 호주의 버터 수

출 여력은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6).

그림 16. 버터 수출 대상국별 수출량 추이

다. 탈지분유

탈지분유는 수출량의 90%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다(그림 17). 특히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중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크게 늘고 있다. 

유지방 수요증가에 수반한 탈지분유의 세계적인 증산으로, 최근의 국제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아시아로부터의 수요 상승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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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탈지분유 수출 대상국별 수출량 추이

라. 전지분유

전지분유(육아용 조제분유 포함)는 최근 수익성의 저하로 생산량 및 수출 물량

과 함께 감소 추세를 보이고있다(그림 18). 2018/19년도에도 전지분유 생산량 4만 

7,000톤인데 비해 수출량은 5만 5,000톤으로 수출 물량이 생산량을 넘어섰다. 이 

부족분은 수입에 의해 보완되고 있는데, 2018/19년도는 6만 5,000톤의 전지분유

가 들어오면서 수입량은 증가 경향을 보이고있다.

그림 18. 전지분유 수출 대상국별 수출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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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생산의 감소분을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 정도의 수

출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버터와 마찬가지로 수출 여력은 적다.

마. 음용유

2018/19년도 음용유 수출량은 전년도에 이어 20만 kl를 웃돌았다. 음용유 생

산량 대비 수출 비중은 9%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LL우유를 중심으로 중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19). 

이어 동남아 등 콜드체인이 발달 되지 않은 나라에 수출은 향후에도 증가 추세

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요가 포화상태라

는 의견도 있어, 향후 동향은 중국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9. 음용유 수출 대상국별 수출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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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의 전망

(1) 원유 생산

ABARES가 2019년 9월에 발표한 수급전망에 따르면, 2019/20년도 원유 생산

량은 가뭄으로 인해 1마리당 유량이 5,946로 약간 감소하여, 전년보다 1.3% 밑돈 

868만 kl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20).

사료가격은 여전히 비싸지만, 최근 수 개월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물

(취수)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머레이 달링 분지 남부(머레이강 주변)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뭄이 발생하기 전인 2016/17년도와 비교하

면, 2018/19년도 평균가격은 약 16배나 상승하여 관개를 이용하는 VIC주 북부의 

생산자 생산비용을 압박하고 있다.

그림 20. 원유 생산량과 두당 산유량 전망

한편, 유업체들이 제시하는 높은 유가로 인해 목초 위주의 구입사료나 관개수 

등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생산자들의 생산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조건이 개선되면, 이제까지 퇴출되던 암소의 보류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현재의 높은 국내 쇠고기 가격이 2019/20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유 생산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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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간의 어려움 등으로 현금 흐름에 개선이 필요한 생산자는 계속 암소

를 퇴출할 것이다. 이는 우유 생산량 감소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전체적으로는 단기간에는 우유 생산이 크게 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

로는 우유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2) 유제품 국제가격 및 유제품 수출

ABARES에 따르면, 뉴질랜드(NZ), EU 및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이 약 1% 늘어 

세계의 유제품 생산의 성장은 2019/20년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NZ

의 생산량은 2018/19년도에 약 2% 증가하였는데, 2019/20년도의 높은 초기 유가

가 새로운 생산량의 증가를 촉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최근의 NZ달러 하락이 수

출 경쟁력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호주에 관해서는 2019/20년도의 유제품 생산량, 원유 생산량 감소에 따

른 모든 품목에 대해서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그림 21).

그림 21. 유제품 품목별 생산량 전망

또, 버터, 치즈, 전지분유 가격은 세계적인 생산량 증가와 수요 부진을 배경으로 

2019/20년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22). 특히 버터는 NZ 등의 공

급량 증가로 2017/18년 최고가격에서 2년 연속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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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유제품 국제가격 전망

반대로 2019/20년도의 탈지분유 가격은 아시아의 강한 수요로 2년 연속 상승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유제품 수출액은 35억 1,800만 호주 달러(2,673억 6,800만 엔

=2조 8,073억 6,400만 원, 전년도 대비 0.1% 증가)로 치즈의 수출 물량 증가와 

탈지분유 가격 상승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3) 장기 전망(수입 증가, 인구 추이를 배경으로)

호주의 2017/18년도 GDP총액은 1조 8,159억 호주 달러(138조 84억 엔=1,449

조 882억 원)에서 27년 연속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1.3

배 성장하였다. 또한, 인구는 100년 이상 매년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약 

2,500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1.2배 증가하였다. 2050년에는 약 3,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증가 추세이다(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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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인구 추이 및 장래 전망

이러한 인구의 증가에 수반하여 국내의 유제품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만, DA에 의하면, 호주 국내시장은 성숙되어 있고, 슈퍼마켓에서 유제품 가격이 

낮게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유업체 입장에서는 국내는 매력이 적은 시장이라는 

인식도 있다고 한다. 생산자, 유업체 모두 자신들의 제품 가치를 인정해 주는 시

장, 즉 높은 가격에 구입해 주는 수출시장에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특히 치즈 생

산을 우선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보다 더 장래에는 영양식품의 분야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등을 큰 시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호

주산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호주의 유제품 수입 물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4). 국내 원유 생산

량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국내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

출량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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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주요 유제품 수입량 추이

유업체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고품질 제품을 높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수입해 온 

일본 시장을 계속적으로 최우선시한다고 하면서도, 장래에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

으로 한 수요증가에 수반하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일본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

을 향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유의가 필요하다는 목소

리도 있다.

6. 맺음말

호주의 낙농은 오랜 가뭄에 따라 낙농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인구 증가 등에 따른 국내 우유 수요 증가로 유제

품 수출량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입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품목에 따라서는 순수입국이기도 한 것이다. 가뭄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유용우 도태가 계속되고 있어, 원유 생산량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충분하지 않은 원유를 확보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호주 

유업계는 기록적으로 높은 유가를 설정하였다. 한편, 유업업체 재편이나 협업,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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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등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제조ㆍ수출 강화,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국가에 대한 주력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최근 호주의 낙농은 2018년 1월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 추세

를 보이면서, 인구 증가에 따른 유제품의 국내 소비량이 증가한 결과, 수출 비율이 

저하되고, 품목에 따라서는 호주가 순수입국이기도 하다. 일본농축산업 진흥기구

의 조사 전에는 기록적으로 고수준이었던 유가로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지지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유가 이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젖소를 늘리는 

것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젖소두수 및 원유 생산량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지 조사에 있어 가격이 싼 국내 소비용에는 수입을 실시하고, 부가가치가 있

는 제품을 계속적으로 수출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트렌드

가 계속된다면 수출용 물량이 한층 더 감소하여, 중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

아로부터의 높은 수요에 의해 일본이나 한국이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가뭄 상황, 호주 국내의 소매가격 및 국제 유제

품 가격의 동향을 향후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주유업계에서는 유업체 재편, 원유생산량 감소 그리고 오른 유가에 대

한 대책으로 앞으로 협업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유 생산량이 24

년 전 수준까지 감소하게 된 지금, 호주 유업계에는 생산자가 생산한 원유를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 유제품 생산을 최적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 2월 호주 퀸즈랜드 낙농가협회는 산불과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낙농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정한 원유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의 지원 하

에 2020년 3월부터 공정한 낙농으로(Fair Go Dairy)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다. 

낙농가에게 리터당 73센트(약 580원)를 지불한 것을 입증한 유제품 브랜드에는 공

정한 낙농(Fair Go Dairy)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

은 어떤 브랜드가 낙농가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였는지를 쉽게 확인한 후에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초 이 캠페인은 1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계속된 산불로 인해 

남부지역 낙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여 2020년 3월에 시작하여 연말까

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계획이다.12)

12) IDF Korea,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2월 1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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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13)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미국, 뉴

질랜드, 호주, EU등 주요 수출국들은 질병이 장기화되고 중국수출이 타격을 받을 

경우 재고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5개월 지속된 2003

년 사스사태14)나 2015년 메르스 사태15)보다 장기화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접국으로 확산된다면 낙농축산분야 매출 감소와 임금 축소 등 경제에 미치는 파

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보뱅크16)의 최근 리포트에서 ‘중국내 신년연휴기간 외식업계 폐쇄 등에 따라 

식음료분야 매출이 평년대비 최대 80% 감소했다’면서 글로벌 낙농업계 손실도 수

출제조시설 투자 등을 모두 감안할 때 최소 37조원에서 최대 146조원에 달할 것으

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유제품 수출의 30%인 24만 5천 톤을 중국에 수출한 호주 낙농업계

는 이번 확산이 미치는 여파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타이밍 상 일정기간이 경

과해야 여파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제품과 같은 

포장가공식품은 유통제한에 따른 피해만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

13) 정식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corona virus disease 19). 2019년 12월 중국 후베

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ㆍ코ㆍ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

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따라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대증치

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0109&cid=43667&categoryId=43667)

1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SARS, 사스). 2002년 11월부터 중국 광

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토론토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전

염병으로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비정형 폐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현재까지는 

변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로 알려져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entry.nhn?docId=5695655&cid=63064&categoryId=63064).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9개

월간 진행되어 8,096명 감염, 774명 사망이라는 기록을 남겼다.(출처: 네이버 카페 몸솔네: https://

cafe.naver.com/momsolleh/277912) 

15)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감염자가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해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9월 

3년 만에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해 전염 확산 우려를 높였으나, 이후 추가 감염자가 나오

지 않으면서 발생 38일 만인 10월 16일 메르스 종료가 선언되었다.(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

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38506&cid=43667&categoryId=43667). 

16) Rabobank. 은행, 보험, 대출, 자산 관리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덜란드의 다국적 금융 협동

조합이다. 1972년 라이파이젠 은행(Raiffeisen-Bank)과 보에렌린 은행(Boerenleenbank)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본사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 있다.

    (출처: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08382&cid=40942&categoryId=3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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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중국 전역에 걸쳐 외출과 외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치즈 같은 식재료용 유제

품 수요는 일시적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조제분유나 건강기능성유제품의 소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주민들의 면역

강화를 위해 유제품 같은 건강식품을 많이 섭취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유업계는 단기적으로 유대에 미칠 부정적 여파가 있겠지만, 전지분유가격 하락

이 호주 생산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4분기 이후 회복되는 등 정

상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낙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

지 않지만 4개월 가까이 지속된 사스처럼 바이러스가 장기화될 경우 일정 수준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업체인 A2Milk는 8억 원 상당의 연구

기금을 퀸즈랜드 대학 백신연구팀에 지원하는 한편, 같은 금액의 구호 유제품을 

중국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17). 

호주 낙농산업의 주 고객이 중국인만큼 앞으로 호주 낙농산업의 향방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진행 여부를 주목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17) 낙농진흥회 홈페이지 2020년 2월 13일자, ‘이슈분석,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 ‘세계 낙농에 미치

는 여파와 향후 전망’, (https://www.dairy.or.kr/hot-issue/world-issues)의 내용 중 발췌ㆍ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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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1. 머리말

2016/2017년 브라질에서의 곡물(종자를 포함)2)생산 실적은 브라질농업 역사상 

최고 수확량을 기록하였다. 특히, 대두, 옥수수는 생산량ㆍ수출량 측면에서 미국

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산 경향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생산된 곡물을 이용하는 축산업 부문에서도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브

라질의 축산물 생산은 세계 1∼4위 정도를 차지하고, 축산물 수출에 있어서도 쇠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육류수출 또한 세계 각국 중 1∼5위 정도를 차지

하고 있다3). 그야말로 농업과 축산업 측면 모두에서 대국인 것이다. 

브라질산 가금류와 돼지고기의 수출은 아시아의 수요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동물성단백질협회(ABPA, Associação 

Brasileira para Prevenção de Acidentes)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4), 2019년 가

금류 수출은 전년대비 5% 증가, 돼지고기 수출은 전년대비 최대 12% 성장할 것으

로 예상한바 있다. 

이러한 수출 증가는 중국의 돼지 사육두수 큰 폭 감소, 러시아에 돼지 수출 재

개, 인도에 수출 개시, EU와 교역재개 등의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林瑞穂의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ㆍ総合｣ プロ研資料 第７号(2018.3) 第６

章 ブラジル(브라질)의 관련부분을 참고하여 업데이트 및 수정ㆍ보완 그리고 해설을 더하여 작성한 

것임.

2)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이 취급하는 브라질의 곡물(grão)의 개념에는 쌀, 옥수수 외에 면과 대두 

등 유지종자를 포함.

3) 허 덕, ‘주요국 육우산업 현황’, 영남대학교 한우마이스터 교육자료(ppt자료), 2017.6.28.에 따르면, 브

라질 농산물의 세계 랭킹은 생산량, 수출량 기준 그리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순으로 쇠고기 2위, 1위, 

33%, 닭고기 3위, 1위, 38%, 돼지고기 4위, 4위, 15%. 

4) 농수축산신문, ‘글로벌 축산소식’ 3835호(2019.9.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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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량은 2018년 1,280만 톤에서 2019년 1,3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하였고, 2019년 돼지고기 생산량도 410만 톤에 달하여 2018년 생산

량 397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라질은 곡물 생산과 그 곡물을 소비하는 가축에 의한 축산물 생산측면에서도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수출측면에서도 곡물과 함께 곡물을 우회생

산하는 축산물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브라질의 축산부문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우

선 주요 농산물인 대두와 옥수수를 중심으로 주요곡물에 관련된 생산동향과 곡물

유통에 대해 다루었다.

2. 브라질 농업부문 개황 

(1) 개황 

브라질 연방공화국(이하 브라질)은 면적 약 850만㎢으로 면적 측면에서 세계 5

위를 차지하는 나라이며, 동서로 4,319.4㎞, 남북으로 4,394.7㎞의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브라질 국토는 공통된 지리적 특성에 따라 북부, 북동부, 중서부와 남동부, 남

부의 다섯 지역5)으로 분류된다(그림 1). 

5) http://www.geografia.seed.pr.gov.br/modules/galeria/detalhe.php?foto=348&event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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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라질의 지역 구분

주: 행정 구분이 아님에 주의할 것.

자료: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http://www.geografia.seed.pr.gov/ 

한편, 국토 이용 측면에서 보면, 전체 면적의 약 66%가 삼림 및 보호 지역이며, 

채초 방목지가 약 21%이고, 경작지 및 식림지(植林地)로 이용되는 비율은 불과 9% 

정도이다(표 1 참조). 

표 1. 브라질의 국토 이용 상황 

분류 세분류 면적(만km2) 비율

농지

경지 및 식림지(植林地) 76.5 9.0%

채초방목지 180.3 21.2%

소계 256.8 30.2%

삼림 및 보호지역

농지내 보전지역 174.3 20.5%

법정보류지 111.4 13.1%

인디오보류지 117.3 13.8%

미개척지역 160.7 18.9%

소계 563.7 66.3%

기타 시가지, 도로 등 29.8 3.5%

전체 850.3 100.0%

자료: EMBRAPA 자료에서 林瑞穂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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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2016년 지역별 농산물 생산액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브라질 국토는 

동서남북으로 크게 퍼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6)와 식생7)을 갖추고 있다. 그 결

과, 브라질의 농작물은 매우 다양한 특성8)을 가진다. 

대두와 옥수수는 브라질 전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그 외의 작물은 지역적 특

성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열대우림기후의 아마조니아 지역에 해당하는 북부는 

바나나, 카카오, 후추 등 열대식물이 주요 농산물이며, 사바나 기후나 스텝 기후에 

속하는 북동부는 브라질의 전통작물인 사탕수수와 카사바가 주요 재배작물이다.

열대 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인 마토그롯소 주를 중심으로 한 중서부는 <그림 

1>의 지도에서 색깔로 표시한 부분인 세라도지대9)에 토양개발을 시행하였다. 세

라도 지역은 콩과 옥수수가 이 지역 생산액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에서

도 유수의 곡창 지대이다. 

남동부는 넓은 지역이 사바나 기후에 속하지만, 상파울로 주 일부는 온난습윤기

후에 속한다. 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사탕수수나 커피 외에 오렌지나 토마토 등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온난습윤기후인 서해안해양성기후에 속하는 남

부는 브라질의 오랜 곡물생산지대로, 파라나 주를 중심으로 콩, 옥수수, 쌀, 밀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위도가 높아 한랭지에서 재배되는 사과와, 순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포도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다. 

6) http://www.lerf.eco.br/img/publicacoes/Alvares_etal_2014.pdf 

7) 브라질 생태군계는 아미조니아 지역, 세라도(발음상으로는 세하도에 가까움) 지역, 카칭가 지역, 대서

양연안산림 지역, 판타날 지역, 팜파 지역 등 6개 지역이 존재함.(출처: 브라질 환경성 웹사이트 

http://www.mma.gov.br/biomas)

8) http://www.iea.sp.gov.br/out/verTexto.php?codTexto=1184 

9) 예전에는 세라도지대를 농업에 적당치 않은 건조지대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1959년 상파울로대학 페

리(Feri) 등에 의해 토양의 화학적 요소가 빈약한 식생이 그 배경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음. 이후 브라

질 정부는 토양개량을 중점으로 동 지대 개발을 추진하였고, 1979년에는 일본도 세라도개발 계획

(Prodecer)을 추진하여 개발에 관여함(�現代ブラジル辞典�, 新評論,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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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별 농산물 생산액 순위(2016년)

단위: 천 레알

북부 북동부 중서부

농산물 생산액
비율
(%)

농산물 생산액
비율
(%)

농산물 생산액
비율
(%)

1 대두 4,404,165 26.6 대두 5,551,985 17.8 대두 46,061,761 54.9

2 카사바 3,762,760 22.7 사탕수수 4,656,463 15.0 옥수수 14,909,900 17.8

3 옥수수 1,208,031 7.3 바나나 2,734,344 8.8 사탕수수 10,899,828 13.0

4 바나나 1,182,645 7.1 옥수수 2,344,637 7.5 면화 5,409,038 6.5

5 카카오 840,995 5.1 카사바 2,044,323 6.6 완두 2,468,940 2.9

6 후추 838,464 5.1 면화 1,358,927 4.4 카사바 762,682 0.9

7 파인애플 837,152 5.1 완두 1,244,323 3.9 쌀 539,241 0.6

8 쌀 830,269 5.0 카카오 1,108,581 3.6 토마토 502,057 0.6

9 커피 469,403 2.8 커피 894,695 2.9 바나나 336,640 0.4

10 야자 383,151 2.3 파파야 870,342 2.8 마늘 291,421 0.3

기타 1,796,019 10.9 기타 8,342,886 26.8 기타 1,647,780 2.0

합계 16,533,054 100.0 합계 31,131,931 100.0 합계 83,829,288 100.0

남동부 남부 브라질 전체

농산물 생산액
비율
(%)

농산물 생산액
비율
(%)

농산물 생산액
비율
(%)

1 사탕수수 32,615,642 33.7 대두 40,368,591 45.3 대두 104,898,732 33.0

2 커피 19,440,355 20.1 옥수수 12,227,628 13.7 사탕수수 51,600,903 16.3

3 대두 8,512,230 8.8 쌀 7,041,838 7.9 옥수수 37,668,722 11.9

4 옥수수 6,978,526 7.2 담배 5,678,897 6.4 커피 21,360,915 6.7

5 오렌지 6,660,800 6.9 밀 3,526,321 4.0 카사바 10,320,962 3.3

6 완두 3,455,122 3.6 사탕수수 3,049,698 3.4 완두 9,740,089 3.1

7 토마토 3,195,133 3.3 카사바 2,687,888 3.0 쌀 8,725,929 2.7

8 바나나 3,169,031 3.3 완두 2,394,879 2.7 오렌지 8,380,099 2.6

9 감자 2,923,979 3.0 감자 2,250,954 2.5 바나나 8,313,352 2.6

10 카사바 1,063,309 1.1 사과 1,624,846 1.8 면화 6,909,528 2.2

기타 8,799,939 9.1 기타 8,275,623 9.3 기타 49,536,271 15.6

합계 96,814,066 100.0 합계 89,127,163 100.0 합계 317,455,502 100.0

자료: IBGE 자료로 林瑞穂 작성

주요 농산물 중에서도 많은 생산품이 세계에서 탑 클래스의 생산량과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다(표 3). 커피나 설탕 같은 전통적인 열대 농작물뿐 아니라, 대두, 옥

수수, 오렌지주스와 같은 전통적 작물도 세계적으로 큰 수출국이다. 브라질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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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 아메리카에 많이 보이는 단일작물에 의존한 경제에서, 미국이나 호주처럼 다양

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업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브라질의 농산물 생산량ㆍ수출량 세계 랭킹(2016/2017년도) 

생산량 수출량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커피 1 35.9% 1 27.3%

설탕 1 21.9% 1 46.9%

오렌지쥬스* 1 54.6% 1 73.4%

대두 2 32.5% 1 42.8%

옥수수 3 9.2% 2 22.0%

면화 5 6.6% 4 9.6%

(*) 2015/2016년도 수치

자료: IEG/FNP자료로 林瑞穂 작성. 

<표 4>는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금액 및 수출물량 추이(2016년∼2017년)를 나타

낸 것이다. 

표 4.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액 및 수출 물량 추이

단위: 수출액 백만 달러, 수출량 천 톤

수출액 수출량

2016 2017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전년
대비
(%)

2016 2017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전년
대비
(%)

대두ㆍ대두제품 25,419 31,717 33.0 24.8 67,276 83,667 46.3 24.4

식육 14,211 15,474 16.1 8.9 6,703 6,716 3.7 0.2

닭고기 6,760 7,135 7.4 5.5 4,307 4,232 2.3 -1.7

쇠고기 5,339 6,069 6.3 13.7 1,349 1,477 0.8 9.5

돼지고기 1,470 1,612 1.7 9.7 720 684 0.4 -5.0

기타 642 658 0.7 2.5 327 323 0.2 -1.2

당류.알콜 11,344 12,233 12.7 7.8 30,393 29,867 16.5 -1.7

셀룰로즈 등 10,240 11,527 12.0 12.6 21,418 22,608 12.5 5.6

커피 5,472 5,273 5.5 -3.6 1,918 1,737 1.0 -9.4

기타 18,249 19,790 20.6 8.4 28,937 36,187 20.0 25.1

합계 84,935 96,014 100.0 13.0 156,645 180,782 100.0 15.4

자료: MAPA 자료에서 林瑞穂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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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출금액 측면에서 보면, 대두ㆍ대두제품이 농산물 수출의 33.0%, 수출

물량 측면에서는 46.3%를 차지하며, 이 생산물의 물량ㆍ금액 모두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하였다. 대두에 이어 단가가 높은 식육이 전체의 16.1%를 차지하는 데, 

이 또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다. 

2017년 3월 17일에는 브라질의 정육산업에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였다. 브라질 

연방경찰 수사에 의해 일부 정육회사가 브라질 농무부의 검사기관이나 정치가에게 

뇌물을 주고 식품위생상 판매에 부적합한 고기를 유통했다고 인정하는 ‘식육위장

사건10)’이 발각되는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집권 여당이나 JBS11)ㆍ브라질푸드12)와 같은 대기업 식육회사들도 말려드

는 사건으로 확대되었고, 세계 각국이 사태가 판명될 때까지 브라질에서 식육수입

을 제한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육류수출액이 증가되었다. 조사 결과 조직적인 부패

가 아니었음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의 제한조치도 누그러

졌기 때문이며, 현 정부가 검사태세 재검토 등으로 사태수습에 신속히 대응하였다

는 점에서도 수출기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에 브라질 최대 농

산물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었다는 점도 수출증대의 중요한 요인이다. 

10) 연합뉴스 2018년 4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EU가 브라질 대형 육류업체 BRF의 닭고기 제품 일부

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였음. 2018년 4월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EU는 전날 BRF의 

작업장 20곳에서 생산되는 닭고기와 파생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EU는 위생검역 

기준 미달을 이유로 들었으며, 이번 조치가 앞으로 15일 안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음. EU의 이번 

조치로 BRF는 최소한 10억 레알(약 3천 140억 원) 정도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하였음. BRF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닭고기 수출업체이며, EU의 이번 조치로 브라질의 전체 닭고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됨.. 2017년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량은 432만 톤이며, 이 중 EU에 수출된 물량은 32만 3천 톤

이었음. EU에 대한 닭고기 수출량은 2013년 45만 8천 톤에서 2014년 42만 3천 톤, 2015년 40만 

7천 톤, 2016년 39만 9천톤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여 왔음. EU가 BRF 제품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브라질 연방경찰이 BRF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임. 

BRF는 검역에 필요한 샘플을 허위로 제출하고 사육장 환경이 위생 기준에 미달했으며, 금지된 사

료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음.

(출처: 연합뉴스 2018. 4. 21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1/) 

11) JBS SA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육류생산업체임. 구체적으로는 세계 최대 소, 닭, 유기농 닭 생

산업체이며, 돼지와 양은 세계 2위의 생산업체임. 자체 브랜드만 32개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가축

을 사육하고 가공ㆍ판매하고 있음. 2017년 기준 닭 12억 수, 돼지 5백만 두 생산.(출처: 네이버블로

그 겨울은하수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브라질기업 JBS SA, 세계 최대 육류생산업체’(https://blog.n

aver.com/wintergalaxy/221282930645) 

12) 육류제품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브라질의 유명 식품 대기업.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58

그림 2. 브라질 농산물의 수출 상대국 비중

          자료: MAPA 자료에서 林瑞穂 작성

3. 곡물 생산 동향 

(1) 개황 

2017년 12월에 공표된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6/17

년 브라질의 곡물 수확량은 전년대비 27.5% 증가한 2억 3,800만 톤을 넘는 역사

적인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년도인 2015/16년도에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었다. 당시에는 예년보다도 흉작이었다. 이에 비하여 2016/17년도에는 날씨가 

좋아 곡물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림 3>은 1987/88년부터 2016/17년도까지 곡물의 생산 내역을 나타낸 것이

다. 2016/17년 기준으로 전체 생산량의 47.9%를 차지하는 대두는 1억 1,408만 톤

(전년대비 19.5% 증가)으로 1억 톤 선을 넘어섰으며, 곡물 생산량의 41.1%를 차지

하는 옥수수는 옥수수 제1작 및 옥수수 제2작13)을 합해 9,782만 톤(전년대비 

47.0% 증가)으로 1억 톤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하여 모두 브라질 사상 최대 규모

의 수확을 자랑하고 있다.

13) 옥수수 제1작은 남부ㆍ남동부를 중심으로 8월부터 12월 사이에 재배되고, 다음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수확됨. 옥수수 제2작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1월부터 3월 사이에 심고, 5월부터 9월 사이에 수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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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 곡물생산량 전체에서의 비율(%)

북부 9,527.5 4.0

아크레 92.5 0.0

아마조나스 42.5 0.0

로라이마 230.7 0.1

론도니아 1,864.0 0.8

아마파 58.7 0.0

파라 2,696.0 1.1

토칸친스 4,543.1 1.9

북동부 18,180.3 7.6

마라뇬 4,790.7 2.0

피아우이 3,645.5 1.5

세아라 550.4 0.2

리오그란데도노루치 28.8 0.0

파라이바 70.5 0.0

그림 3. 곡물생산량 추이 

자료: CONAB의 히스토리컬 데이터에서 林瑞穂 작성. 

<표 5>는 지역별 곡물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마토그롯소 주를 중심으로 한 

중서부가 전체의 43.5%, 파라나 주와 리오그란데 도 술 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에

서 35.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2개 지역에서만 브라질 전체에서 생

산된 곡물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다. 

표 5. 2016/17년 지역별 곡물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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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 곡물생산량 전체에서의 비율(%)

페르난후코 113.4 0.0

아라고아스 63.3 0.0

세르짓페 836.6 0.4

바이아 8,081.1 3.4

중서부 103,449.8 43.5

마토그롯소 61,986.5 26.0

고이아스 21,873.1 9.2

연방주 806.0 0.3

마토그롯소도술 18,784.2 7.9

남동부 23,157.8 9.7

미나스제라이스 14,080.0 5.9

에스프리토산토 49.4 0.0

리오데자네이로 9.3 0.0

상파울로 9,091.1 3.8

남부 83,698.3 35.2

파라나 40,899.7 17.2

산타카타리나 6,972.6 2.9

리오그란데도술 35,826.0 15.1

브라질 전체 238,013.7 100.0

자료: CONAB의 히스토리컬 데이터에서 林瑞穂 작성.

또한, <그림 4>는 곡물 전체 재배면적을 보여준다. 2016/2017년도 곡물 재배면

적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6,089만 ha이며, 이 중 약 55.7%를 차지하는 대두는 

3,391만 ha, 옥수수는 28.9%를 차지하는 1,759만 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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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곡물 경작 면적 추이

자료: CONAB의 히스토리컬 데이터에서 林瑞穂 작성. 2017/18년도 이후는 통계 연계성 불일치로 제외

이상과 같이, 브라질의 곡물 생산량의 약 89%, 재배면적의 약 84%는 대두와 옥

수수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의 곡물 종류별로 과거부터 2019/20년도까지

의 재배면적, 생산량, 수입량, 소비량, 수출량 및 재고상황에 대해 표시한 것이 

<그림 5>부터 <그림 8>까지이다. 그림에서 보면, 브라질에서는 밀과 옥수수, 대두

의 소비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공급측면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옥수수와 대두부

문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인다. 이에 앞으로는 이들 2종류의 작물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5. 브라질 쌀 수급 동향 그림 6. 브라질 밀 수급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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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브라질 옥수수 수급동향 그림 8. 브라질 대두 수급동향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홈페이지(http://www.krei.re.kr:18181/)

<그림 9>는 마토그롯소 주 및 파라나 주의 파종과 수확의 타이밍을 나타낸 크롭 

캘린더(Crop Calendar)이다. 파라나 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는 브라질 전통적인 

곡창지대이며, 마토그롯소 주를 중심으로 한 중서부는 세라도지대 개발로 탄생한 

새로운 곡창지대이다. 

마토그롯소 주는 9월경부터 조숙대두(早熟大豆)를 경작하고 이듬해 1월경부터 

수확한다. 또한, 연작장애를 회피할 수 있도록 대두를 수확하다가 1월경부터 옥수

수를 경작하여 5월경부터 수확한다. 한편, 파라나 주는 대두와 옥수수 중 생산자

에게 가격적으로 수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여, 8월부터 9월경에 경작을 시작하고 

이듬해 1월부터 수확한다. 

그림 9. 마토그롯소 주와 파라나 주의 크롭 캘린더 

자료: CONAB 자료로 林瑞穂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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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두 산업

<표 6>은 브라질의 대두생산을 나타낸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대두 경작면적 확

대와 단수 증가에 힘입어 2000년대 초부터 대두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수요가 있다. 

표 6. 브라질 대두 생산 및 생산성 추이

1996/
97부터
2000/
01평균

2001/
02부터 
2005/
06평균

2006/
07부터
2010/
11평균

2011/
12

2012/
13

2013/
14

2014/
15

2015/
16

2016/
17

2017/
18

(추정)

2018/
19

(추정)

2019/
20

(추정)

생산량
(a, 천톤)

31,814 50,212 63,918 66,383 81,499 86,121 96,228 95,435 114,075 152,830 159,000 171,000

면적
(b,천ha)

13,002 20,446 22,278 25,042 27,736 30,173 32,093 33,252 33,909 36,789 37,481 40,158

단수(a/b, 
톤/ha)

2.4 2.5 2.9 2.7 2.9 2.9 3.0 2.9 3.4 4.1 4.2 4.3

자료: 2016/17까지는 CONAB자료로 林瑞穂 작성. 그 이후는 USDA PSD online 자료를 기초로 필자 추정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그 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 관세

인하 및 관세할당에 의해 대두에는 부분적인 자유화가 인정되었다. 다른 생산품에 

최초로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1999년 미ㆍ중 간 합의된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미ㆍ중 협의’등을 통해 할당관세 철폐와 외국 수입업자에 대한 시장진입 허가를 실

시한 결과, 대두수입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10>은 중국의 대두 수입물량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중국의 대두 수입물

량은 1999년 6.7백만 톤에서 이듬해 2000년에는 12.7백만 톤으로 거의 2배가 증

가하였다. 그 후에도 중국의 착유업이나 축산업 등의 내수확대에 따라 대두수입의 

급속한 확대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USDA는 2016/17년도의 수입량이 92.5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14). 2016/17년도의 실제 대두 수입물량은 93.5백만 톤으

로 예상보다도 많았다. 2016/17년도부터 2017/18년도까지 중국의 대두 수입물량

은 93.5백만 톤, 94.1백만 톤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도 이후 미ㆍ중간 무역분쟁

으로 2018/19년도와 2019/20년도에는 82.5백만 톤, 85.0백만 톤으로 다소 감소

하였다.

14) USDA “Oilseeds : World Markets and Trade”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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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중국의 대두 수입 물량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홈페이지(http://www.krei.re.kr:18181/)

2000년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은 11.5백만 톤이며, 이 중 중국으로의 수출이 약 

15.5%를 차지하고 있었다(그림 11). 2019년에는 전체적으로 76.0백만 톤을 수출, 

2000년 대비 약 6.6배 규모로 확대되고, 그중 약 80%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등 브라질의 대두 비즈니스가 크게 변화되었다.

그림 11. 브라질 대두(대두박 제외) 수출 물량 및 중국으로의 수출비율 추이 

자료: 브라질 개발 상공성 자료에서 林瑞穂 작성. 2017/18년도 이후는 통계 연계성 불일치로 제외

이상과 같이 브라질 대두산업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그림 12>은 브라질 대두

산업의 유통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 확보가 가능한 2016/17년을 기준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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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생산된 대두의 약 56.1%인 65.0백만 톤은 수출용으로, 또 약 38.9%인 

42.0백만 톤은 가공공장에서 압착ㆍ추출ㆍ정제공정을 거쳐 대두박이나 콩기름을 

생산한다.15)

콩기름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대두박은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주로 

가축사료로 사용된다. 대두박의 수급내역을 보면, 약 45.3%가 수출되고 약 48.2%

가 국내에서 소비되는데, 콩기름(大豆油)은 생산된 기름의 일부가 수출되지만, 그 

대부분은 식용유 및 바이오디젤로 국내에서 사용된다. 바이오디젤은 브라질에서

는 디젤의 일부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16), 바이오디젤의 

약 70%는 대두 유래물질17)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2. 브라질 대두산업의 유통(2016/17년도 예측치 기준)

자료: 2016/17년도의 전망에 대해 FNP자료와 브라질 운수성 자료에서 林瑞穂 작성. 

15) 자료의 출처는 Breve introdução sobre o processo de extração mecânica de óleo e produção de 

farelo de soja(Brief introduction on the extraction process, and production for soy, http://atividad

erural.com.br/artigos/503eaf5f5ed92.pdf)임.

16) 법률 13,623호／2016년에 의해 디젤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017년 3월까지는 8%,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말 까지는 9%,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말까지는 10%로 정해져 있음. (출

처: http://www.anp.gov.br/wwwanp/biocombustiveis/biodiesel). 

17) 국가석유ㆍ천연가스ㆍ바이오연료감독청(ANP) 통계자료의 2017년 9월 시점의 수치임.(출처: PERFIL 

NACIONAL DE MATÉRIAS-PRIMAS CONSUMIDAS PARA PRODUÇÃO DE BIODIESE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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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수수산업

브라질의 여름 옥수수(제1작)는 항상 대두와 경합하는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2015/16년도에는 옥수수 생산이 흉작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사료로 국내수요가 왕

성하여 2016년 5월 시점에서 60kg당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43%인 54.05 레알

까지 치솟았다. 

이후, 미국의 옥수수 생산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가격이 다시 하향 

안정화되었다(그림 13). 당시에는 거래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남

부를 중심으로 한 많은 생산자가 2016/17년도에는 대두보다 하계옥수수(제1작)을 

생산하는 선택을 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 대비 생산량이 18.2%나 증가하였다. 그 

배경에는 경지면적 2.3% 증가와 기상 혜택에 의한 단수향상이 있었다(표 7 참조).

그림 13. 옥수수 생산자 가격 평균

자료: MAPA 자료로 林瑞穂 작성. 2017/18년도 이후는 통계 연계성 불일치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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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브라질 옥수수 단수 추이

<하계 옥수수(제1작)>

1996/97
부터

2000/01 
평균

2001/02
부터 

2005/06
평균

2006/07
부터

2010/11
평균

2011/
12

2012/
13

2013/
14

2014/
15

2015
/16

2016/
17

생산량
(a, 천톤)

29,320.0 30,869.9
35,848.

3
33,86
7.1

34,57
6.7

31,65
2.9

30,08
2.0

25,75
8.1

30,46
2.0

면적
(b, 천ha)

10,177.7 9,447.4 8,752.3
7,558.

5
6,617

.7
6,617

.7
6,142

.3
5,356

.6
5,482.

5

단수
(a/b, 톤/ha)

2.9 3.3 4.1 4.5 5.2 4.8 4.9 4.8 5.6

<동계 옥수수(제2작)>

1996/97
부터

2000/01 
평균

2001/02
부터 

2005/06
평균

2006/07
부터

2010/11
평균

2011/
12

2012
/13

2013
/14

2014
/15

2015
/16

2016/
17

생산량
(a, 천톤)

5,125.4 9,592.5
19,041.

8
39,11
2.7

46,92
8.9

48,39
9.1

54,59
0.5

40,77
2.7

67,35
5.1

면적
(b, 천ha)

2,508.9 3,252.6 5,206.1
7,619

.6
9,046

.2
9,211

.2
9,550

.6
10,56
5.9

12,10
9.2

단수
(a/b, 톤/ha)

2.1 2.9 3.6 5.1 5.2 5.3 5.7 3.9 5.6

<하계 옥수수(제1작)와 동계 옥수수(제2작) 합산>

1996/97
부터

2000/01 
평균

2001/02
부터 

2005/06
평균

2006/07
부터

2010/11
평균

2011/
12

2012
/13

2013
/14

2014
/15

2015
/16

2016/
17

생산량
(a, 천톤)

34,445.4 40,462.4
54,890.

2
72,97
9.8

81,50
5.7

80,05
2.0

84,67
2.4

66,53
0.6

97,81
7.0

면적
(b, 천ha)

12,686.7 12,700.0
13,958.

5
15,17
8.1

15,82
9.3

15,82
8.9

15,69
2.9

15,92
2.5

17,59
1.7

단수
(a/b, 톤/ha)

2.7 3.2 3.9 4.8 5.1 5.1 5.4 4.2 5.6

2017/18 2018/19 2019/20

생산량
(a, 천톤)

82,000 101,000 101,000

면적
(b, 천ha)

16,600 17,500 18,100

단수
(a/b, 톤/ha)

4.9 5.8 5.9

자료: CONAB 자료로 林瑞穂 작성. 2017/18년도 이후는 1자과 2작의 경우 통계 결여로 제외하였으며, 합산 부분에

서만 USDA PSD online 데이터를 기초로 필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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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옥수수(제2작)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대두 수확 후인 2017년 1월경부터 파

종이 시작된다. 2017년에는 강수량도 적당하였고 날씨도 좋았다. 파종이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 전년대비 14.6% 증가한 12.1백만 ha에 재배가 이루어져 생산량은 전

년대비 65.2% 증가한 67.4백만 톤으로 역사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8년의 

경우 기상조건 악화로 재배면적도 생산량도 모두 감소하였으며, 단수도 크게 줄었

으나,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 국내가격은 예년 정도의 수준으로 안정되었지

만,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생산농가는 하락 트랜드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 등의 현상도 발생하였다. 

<그림 14>는 2016/17년도 전망치에 근거하여 브라질 옥수수산업의 유통을 나타

낸 것이다. 옥수수는 대두와는 달리, 가축사료 등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비율이 크

기 때문에 생산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59.0백만 톤이 국내소비로 이용되었다. 

2018년도의 수출은 31백만 톤으로 예상되었다. 

그림 14. 브라질 옥수수 산업의 유통

자료:2016/17년도의 전망에 대해서 FNP자료와 ABIMILHO에서 林瑞穂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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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2017년 수출물량에 차지하는 수출 상대국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

다. 대두와는 달리, 수출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이

란이 총 수출물량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인 이집트가 11.0%, 일본은 

10.1%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농업관련 기사를 모아 놓은 ‘Agrolink18)’에 따르면, 2017년 8월 11일 

마토그롯소 주에 있는 ‘루카스 도 리오베르데’라는 도시에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옥

수수를 이용하여 에탄올을 생산하는 공장이 설립되었다. 현재는 브라질 옥수수 유

래 에탄올 생산은 스타트업19)의 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브라질 농무장관 매지 씨

는 수출이나 가축사료로서의 옥수수의 용도 외에, 브라질 에너지정책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에탄올 생산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옥수수의 국내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15. 2016년 브라질 옥수수의 주요 수출국

               자료: MAPA자료로 林瑞穂 작성. 

18) 홈페이지 https://www.agrolink.com.br/

19) 스타트업(start-up)이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

용된 용어임. 보통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기

술과 인터넷 기반의 회사로 고위험ㆍ고수익ㆍ 고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한편, 기업 가치가 10

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은 유니콘(Unicor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많은 스타트업 중 크게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드물어 상상 속에 존재하는 유니콘과 같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특히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은 뿔이 10개 달린 상상 속 동물인 데카콘(Decacor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유니콘보다 더 희소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의미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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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류 

가) ‘브라질 코스트’라는 물류의 문제 

일반적으로 브라질에는 ‘브라질 코스트20)’라 불리는 복잡한 세제 때문에 세무 

코스트, 경직적인 노동법을 지키기 위한 근로자에 대한 노무원가,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물류정비 등에 위한 인프라 비용 등 기업이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보틀 넥(bottle-neck)이 되는 점들이 있다. 

이 문제는 브라질 농업부문에도 해당되는 현상이다. <그림 16>은 2016년 제4분

기의 브라질과 미국의 대두 주요 생산지에서 대두수출지인 상하이까지 운반할 때 

소요되는 총 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16. 중국 대두 수출에 관련된 비용 비교 

자료: Usder 자료로 林瑞穂 작성 

브라질은 마토그롯소 주에서 상파울로 주에 위치하는 브라질 최대의 항구인 산

토스 항과 북부에 위치한 아마존 강 수계의 하천항인 산타렌 항을 이용할 경우, 그

리고 파라나 주에서 파라나구아 항까지 운반할 경우의 3가지 패턴을 표기하고 있

다. 

한편, 미국은 아이오와 주에서 미시시피 강을 이용하여 미시시피 항에서 수출할 

경우를 비교하였다. 해당 시기에 대두 생산비용21)은 미국 측과는 거의 같은 수준

20) http://jp.camaradojapao.org.br/brasil-business/advocacia/custo-br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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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트럭 및 수로를 이용하여 항구까지 운반하는 경우, 파라나주에서 파라나구항까

지 운반하는 경로를 제외하고, 브라질의 물류 코스트는 미국을 크게 웃돈다. 특히, 

마토그롯소 주에서 산토스항까지 물류는 철도정비도 되어 있지 않아 내륙에서 약 

2,000㎞ 이상 거리를 트럭으로 수송하는 경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

트 전체에 대한 국내 수송비용의 비율이 14%나 된다. 

한편, 이에 대해 바지선으로 하천을 이용한 미국 국내 수송비용은 코스트 전체

의 8.7% 정도로 억제할 수 있다. 

이처럼 대두 생산에 드는 비용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데도, 대표적인 브라질 

코스트인 물류 미정비라는 병목(bottle-neck)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표 8. 2016년 대두의 지역별ㆍ항구별 수출 물량 

단위:톤

항구명
주명

북부 북동부 남동부 남부

기타 합계
마나우스

바르
카레나

상타렌 상루이스
상

바도르
비토리아 상토스

파라나
구아

리오
그란데

1 마토그롯소 1,434,848 1,813 1,249,146 1,320,970 895,465 7,148,369 630,246 1,543 2,540 15,222,273

2
리오그란
데도술

1,186 197,469 9,134,227 197 9,529,690

3 파라나 137,179 5,540,843 389,491 1,905 7,972,653

4 고이아스 580 24,519 2,996 1,071,924 2,021,453 188,085 - 240 3,549,453

5 상파울로 8,680 48,643 5,700 2,898,008 126,158 41,526 24 3,152,853

마
토
피
바
지
역

바이아 1,159 30,910 1,266,549 10,389 92 7,500 85 1,402,068

토칸친스 2,766 981,513 92,442 3,374 980 1,081,074

마라뇬 27,996 859,631 49,530 4,431 941,587

피아우이 245,889 12,752 2 260,652

기타 539,465 2,154,686 435,605 338,121 33,063 908,584 2,264,066 1,474,451 129,784 191,747 8,469,570

합계 1,974,313 2,187,261 1,695,169 3,850,196 1,407,801 2,944,967 14,475,763 8,157,251 9,704,071 5,185 51,581,875

자료: 개발상공성(MDIC) 자료에서 林瑞穂 작성. 

21) USDA(2016)의 레포트에서 2010년 시점 브라질 중서부에 위치한 마토그롯소 주 및 미국중서부의 

대두생산 코스트 비교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브라질은 비료나 농약 등 투입재는 수입품으로 사용

하고, 금융비용과 세금ㆍ보험에 관한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이들 점에서는 미국보다 코스트가 높

아지게 됨. 한편, 토지관련비는 브라질이 미국보다 크게 우위성이 있음.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72

4. 맺음말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은 농업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천혜의 

기상조건과 단수 증대 등에 힘입어 향후에도 곡물 생산이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요측면에서도 미ㆍ중 무역분쟁에 따라 브라질 곡물에 대한 수

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브라질 곡물시장을 장밋빛으로 보고 있

다. 한편, 브라질 축산업의 성장도 지속되어 축산물 수출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안고 있는 ‘브라질 코스트’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계획도 갖추어져 있어, 향후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이나 중국

도 브라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브라질 

현지에서 농업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곡물, 특히 사료곡물의 경우 미국에 편중된 구조를 해결하고자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브라질과의 곡물 교역 규모는 더울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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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료곡물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1. 머리말 

축산 생산 대국(大國)인 중국은 사료 생산 대국이기도 하다. 사료의 주원료인 옥

수수는 거의 자급이 가능한 정도이지만,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도 많다. 대두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세계의 대두 무역량의 60% 정도를 차지

할 정도로 많다. 

중국은 옥수수를 중요한 작물로 규정하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곡물비축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최저 매수가격을 보장하는 비축정

책 실시, 옥수수와 그 대체 작물인 수수의 내외 가격차 등으로 재고가 쌓이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2). 

정부는 재고수준을 낮추기 위해 2016년부터 옥수수에서 다른 품목으로 작부의 

전환을 장려하고, 2016년 4월 옥수수에 대한 정부의 최저 보증가격을 폐지하고, 

시장매수로 변경하였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축산물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

료 수요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사료와 축산물에 대한 수요량은 거대하기 때문에, 

중국의 사료공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수요가 국제곡

물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中国の飼料需給をめぐる内外の情勢と今後の見通し’, ｢축산의 정보｣ 

2019년 12월호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中国の飼料需給動向～穀物政策の変更と飼料需給をめぐる現

状~, ‘축산의 정보’, 2017년 1월호 를 참조하여 업데이트 및 수정ㆍ보완하고 해설을 더하였으며 일

부 재해석하여 작성된 것임.

2) 이에 대해서는 허 덕, ‘중국의 곡물 수급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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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세계 곡물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곡물 수급 상황은 국제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

국의 곡물 수급 사정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중국의 곡물 관련 수급정책이다. 한

편, 2019년 즈음부터 미ㆍ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미ㆍ중 무역전쟁의 범위는 

곡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지만, 대두를 위시로 한 곡물도 무역전쟁의 

주요 부문이 되고 있다. 

아울러, 곡물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돼지고기는 중국의 주식으로써의 중요성

이 있어 중국의 돼지고기 수요 또한 국제 곡물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된다. 한편, 중국 내적으로는 2018년부터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3)으

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만으로도 20%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 되었다고 한다4). 

중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2000년 4억 1,951만 두에서 2012년 4억 8,030만 두로 

연평균 0.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8년 돼

지 사육두수는 4억 2,817만 두로 사육두수수가 가장 많았던 2012년도 비해 10.9% 

감소하였다. 2019년 2월 기준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 동월보다 16.6%나 감소하였

으며, 특히 모돈 사육두수가 19.1%나 줄어드는 등, 2019년은 2018년 대비 18.3% 

감소한 3억 5천만 두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

이러한 의미는 당분간 중국 내 양돈산업 진흥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중국의 사료곡물 수요 또한 증가의 요인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

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세계 최대 사료 생산국인 중국의 사료 생산 및 수요구조를 파

악하고, 사료 유통실태와 사료 수급을 둘러싼 정세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국의 

사료곡물 또는 곡물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 보고자한다6). 

3) ASF(Africa swine fever,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됨.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침.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출처: 

네이버지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4) USDA의 전망에 의하면, 지난 2012년 중국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4억 8천만 마리로 정점을 찍은 후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 가격 약세로 인한 모돈 감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어,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18% 감소한 3억 5천만 마리로 전망

(USDA)함.(출처: 이형우 한봉희 우병준 박기환,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농정포커스｣ 180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4. p.1. 

5) 이형우 한봉희 우병준 박기환,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농정포커

스｣ 180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중국의 곡물관련 수급 및 수출입 정책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글에서 다룰 것임. 자세한 것은 허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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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중의 환율은 1위안=15.8엔7)(1엔=11원, 한화 약 17.34원)과 2016년 이전

의 것은 1위안=17엔(2016년 11월 말일 TTS-달러 환율 16.58엔, 한화 환산 182.38

원)을 사용하였다.   

2. 사료 수요 현황 

1) 중국의 축산물 생산량 증가

중국에서는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

러한 배경에 따라 중국에서는 축산업도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주요 축산물 생산

량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동안 소ㆍ양고기는 약 1.5배, 

돼지고기는 약 1.3배, 가금고기는 1.8배, 가금 계란은 1.5배, 원유(原乳)는 4.3배

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약 1.7배 정도 증가하였다(그림 1). 이에 따른 축산물 생

산에 필요한 사료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림 1. 주요 축산물 생산량 추이

‘중국의 곡물 수급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을 참조하기 

바람. 

7) 2019년 10월 말 TTS-달러 환율:15.76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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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지역별 축산업 현황

그동안 축산업과 사료산업부문에 중국 정부의 체계적인 진흥책이 있던 것은 아

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사료를 둘러싼 급격한 상황 변화에 따라 사료업계가 재편

되고, 이에 따라 기업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인수나 합병 등에 의한 브랜드 집약

이 진행되고 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2015년 말 기준 중국 내 사료 

및 사료 첨가물 제조업체 수는 1만 3,236개 사이였다8). 

입수 가능한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축종별 주산지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생산된 사료 중 가장 사용량이 많은 축종은 가금부문이다. 중국에

서 가금 사육은 하남성(허난성, 河南省)의 11.8%를 필두로, 산동성(산둥성, 山東

省), 요령성(랴오닝성, 遙領省), 하북성(허베이성, 河北省) 등의 순으로, 북경(베이

징, 北京)과 천진(톈진, 天津) 시 등 대형 소비지 주변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다(그

림 2). 

돼지의 경우는 가금보다는 조금 남쪽 지방에 생산의 중점을 두고 있다. 사천성

(쓰촨성, 泗川省), 산동성(산둥성), 하남성(허난성), 호남성(후난성, 湖南省)과 함

께 운남성(윈난성, 雲南省)에서도 돼지사육이 활발하다. 육용우 젖소 등의 반추가

축은 조사료가 풍부한 북부 및 내륙 지방에서 사육이 많으며, 특히 젖소는 북부 지

방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 각 지역의 축종별 생산 상황(2014년)

8)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中国の飼料需給動向～穀物政策の変更と飼料需給をめぐる現状’~, ｢축산의 정보｣

2017년 1월호.



중국의 사료곡물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

181

3) 축종별 사료이용 실태 

자료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면, 2015년 중국의 사료 생산량은 총 약 2억 

톤 정도이다. 축종별로는 가금용9)이 43%로 가장 많으며, 그 중 산란계용이 15%, 

식용이 28%이다. 가금용 사료는 전년 대비 7.6% 증가하였다. 영세경영이 폐업하

는 추세에 있지만, 대규모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해의 양돈용 사료 생산량은 가금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의 42%를 차지

하고 있다. 하지만, 전년 대비로 보면 3.2% 감소하였다. 이는 번식용 모돈 개체 수

가 2014년 말 4,288만 두에서 2015년 말에는 3,800만 두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돼지고기 생산이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수산 양식용

이 10%, 육용우, 젖소, 물소, 양, 산양 등과 같은 반추 가축용이 4% 정도를 차지한

다(그림 3). 

2019년 이후에는 ASF로 인하여 돼지 사육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

돈용 사료의 이용량도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4). 향후 양돈산업 재건 정

책으로 양돈용 사료 이용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9) 가금에는 닭 외에 오리, 거위 등의 가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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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축종별 사료생산량

그림 4. 중국의 돼지사육두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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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료곡물 원료별 이용 실태 

이제 주요 곡물의 용도별 이용비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신의 중국 농업

전망보고에 따르면, 쌀의 경우 대부분 식용으로 이용되고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것

은 7% 정도에 불과하다. 

사료용으로 제공되는 쌀은 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쇄미(碎米)10) 등이 옥수수

의 대체 원료로 사용된다. 쌀은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육 축

종에 따라서는 과다사용으로 인한 영양 불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돼

지용 사료에 대한 배합 상한이 10~20%, 오리용의 경우 45% 등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쌀의 자연적 손실(로스)을 줄이는 대신 공업용 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5. 쌀의 용도별 이용실태 현황과 장래 예측(계획)

한편 사료의 이용률이 높은 곡물은 옥수수와 대두이다. 하지만, 대두의 경우 대

두 자체가 사료로 이용되는 부분은 많지 않고, 대두로 콩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

인 대두박(大豆粕)이 주로 사료용으로 이용된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옥수수의 사료용 점유율은 59%이며, 공업용은 29%, 식

용은 4%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비축정책 변경11)과 다른 작물로 생산 전환12)으

10) 碎米, broken rice. 파쇄미곡, 즉 싸라기를 말함.(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약과 먹거리로 쓰이는 우리

나라 자원식물, https://terms.naver.com/)

11) 중국 정부는 옥수수의 안정 공급을 위해 2008년부터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내몽골 자치구 드 

북부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옥수수 임시비축제도를 실시함. 즉, 과잉 공급된 옥수수를 정부가 ‘최저 

매수가격’으로 구입하여 비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작부 면적 및 생산량 모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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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옥수수 생산량을 삭감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수출을 증가시키는 등에 따른 과

잉재고를 매년 조금씩 정리한 뒤, 2025년에는 마모에 의한 로스를 줄이면서 공업

용과 식용을 사료용으로 전환하고, 사료용 점유율을 6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그

림 6).

그림 6. 주요 곡물의 용도별 이용실태 현황과 장래 예측(계획)

중국농업전망보고(2016-2025)13)의 보고서에 의하면, 밀은 옥수수보다 사료용 

점유율은 낮지만, 2015년 9%에서 2025년에는 11%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공업용으로 제공되는 옥수수의 용도는 전체의 대략 60%가 전분14)(starch)으로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2016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거래를 자유 시장에 맡긴 뒤, 농가에 

대해서는 작부면적에 따른 직접 지급으로 변경함. 임시 비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

흥기구의 해외 정보, ‘중국, 옥수수 임시 비축 정책을 정지’(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

1535.html)을 참조

12) 중국 정부의 ‘십삼오 계획’에 따르면, 대두 등으로 작물 전환을 권장하고, 2015년에는 5.7억 무

(3,800만 ha: 1무≒6.67 a)인 작부면적을 2020년까지 5억 무(3,333만 ha)까지 감소시키기로 하였다. 

13) ｢中国农业展望报告(2016-2025)｣(农业部市场预警专家委员会)에 대해서는 전형진, ｢2016-2025 중국농

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시리즈 9,(중국농업자료 11), 2016.11.을 참조  

14) 녹말(starch, 綠末)이라고도 하며, 수많은 D-글루코스(포도당)가 축합반응을 일으키면서 길게 연결되

어 만들어지는 다당류로서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의 혼합물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매우 부드러운 분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수수ㆍ감자ㆍ고구마ㆍ애로우루트 등이 있음. 서양요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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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고, 나머지 40% 정도는 연료용 알코올15)로 가공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5) 향후 사료이용 상의 변화 요인

향후 사료 수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ㆍ중 무역마찰과 ASF(Africa swine 

fever,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을 빼고는 볼 수 없다. ASF의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2019년 들어 돼지 사육두수가 공식적으로만 20% 이상 감소16)하

였기 때문에, 사료 수요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양돈과 양계 모두 주산지로 알

려져 있는 광동성에서는 2019년 상반기 돼지용 사료 생산량이 전년 동기와 비교하

여 20% 정도 떨어졌으며, 가금육류, 생선 소비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사료 전체적으로 보면 사정은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 광동성의 가축용 

사료 및 수산용 사료 생산은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이런 경향

을 보이고 있는데, 옥수수, 대두박 등의 사료의 수요도 회복하였다. 

앞으로 축산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양돈업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료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증산을 계획하는 사

료업체들도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개별 경영단체가 축산업을 앞으로도 계속 

영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사료 원료곡물 가격의 변동이 있다. 사료의 시

장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다른 원료 가격의 우위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대체 원료

가 사용되지만, 현재로서는 옥수수의 주요 대체 원료로써 보리, 수수, DDGS17)(옥

서는 농후제로서의 전분은 사용이 적은 편인데, 그 이유는 전분의 사용이 간편하지만 분리되기 쉽

고, 농도조절을 한 후 식으면 다시 열을 가해도 처음 같은 품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임. 애로우루트

(arrowroot)는 열대 지방의 칡뿌리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맛은 일반 전분과 비슷하지만 강도가 강함. 

칡은 일반 전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쉽게 분리되지 않고 반응도 대단히 빠르며, 사용 후에

도 일반 전분 보다 윤기가 매우 투명하고 향이 미세하여 값이 비교적 비싼 편임.(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 The Sauce, https://terms.naver.com/)

15) 연료용 알코올은 대부분 사용의 편리를 위해 고형으로 만들어지는 데, 이를 고형알코올(solid alcoho

l)이라 함, 연료용 알코올을 고형물(固形物)에 흡수시켜 휴대용으로 만든 것임. 비누류에 알코올을 흡

수시킨 것과 아세트산셀룰로스를 빙초산 또는 아세톤에 녹여 알코올을 흡수시켜 겔상(gel狀)으로 만

든 것 등이 있음. 깡통에 넣어 등산ㆍ캠핑 등을 할 때 쓰이는 휴대용 연료로서 점화 하면 불꽃을 내

며 연소함. 안개 속에서나 비가 올 때에도 타기 때문에 특히 연료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 등산 등에 

편리한 연료로서 시판되고 있음.(출처: 사이언스올 과학백과사전, https://www.scienceall.com/)

16) 전문가들은 사료이용량, 돼지고기 생산량 등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40∼50% 정도의 사육두수 감

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17) DDGS(Dried Distiller's Grain with Solubles): 양조 또는 에탄올 제조의 부산물로 우리말로는 주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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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증류 찌꺼기)등이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3. 사료원료 공급 실태

1) 사료 생산 현황 

(1) 생산 추이

축산물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사료 생산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료에

는 배합사료 외에도 농축사료18), 프리믹스(premix)19)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이 

이라고 함. 주정박이 사료적 가치로 인해 기존(옥수수 및 대두박)의 대체물로 조명을 받고 있음. 고

단백 DDGS의 조단백질 함량(45%)은 대두박의 조단백질 함량(47.5%)과 비슷하고, 고단백 DDGS의 

총 라이신 및 트립토판 함량은 훨씬 적음. 고단백 DDGS는 성장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면서 대두박을 100% 대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출처: 대명AG, https://blog.naver.com/qkd

nlcl160317/221562169735). 또한, 석유가격 상승으로 대체재인 에탄올 생산이 증가함에(특히, 미국

에서) 따라 에탄올 생산의 부산물인 DDGS의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음. DDGS가 그 사료적 가치로 

인해 기존사료(특히 옥수수 및 대두박)의 대체물로 조명 받고 있기 때문임. 

옥수수를 습식가공(wet milling)하여 얻은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하는 습식에탄올공장(wet mill etha

nol plants)에서는 그 부산물로서 글루텐 휘드, 글루텐밀, 배아박 등이 생산됨. 옥수수를 통째로 파

쇄하여 원료로 쓰는 건식에탄올공장(dry-grind ethanol plant)은 미국의 연료용 에탄올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들이 연료용 에탄올 총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생산하고 있음. 건

식에탄올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WDG(wet distiller's grains, 습고형주정박), DDG(dried distiller's 

grains, 건고형주정박), WDGS(wet distiller's grains with solubles, 습주정박), DDGS(dried distiller's 

grains wth solubles, 주정박), WDG에 DDG를 혼합하여 수분함량을 조정한 modified "wet cake", 

그리고 잔액을 농축한 CDS(condensed distiller's solubles/농축잔액) 등이 있음. CDS와 WDG를 혼

합한 WDGS의 40%는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어, 에탄올공장에서 멀지 않은 지역의 낙농가와 

육우농가에서 사용되고 있음. WDGS의 나머지 60%는 건조되어 국내에서 젖소, 육우, 돼지 그리고 

가금류의 사료로 이용되거나 수출됨. 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발효부산물로서 반추위내 

비분해성 단백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반추가축용 특히 고능력우의 사료에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

상적인 원료로 알려져 있음. 주정박(distiller's grain)은 곡류로 주정을 생산하고 나오는 부산물로서 

DDGS는 에너지(TDN 84%)와 단백질(CP 29.5%) 함량이 높으며, by-pass 단백질(60% 정도)원이며, 

농후사료의 25%까지 이용할 수 있음(Ensminger 등, 1991).(출처: 한중에스에스(네이버블로그), http

s://blog.naver.com/hjss1985/221303624854) 

18) 濃縮飼料, concentrated feed, condensed fodder. 전체 사료의 영양적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료. 보충 사료나 완전 배합 사료를 만들 때 이용함.(출처: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전체

사료의 영양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료로 더욱 희석하던가 배합하여 보충사료(supplement)

나 완전배합사료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사료.(출처: 농업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19) premix.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 원료를 미리 혼합해 둔 것. 예를 들면 핫케이크 믹스, 아이스크림 믹

스가 그 예임. 또한, 사료 등을 조제할 때 분해하기 쉬운 성분을 특수한 방법으로 처리, 혼합하여 

다른 성분의 영향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음.(출처: 영양학사전, https://ter

ms.naver.com/)



중국의 사료곡물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

187

가운데 배합사료 생산량이 가장 많았고, 2018년에는 약 2억 톤으로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7). 

그림 7. 종류별 사료생산량 추이 

배합사료와 사료첨가물 등의 사료도 이들의 가축의 주요 사육지역에서 주로 제

조되고 있다. 특히 주요 항구가 가까우며, 국산 원료 수입 원료도 동시에 조달이 

용이한 광동성, 산동성 등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생산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특

징이다(그림 8).

그림 8. 주요 사료생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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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물 생산 지역 

사료 원료인 곡물(옥수수, 콩, 밀 등)중 주요 원료가 되는 옥수수의 작부면적20)

은 동북 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에서 전체 경작면적의 30%를 차지한다. 이

어 내몽골(네이멍구) 자치구, 하남성, 하북성, 산동성, 산서성 등인데, 이들 각 성

을 포함하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그림 9). 

그림 9. 사료원료곡물의 주요 생산지역 

옥수수의 주요 경작지역은 낫 모양의 연속된 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겸도만(鎌

刀灣)’21)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22). 

국산 대두는 수입 대두와 마찬가지로 제유(製油)기업이 착유한 후, 찌꺼기인 대

두박은 가축사료로 사용된다.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대두박의 근원이 되는 대

두 작부 면적은 흑룡강성이 전체의 30%로 최대를 차지하며, 안휘성(안후이 성, 安

徽省) 10%와 내몽골 자치구가 7%를 기록하고 있다. 대두 작부면적은 옥수수의 4

분의 1이 조금 안될 정도로 적은 편이며, 이마저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

지만, 2016년 이후 옥수수 재고 문제로 옥수수 대신 대두로 대체하는 정책을 실시

20) 작부면적(作付面積 , acreage of planted field).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면적. 경작면적(耕作面

積)이라고도 함.(출처: 토양비료 용어사전 한국토양비료학회, https://terms.naver.com/)

21) 농기구인 낫 모양을 한 만(灣) 지역

22) 옥수수의 겸형(낫 모양) 생산지역에 대해서는 허 덕, ‘중국의 곡물 수급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

향｣ 2020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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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식량용으로 분류되는 밀도 부분적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주요 생산지역은 하남성 22%, 산동성 16%, 안휘성, 하북성, 강

소성(장쑤 성, 江蘇省) 등 각 성이 각각 약 10%를 차지하며, 이들 5성에서 전체 작

부면적(경작면적)의 약 70%를 차지한다. 

(3) 곡물 생산량 

2006∼2015년까지 10년간 주요 곡물의 생산 동향을 보면, 2006년에 비해서 옥

수수의 작부면적은 34%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48%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대를 

기록하고 있었다(그림 10). 

그림 10. 주요 곡물 생산량과 작부면적

밀의 경우 품종개량과 생산기술 향상 등으로 생산량이 20% 증가하였다. 하지

만, 작부면적은 2% 증가에 그치는 등 약간의 증가 또는 유지되는 현상이 벌어져 

왔다. 

대두의 경우 작부면적은 30% 감소하였고, 생산량도 34% 감소하는 등 국내 생산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90

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옥수수에서 다른 품목으로 작

부의 전환을 장려하고, 옥수수에 대한 최저 보증가격을 폐지, 시장매수로 변경하

면서, 대두와 옥수수 재배면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사료 원료곡물 수급동향

(1) 옥수수

2016년 이후 중국에서 옥수수 생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1). 그러

나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2019년에는 작부면적이 감소하였지만 단수는 증가하고, 

재고도 전년과 같은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1~2년 

안에 자국산 제품이 부족하게 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향후에도 감산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는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

은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림 11. 옥수수 생산 추이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수요량의 1% 정도이다(표 1). 옥수수 수입은 허가제23)

23)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물리적 행위나 상행위 등)가 금지되지만, 행정관청에 사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관청이 제반 여건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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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관세 할당의 배분24)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NDRC)에 의해 결정된다.25)

표 1. 옥수수 수급량 추이(2019년 10월 현재)

단위:만 톤

연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작부면적 3,456 3,557 3,577 4,497 4,418 4,234 4,213 4,100

총공급량 25,934 28,052 30,959 44,102 47,809 48,554 48,486 47,284

국내생산량 20,509 20,440 20,119 26,499 26,361 25,907 25,733 25,400

기초재고 5,154 7,285 10,285 17,286 21,202 22,302 22,253 21,184

수입량 270 328 555 317 246 346 500 700

총수요량 18,649 17,767 15,461 22,900 25,508 26,302 27,302 27,702

국내소비량 18,641 17,765 15,460 22,900 25,500 26,300 27,300 27,700

사료용 12,750 12,250 9,950 16,500 18,500 18,700 19,000 18,800

식용/
공업용 등

5,891 5,515 5,510 6,400 7,000 7,600 8,300 8,900

수출량 8 2 1 0 8 2 2 2

기말재고 7,285 10,285 15,498 21,202 22,302 22,253 21,184 19,582

주: 2018/19년도, 2019/20년도는 10월 시점의 추정치.

자료: 2012-14는 玉米網, 이후는 USDA/FAS PSD online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12월호에

서 재인용

수입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수입 물량의 대부분을 미국산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

지만, 2013년 이후에는 경제 지원의 현물 상환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이 많아지

고 있다(그림 12). 

행위를 말함. 허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신청 후 관청의 허가가 없

다면 특정 행위를 할 수 없음.(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24) 관세 할당제도를 말하며, 관세 할당제도(關稅割當制度, Tariff-rate quota, TRQ)는 무역 정책의 일환

으로 수입물량으로부터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관세 조치임. 사실 TRQ는 두 정책 

기조를 수입에 맞추어 합친 이중관세 정책으로 수입 물량과 관세에 대한 정책을 합쳐 놓은 것임. 

정해 놓은 수입물량까지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지만, 할당량이 초과되면 훨씬 세율이 높아지는 

것임.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는 농산품에 있어 TRQ 적용을 금지시켰음. 

하지만 간단한 관세 적용 하에는 관례적으로 허용됨.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미 FTA 체결 

중 이 조항을 적용하여 감귤 시장을 보호하고자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을 연간 2,500톤으로 제한하

였음. 2005년 미국의 경우 낙농품목, 쇠고기, 면화, 올리브, 땅콩, 설탕, 설탕 포함 제품 및 담배에 

대해 TRQ 적용을 일부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철강 제품에 적용한 바 있음(출처: 위키백과, 우

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25) 옥수수 수입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7년 1월호, ‘중국의 사료 수급 동

향~곡물 정책 변경과 사료 수급을 둘러싼 상황.’, p.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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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옥수수 수입량 추이 

2018년 4월부터 미국 상품 수입관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고, 옥수수의 범위 

내 관세는 2019년 12월 15일에는 36%가 될 것으로 보인다26). 또한, 중국은 지리

적으로 가까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 향후 갑자

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2) 대두

중국에서는 식물성 기름의 소비량이 많다. 미국 농무부(USDA) 보고서에 따르

면, 2017년도(2017년 10월~이듬해 9월) 식용유 소비량은 대두유가 1,650만 톤, 

유채유가 860만 톤, 팜유가 290만 톤으로, 중국에서는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특히 

대두유를 좋아한다. 

대두에 대해서는 ‘십삼오 계획27)’에서 2015년에는 0.98억 무28)(畝, 653만 ha)

였던 작부면적을 2020년까지 1.4억 무(933만 ha)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2015년에는 649만 ha까지 감소하던 대두 작부면적은 2017년에는 

824만 ha까지 확대되었다(그림 13). 

26) 2019년 10월 시점의 예상치임. 

27) 十三五 計劃. 제13차 5개년 계획의 약어. 중국의 ‘국무원에 의한 전국농업 현대화 계획(2016~2020

년)’을 말함.

28) 중국의 전답 면적단위로 무(畝) 또는 묘라고도 하며, 1무 = 666.66㎡이며, 약 200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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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작부면적(만 ha) 682 760 825 840 900

총공급량 11,315 12,428 12,996 12,196 12,184

      국내생산량  1,236 1,364 1,520 1,590 1,710

기초재고 1,756 1,714 2,066 2,306 1,974

수입량 8,323 9,350 9,410 8,300 8,500

총수요량 9,601 10,361 10,643 10,222 10,283

    국내소비량 9,590 10,350 10,630 10,210 10,270

사료용 320 360 390 420 430

공업용 8,150 8,800 9,000 8,500 8,500

식용 1,120 1,190 1,240 1,290 1,340

그림 13. 대두 생산 추이

그러나 국산 대두는 소립(小粒)으로 유분이 적어 착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산

량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국산은 두부 등으로 가공되는 한편, 착

유용을 중심으로 대두 수입이 증가하였다. 2017년도는 9,410만 톤의 대두를 수입

하였으며, 이는 공급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표 2). 

표 2. 대두 수급량 추이(2019년 10월 현재)

단위: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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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수출량 11 11 13 12 13

기말재고 1,714 2,066 2,352 1,974 1,902

주: 1. 2018/19년도, 2019/20년도는 10월 시점의 추정치 

2. 생산년도는 10월부터 다음해 9월

3. 총 수요량=국내소비량+수출량

4. 착유용은 공업용에 포함.

자료: USDA/FAS PSD online,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12월호에서 재인용

중국의 대두 3대 수입국은 브라질과 미국, 아르헨티나이다. 2018년 7월 1일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두에 대한 수입 관세가 28%까지 올랐기29) 때문에, 미국에서

의 대두 수입이 감소하였다. 대신 브라질로부터의 대두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하

지만, 총 수입량으로는 감소하고 있다(그림 14). 

그림 14. 대두 수입량 추이

현지 전문가들은 대두 재고는 2019년 9월 시점에서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하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국내에 유통되는 대두박의 상당수는 수입 대두에서 생산한 대두유의 착유 부산

물이기 때문에, 대두박 시장 가격과 수입 대두 가격이 연동된다. 대두 수입 감소에 

29) 중국은 2017년 전체 대두 수입량의 53.3%(5,093만 톤)를 브라질에서 수입하였고, 미국 비중은 줄어

드는 추세임. 미ㆍ중 무역 분쟁 이전에는 대두 및 대두박 수입관세가 10% 수준 이었는데,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25% 이상으로 상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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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두박 생산도 감소하였지만, ASF에 따른 사료 수요 감소의 영향이 큰 대두

박 잉여상태가 되었다. 이 때문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국내시장 가격

이 하락하였다. 그 후 가금이나 수산용 사료로의 수요가 증가 추세였기 때문에, 대

두박 가격도 상승세로 추이하고 있다(그림 15).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미ㆍ중 무

역마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사료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가격

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15. 대두박 가격과 수입 대두가격 비교 

일반적으로 대두 1톤에서 대두박이 800kg 생산30)된다고 알려져 있다. 즉, 대두

유를 생산함으로써 일정량의 대두박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이야기이다. 중국

에서 2017년도에는 7,000만 톤 이상의 대두박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거의 사료용

으로 제공되고 있다(표 3). 

중국은 또, 대두박 자체도 수입하고 있지만, 수입량은 적은 편이다. 또한, 총수

요량의 1% 이상을 일본과 네덜란드 등에 수출하고 있다.

30) 大豆粕, soybean meal, soybean oil meal(SBM). 콩을 분쇄하여 hexane으로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평균 단백질 함량은 44％이고, 껍질을 벗기고 제조한 탈피대두박의 단백질 함량은 48%

임. 아미노산 조성이 좋고 양적으로도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임.

(출처: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http://www.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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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두박 수급량 추이(2019년 10월 기준)

단위: 만 톤

2017/18 1018/19(추정) 2019/20(추정)

총공급량 7,130 6,734 6,737

    국내생산량 7,128 6,732 6,732

    기초재고 0 0 0

    수입량 2 2 5

총수요량 7,130 6,734 6,737

    국내소비량 7,011 6,637 6,647

         사료용 6,901 6,522 6,527

         공업용 110 115 120

         식용 0 0 0

    수출량 120 98 90

기말재고 0 0 0

주: 1. 2018/19년도, 2019/20년도는 10월 시점의 추정량

2. 생산연도는 10월부터 다음해 9월

3. 총수요량=국내소비량+수출량.

자료: USDA/FAS PSD online.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12월호에서 재인용

4. 사료 수급구조 

반추동물31), 돼지 및 가축 등 축산용 사료의 주 원료 중 에너지원으로 옥수수를 

그리고 단백질원으로 대두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32). 이 밖에 이들 원료의 대체

31) 反芻動物, ruminants. 포유류 소목인 우제목(偶蹄目)에 속하는 동물. 되새김동물이라고도 함. 낙타과

ㆍ애기사슴과ㆍ사슴과ㆍ기린과ㆍ소과의 동물에서 볼 수 있음. 어느 것이나 위(胃)가 4∼5방으로 나

누어져 있는데, 애기사슴과는 셋째 위가 흔적만 남아 있어서 4개의 방으로 완전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여러 개의 위를 반추위라고 함. 반추위는 먹은 음식물을 넣어두는 큰 첫째 위(혹

위: rumen)와 벌집과 같은 모양의 벽이 있는 둘째 위(벌집위: reticulum), 점막이 주름 모양으로 된 

셋째 위(겹주름위: omasum), 위선(胃腺)이 분포된 넷째 위(주름위: abomasum) 등의 4개 방으로 되

어 있음. 첫째 위는 4방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소의 경우 용량이 150∼200ℓ이며, 모든 음식물을 

먼저 이곳에 모아둠. 이 내용물을 토해내서 40∼60회 정도 씹은 다음 다시 삼키는데, 소는 40∼50

분 사이에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하루 종일 몇 번이고 되풀이함. 첫째 위 속에는 많은 세균이 있어

서 셀룰로오스를 분해시킴. 또 이것과는 별도로 어떤 종류의 원생동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백질원으로 이용하고 있음. 씹어서 되돌아온 첫째 위의 내용물은 둘째위로 감. 둘째 위에서는 수

축이완 운동을 하여 내용물을 첫째 위로 보내거나 첫째 위로부터 받아들임. 이 내용물은 셋째 위에

서 가늘게 부셔져서 넷째 위로 이동하게 되는데, 넷째 위에서 비로소 위선으로부터 위액이 분비됨. 

이와 같은 반추를 하는 동물들은 육식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많음. 대부분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활동하고, 작은 동물들은 밤에 활동하여, 풀ㆍ나뭇잎ㆍ열매와 같은 식물을 첫째 위에 많이 

모아둠. 이것을 안전한 장소에서 천천히 반추를 하여 소화ㆍ흡수하는 것이라고 생각됨.(출처: 네이

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32) 탄수화물 원으로는 밀이 주오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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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하는 원료로, 수수와 밀기울(麬)33), DDGS(옥수수 증류 

찌꺼기), 어분 등도 이용되고 있다.

중국에서 옥수수는 주요 농산물로 취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옥수수는 중국 전

국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동북부의 흑룡강성(黑龍江省), 길

림성(吉林省)에서의 생산량이 많다. 이 외에도 산동성(山東省), 내몽골자치구(內蒙

古自治區), 하남성(河南省), 하북성(河北省), 요령성(遙領省), 사천성(泗川省), 산

서성(山西省), 운남성(雲南省) 등 상위 10개 성에서 약 80%를 생산하고 있다(그림 

16, 17). 특히 길림성은 기후가 적합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림 16. 옥수수 및 대두 생산 분포

33) 원문에는 후스마로 되어 있음, 밀기울은 밀에서 가루를 빼고 남은 찌꺼기임. 밀의 속껍질이 많이 섞

인 것으로 12~15% 가량이다. 밀기울은 밀에서 차지하는 용적이 크고 기호성이 높으며 소화가 잘 

되어 가축의 사료로 많이 쓰이는데, 열량은 적으나 무기물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젖소에는 농후사

료의 25~30%, 육계에는 10%, 산란계에는 23%까지 사용할 수 있음. 이 밖에 된장 ㆍ누룩 등의 원

료로도 쓰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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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역별 옥수수 생산량(2017년)

대두는 흑룡강성, 안휘성(安徽省), 내몽골자치구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대두유도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두부 등 가공도가 낮은 식품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대두유는 수

입 대두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운반하는 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한 중~남

동부 연안 지역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16, 18).  

그림 18. 지역별 대두 생산량(2016년)

한편, 중국의 축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낙농은 북부가 주산지 이지만, 육용우. 

경영은 남서부, 양돈과 양계는 중~남동부가 주산지로 꼽힌다. 그러므로 많은 축산

농가는 옥수수 생산지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셈이다. 개별 농가가 동북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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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ㆍ운반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효율이 좋지 않아, 옥수수를 다급하는 돼지나 

닭이 활발한 지역에서 사료산업이 발달하여 왔다(그림 19, 20).

그림 19. 주요 축산업의 분포  

그림 20. 옥수수의 물류와 사료생산 주산 주요 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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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수운이 발달하여, 수송비용은 도

로, 철도, 선박의 순으로 낮다. 동북부에서 생산된 옥수수는 철도로 요령성(遼寜

省, 랴오닝 성) 대련(大連, 다롄)까지 운반하고, 거기에서 배에 싣고 양자강(揚子

江)34)이나 주강(珠江)35) 등 큰 하천을 경유하여 중~남동부의 사료공장까지 운반

이 가능하다. 대두박도 중~남동부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원료 조달이 쉽

고 소비지에 가까운 입지이다. 

농협중앙회의 자료36)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중국에서 연간 6천두 이상의 소를 

도축ㆍ가공하는 기업은 총 206곳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간 도축두수가 6천두 

이상인 도축ㆍ가공 기업은 중원지역(산동성, 허난성, 하북성 등) 107개, 동북지역

(헤이룽장성, 길림성, 요녕성 등) 59개, 서북지역(신장자치구, 간쑤성(감숙성)37), 

칭하이성(靑海省) 등) 31개, 서남지역(사천성, 운남성, 귀주성38) 등) 9개 등 206개

소로 집계되었다. 또한 콜드체인 수송체계가 발달하지 못해 많은 업체들은 주로 

주변지역에 납품하는 사업방식을 보이고 있다.

34) 양쯔강, 揚子江 또는 장강(長江, 창장)이라 부르며, 중국 대륙 중앙부를 횡단하는 중국에서 가장 긴 

강임. 가의 길이는 6,300km로, 본래의 명칭은 창장(長江)으로, 세계에서도 세 번째로 긴 강임. 중국 

서부의 칭하이성(靑海省)에서 남동쪽의 상하이(上海)까지 11개의 성급(省級)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

며, 유역 면적은 1,800,000 km²에 이름. 일찍이 중국에서 하(河)라는 글자는 황하(黄河, 황허)를 가

리키고, 강(江)이라는 글자는 창장(長江)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였음. 그래서 창장(長江)의 남쪽을 강남

(江南)이라고 부르고, 남부의 동해안 지역을 강동(江東)이라고 불렀음. 창장[長江]의 상류를 진사강

(金沙江), 민장(岷江) 강 등이 합류하는 그 아래 지역을 ‘천강(川江)’, 옛 형주(荆州) 지역을 지나는 

창장(長江)의 중류(中流) 지역을 ‘형강(荆江)’, 그리고 그 하구(河口) 지역을 양쯔강(揚子江)이라고 불

렀음. 하지만 서양 선교사들이 양쯔강이란 명칭을 사용한 뒤, 오늘날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반

적으로 양쯔강이 창장(長江)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35) 주강(珠江, Pearl River). 구칭(旧称) 웨강(粤江, 월강). 중국 경내 3대 하천이며, 유량 면에서는 2대 

하천으로 전장은 2,400㎞이며 원래는 광저우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하도(河道)를 지칭하였으나, 이후 

시강(西江, 서강), 베이강(北江, 북강), 둥강(东江, 동강) 및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의 제 하천의 총칭

이 되었음. 주강의 간선 하천인 시강(西江, 서강)은 윈난성(云南省) 동북부 잔이현(沾益县, 첨익현)의 

마슝산(马雄山, 마웅산)에서 발원하며 윈난성, 구이저우성,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광둥성

(广东省)의 4개 성(省) 및 자치구와 홍콩(香港), 마카오(澳门) 특별행정구를 지나며, 광둥성(广东省) 

포산시 삼수(三水)에서 베이강(北江)과 합류하고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지구 8개의 하이커우(海口)

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감. 베이강(北江)과 둥강(东江, 동강) 수계는 모두 광둥성(广东省) 경내에 있

으며, 주강유역의 중국 경내 면적은 44.21만 ㎢이며 베트남 경내에 1.1만여 ㎢가 있음.(출처: 네이

버 지식 중국행정구획총람, 황매희 편집부, https://terms.naver.com/)

36) 축산신문 2020년 2월 27일자 기사, ‘농협, 6천두 이상 도축기업 총 206개’, 농협중앙회, ｢한우레포트｣ 

2020년 2월 24일간 에서 중국농업대학경제관리학원의 자료 인용, http://www.chuksannews.co.kr/)

37) 간쑤성(Gansusheng, 甘肅省(감숙성), 甘肃省). 중국 서북지구 황허강[黃河] 상류에 있는 성.(출처: 두

산백과, https://terms.naver.com/)

38) 구이저우성(Guizhou, 貴州省(귀주성), 贵州省). 중국 남서부 윈구이고원[雲貴高原]에 있는 성(省).(출

처: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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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2017년을 기준으로 726만 톤에 달해 세계 4위 수준이

다. 같은 기간 주요 쇠고기 생산국의 전체 생산량 비율은 미국 19%, 브라질 15%, 

EU 13%, 중국 12%, 인도 7% 순이었다.

중국에서는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내 육류 총 생산

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쇠고기 생

산량은 2006년 577만 톤에서 2017년 726만 톤으로 25.9% 증가하였지만, 중국 내 

육류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9%, 2017년 8.9%였다. 중국 내 육

류 총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은 돼지고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점유율이 6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생산량은 중원지역, 동북지역, 서남지역, 서북지역 순이었다. 중국 축산

수의사연감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지역별 생산량은 중원 226만 톤, 동북 179만 

톤, 서남 93만 톤, 서북 78만 톤이다. 2017년에는 중원 221만 톤, 동북 187만 톤, 

서남 134만 톤, 서북 99만 톤으로 중원지역이 약간 줄어든 반면, 나머지 지역에선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의 쇠고기 가격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상승 추세를 보인 것

으로 나타났다. kg당 쇠고기 가격은 2007년 22.2위안에서 2013년 1월 50위안을 

돌파하였고, 2014년 1월에는 60위안을 넘어 2016년 62.7위안이 되면서 2007년 

대비 2.8배 높아졌다. 농협은 2018년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중국

에서 돼지고기 공급이 줄면서 쇠고기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라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쇠고기 수출이 2007년 이후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쇠고기 수출량은 2007년 2만 8천 337톤에서 2016년 4천 143톤, 2017년 922

톤으로 줄었다. 2018년 상반기에는 187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6.9%나 감소하였

다. 쇠고기 수출액 또한 2011년 1억 1, 959만 달러에서 2017년 790만 달러로 줄었

다. 2018년 상반기에는 156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9.8% 감소하였다.

중국의 경우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량은 생산

량에 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쇠고기가 식용으로 질이 높지 않고, 국

내시장을 충족하기에도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등 다른 쇠고기 수출국에 

대응할 수 있는 품질과 가격 수준이 아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쇠고기 기업(브랜드)인 헝두(恒都)농업그룹39)(HONDO BEEF)

39) 헝두(恒都)는 펑두(豊都)현 가오자(高家)진에 위치한 농업그룹으로 2009년 설립됨. 소 사육으로 탈빈

(脫貧)의 가능성을 본 펑두마을의 사례가 유명함. 헝두기업은 산업 사슬 중 도축, 가공, 판매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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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9년 설립되어 육우양식, 사료생산, 도축, 콜드체인까지 일체화된 기업이다. 

이 그룹에서는 쇠고기, 스테이크, 육포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징둥40)

생선, 타오바오41) 등 온라인 마케팅 전략망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온라인 소비량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내몽골 커얼친우업유한공사42)(Kerchin)은 1999년 설립된 곳으로, 내몽골에 황

소를 전문으로 사육하고 있으며, 온라인 소비량 전국 2위를 차지한 생고기 전문점

이다. 원성식품(WB)은 1999년 설립되어 일반 소 외에 ‘용강 와규’라는 순종 고급 

와규를 도입한 기업이다. 현재 전국 쇠고기 시장의 고급 소비를 선도하고 있다.

하남 이새우육고빈유한공사(伊赛牛肉股份有限公司, 이새우육)는 2001년 설립된 

회사로, 무슬림 제품 전문 브랜드이다. 쇠고기의 영양가와 고품질을 위해 전통 무

슬림 공예 및 현대 공예의 결합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동라이순집단(東來順, 동라이순)은 1903년 설립된 회사로, 무슬림 제품 전문 브

랜드로 업무범위는 훠궈(火锅)43) 체인음식점, 육류제품 가공기업 등에 걸쳐 있다. 

징둥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쇠고기 제품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에성자이(月盛斋)는 1775년 설립되었다. 청나라 때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제

일 오래된 전통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다. 생고기 및 조제식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다.

합서(陕西)44) 진보목업 고빈(股份)45)유한공사(진보목업-KINGBULL)는 1903

년 설립되었다. 산시성 진천우와 외국 육우의 교잡품종으로 전통 진천우의 단점을 

보완한 산시성 유명 쇠고기 생산 브랜드로, 산시성 각 지역별 대형마트에 전문판

매점을 입점시키고 있는 기업이다46).

함. 소 사육농가가 송아지를 구입하여 8-10개월 사육하면, 헝두 또는 다른 기업이 매입하여 다시 

약 8개월 정도 비육한 후 도축하여 판매함.(출처: ‘빈곤탈출을 이루고 환경도 보호하는 펑두의 ‘소사

업’’, (출처: 블로그 네이버, 인민화보, https://blog.naver.com/touchchina/221621290029)

40) 중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온라인 마켓을 대표하는 기업.(출처: 네이버 블로

그 ‘중국의 아마존 ‘징둥’’, https://blog.naver.com/ernest1306/221311432368) 

41) 타오바오(taobao.com). 중국의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 기업.(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

42) 중국의 가축회사. 

(출처: 네이버 카페 제우스 해외선물 투자의 정석, https://cafe.naver.com/zeustrading/)

43) 중국식의 샤부샤부와 같은 음식.

44) 중국 합서지방(Shaanxi Province, 陕西, 陝西). 중국 북서부에 있는 육지로 둘러싸인 지방임. 중국 중

부에 위치하고 산시(NE, E), 허난(E), 후베이(SE), 충칭(S), 쓰촨(SW), 간쑤(W), 닝샤(NW), 내몽골(N)

과 접하고 있음.

45) 고빈(股份, gǔfèn). 중국말로 주(株), 주식(株式), 주식 증서(證書)의 의미로 뒤에 有限公司가 붙으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같은 의미임.

46) 이상 축산신문 2020년 2월 27일자 기사, ‘농협, 6천두 이상 도축기업 총 206개’, 농협중앙회 한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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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료 원료곡물의 가격 및 수익성 비교

1) 옥수수와 대두의 수익성 비교 

몇 년전 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옥수수는 비축정책에 의해 정부 매수가격으로 최

저 가격이 보장되고 있었다. 대두도 2014년 이후는 목표가격제도로 변경되었지만, 

목표가격을 밑돌 경우 재정을 동원한 보조가 실시되면서, 시장 원리에 입각한 생

산 구조는 아니었다. 

중국 정부는 옥수수 과잉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 관점에서 옥수수와 대두를 비교해 보면, 상

대적으로 옥수수의 수익성이 대두의 수익성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全國農産品成本收益의 분석에서처럼, 2014

년 시점에서 옥수수의 경우 단위 면적당의 생산비는 비싸지만 수익성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47). 

이처럼 정부가 대두에 대하여 옥수수와 대두 간의 수익 차이를 메꿀만한 생산자

보조 정책을 취하지 않는 한, 기존의 옥수수 농가가 대두로 생산을 전환하기란 쉽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4).

표 4. 옥수수와 대두의 수익성 비교

1무 당
옥수수 대두

평균 흑룡강성 길림성 내몽골자치구 평균 흑룡강성 안휘성 내몽골자치구

수량(kg) 499.8 506.3 524.0 55.3 143.6 159.6 114.7 130.9

총 생산액(위안) 1,145.7 1,092.1 1,174.8 1,272.1 641.6 681.2 551.9 562.2

생산비 합계(위안) 1,063.9 888.8 1,198.0 895.5 667.3 650.2 646.2 499.6

물재비 364.8 335.1 384.3 368.8 202.9 215.3 169.7 209.2

인건비 474.7 226.2 433.3 300.8 216.7 139.7 272.7 74.3

지대 224.4 327.5 380.4 225.9 247.7 295.2 203.9 216.1

수익(위안) 81.8 203.3 -23.3 376.7 -25.7 31.0 -94.3 62.6

이익률(%) 7.7 22.9 -1.9 42.1 -3.9 4.8 -14.6 12.5

주: 생산량 상위 3개성 또는 자치구를 기재. 이익률은 생산비 합계에 대한 이익의 비율.

자료: 全國農産品成本收益 2015(2014년 실적).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7년 1월호에서 재인용

포트 2020년 2월 24일간에서 인용.

47) (중국)全國農産品成本收益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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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합사료 및 원료곡물별 가격 비교 

이 절에서는 2017년 시점에서 중국의 사료원료 가격들을 서로 비교보면서 중국

의 사료원료 구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앞으로

의 사료원료곡물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미리 짐작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사료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대두 수입이 2016년에 크게 

증가하였기는 하지만, 미국의 대두 감산의 영향 등으로 대두의 국제가격이 오르면

서 대두박 가격 또한 2016년 6월 이후 상승하였다. 

DDG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 6월 이후 DDGS 가격이 계속 상승하

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산 DDGS에 2016년 9월 이

후 반덤핑관세48)나 보조금 상계관세49)가 부과되게 되자, 시장이 선행적으로 반응

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옥수수 가격은 2016년 수확 전인 7~8월에 짧게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의 배경에는 옥수수의 재고 수준이 높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산 옥수수 가격

은 미국 내 옥수수 농가판매가격과 비교하면 평균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

다. 중국산 옥수수 생산이 고비용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그림 

21).

48) anti-dumping duties. 어떤 국가가 특정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수출하고, 이를 수입한 국가

의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경우 수입국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함. 일반적으로 수입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데, 덤핑상품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고율의 관세를 

붙여, 그 상품이 싼 값으로 국내 시장에 나돌지 않도록 함. 이와 같이 덤핑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 함.(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경원,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3563&cid=47332&categoryId=47332) 

49) compensation duties, 相計關稅.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 이 교부금은 정부에 의한 공적 교부이

든 동업조합(同業組合)에 의한 사적 교부이든 관계없으며, 수출장려금과 같이 직접적인 수단에 의하

든 수출경비 할인에 의하든 관계없음. 이 보조를 받은 상품은 외국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

며, 이러한 사실이 명백할 때 상계관세가 발동하게 됨. 결국 상계관세란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한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임. 우리나라

에서는 유사한 제도로, 관세법 제13조에 "외국에서 직접ㆍ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출처: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9844&cid=40942&categoryId=3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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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국산 사료원료 가격 비교

사료 원료별로 수입 CIF 가격을 비교해 보면, 대두박이 가장 높으며 가격 하락

폭도 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가격은 1톤당 5,000위안(8만 2,900엔: 

1위안=16.58엔, 한화 약 91만 1,900원) 수준인데, 이는 대두박의 원자재가 되는 

대두 가격 보다도 1.7배 높은 수준이다(그림 22). 

그림 22. 사료원료별 수입 가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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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료원료는 톤당 1,500~2,000위안(2만 4,870엔~3만 3,160엔, 한화 

약 27만 3,570~36만 4,760원)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사료

업체들은 그 때 그 때 이들 원료들의 가격 상황에 따라 대체할 범위(특히 옥수수와 

수수, DDGS)에서 가격 우위의 높은 원료를 구입하여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이후 배합사료 가격의 추이를 보면, 주 원료인 옥수수 가격과 연

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3). 대두박은 수입 대두가격의 영향을 받지만, 일정

량의 대두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산물인 대두박은 수량적 측면에서 안정되

게 조달할 수 있다. 

그림 23. 사료원료와 용도별 배합사료 가격 추이

용도별 배합사료 가격 수준은 거의 같은 추세로 움직이는 데, 그 중에서도 육계

용 사료 가격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양돈용 그리고 이어 산란계용 배합사료 가격

의 순이다. 이는 원료의 함량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배합사료 가격도 상승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사료 가격에 관해서는 특히 보조제도 등이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판매 대리점과 축산농가의 관

계 유지로 인해 다소의 상승분은 대리점이 부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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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료 생산과 유통 

1) 사료의 형태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사료 공장에서 생산된 것에는 주로 3가지 

형태가 있다(그림 24). 첫째는 ‘배합 사료’이다. 이는 최종제품 그대로 가축에게 급

여할 수 있다. 둘째는 ‘농축사료’이다. 농축사료는 단백질, 미네랄 등을 뒤에 설명

할 프리믹스에 더하여 만든다. 이 ‘농축 사료’1에 대해 옥수수 3의 비율로 배합함

으로써, ‘배합사료’로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프리 믹스50)’이다. 이

는 사료 원료곡물에 2종 이상의 사료 첨가제를 혼합하여 만든 것을 말하며, ‘농축

사료’와 마찬가지로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한다. 또한 사료 첨가제는 비타민, 미

량 원소 등을 주 원료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24. 사료형태의 기본적인 관계도

50)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中国の飼料需給をめぐる内外の情勢と今後の見通し’, ｢축산의 정보｣ 2019년 

12월호의 원문에는 ‘예혼(預混)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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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사료제품 샘플. 왼쪽부터 병아리용사료, 농축사료, 배합사료(粒狀), 배합사료(펠렛狀)

2) 사료 생산공정 

중국의 사료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일본의 공정과 큰 차이는 없다. 공

정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달한 원료는 우선 성분 등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에 합격한 원료는 사일로나 보관소에 잠시 보관한다. (3) 원료를 투입하는 

혼합 제품을 포장한다. (4)생산된 제품은 제품용 사일로나 창고에 일시 보관되고, 

(5) 최종 검사를 실시한다. (6)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출하하게 된다. 

(3)의 생산 공정은 거의 기계화되어 있으며, 종업원은 제어실에서 관리하는 정

도이다. 기타의 공정에서는 대규모 기업만큼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어 중소기업에

서는 (2)의 원료 운반과 (5), 제품의 구분 등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6). 

그림 25. 사료 생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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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검사실

사진 7.

원료창고. 왼쪽 검사 전, 

오른쪽 검사 후의 원료

사진 8.

원료운반차량

사진 9.

제어실에서 생산공정을 

감시하는 모습

사진 10.

제품 포장 작업

사진 11.

제품 분배 작업

사진 12. 

제품용 사이로 반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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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료의 유통

옥수수, 대두박 등의 원료 조달부터 제품이 된 사료를 축산농가에게 판매하는데 

이르기까지의 주요 유통 경로는 다음과 같다(그림 26).

그림 26. 사료 유통과정

생산된 옥수수는 농가와, 비축 및 건조를 업무로 하는 비축기업의 사일로51)에서 

보관ㆍ건조된다. 사료업체의 옥수수 매입에는 크게 분류하여 두 가지 경로가 있

다. 

하나는 비축 옥수수가 방출된 때에 경쟁입찰로 조달하는 통로이다(그림 26의 

(1)). 이 방법은 한꺼번에 대량으로 조달할 수 있지만, 방출시기가 정해지지 않았

기 때문에 원료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원료가 부족한 경우, 생산지에 가까운 중소기업 등은 또 다른 중간 상인을 통한 

51) 사이로(silo). 사일리지(silage)를 조제 보관하는 탱크.(출처: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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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에서 조달하고 있다(그림 26의 (2)). 이 경우, 브로커가 그 농가와 비축 기업

에서 필요량의 옥수수를 수집하여 사료 생산 공장에 반입, 공장에서 수분 등의 검

사를 한 뒤 기업과 옥수수 농가에서 직접 가격 협상을 벌인다. 

중개인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매입 센터’를 소유하는 기업도 있다. 또한 매입 가

격에 대해서는 매년 가을에 정부가 발표하면서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데 기준이 되

는 ‘목표가격’을 바탕으로 협상되기 때문에, 기업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대두박을 매입할 때 사료업체와 착유기업(搾油企業)에서 직접 협상하지만, 계약

한 대두박은 사료 생산공장 인근 착유공장에서 직접 운반되게 된다(그림 26의 

(3)).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2가지 경로로 분류된다. 하나는 사료를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대규모 농가이다. 직접 가격 협상을 벌이는 계약이 성사된 제품을 벌크상태

로 실어서 반입하지만, 이 경로로 취급하는 양은 적다(그림 26의 (4)).

또 하나는 포장제품을 판매 대리점을 경유하여 판매하는 경로이다(그림 26의 

(5)). 이런 대리점은 한 마을에 10개 정도 있고, 각 점포는 복수 회사의 사료를 다

루다 보니 축산 농가는 이 대리점에서 필요한 제품을 구입한다. 

또한 2019년 9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이 조사한 4개 업체 가운데 자사

에서 운송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없었다고 한다. 이는 자사에서 운반차

량과 운전수를 보유하는 것 보다 수송 전문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옥수수 등 원료의 구입부터 제품 반출까지 모두 외부의 운송

업자가 도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ASF의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사료업체의 방역 의식도 예전보다 높

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차량 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업도 많았다. 또한, 

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을 소독하기 때문에 사료 생산공장 입구에는 소독매트와 차

량 소독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운반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어 외부 차량 안에는 운송업자의 차량은 포

함되지 않다는 점, 운송업자에 대한 방역에 관한 충분한 지식의 계발, 소독시설 설

치 및 운용의 상황에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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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옥수수 건조용 사이로

사진 14.

사이로 벽은 금망

사진 15. 

건조된 옥수수

사진 16. 
광동성에서 본 

사료판매대리점. 

화강사료판매부라고 

적혀있다. 수산용 사료, 

양계용 사료 등을 취급하고 

있다

사진 17. 

사료공장 입구 간판. 

ASF방역기간 외래차량 

입장금지라고 적혀 있다.

사진 18.

북경시 외교의 사료업체. 

입구에 소독 매트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 19.

광동성 사료업체의 분무식 차량소독 장치. 

차량소독통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으며, 진입하는 차량은 모두 여기에서 소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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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 사료업체 동향 

중국 국내의 사료업체는 최근 인수합병 등에 의해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대기업에 집약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이 

2016년 9월에 조사한 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생산점유율을 비교하면서, 각 기

업의 개요를 소개하고 자 한다(표 5). 

표 5. 중국 사료업체의 생산량 랭킹(2015년 기준)

순위 회사명 영문명
생산량
(만 톤)

시장점유율
(%)

업무내용

1
신희망
육화

New Hope 
Liuhe

1,150 5.7
사료생산, 종축, 종계공급, 가축 및 가금 사육, 

식육제조가공, 판매

2 쌍포태 Teins Group 800 4.0 사료생산, 양돈, 식량비축

3 정대
Charoen 

Pokphand 
Group(CP)

750 3.7
사료생산, 가축 및 가금 사육, 식육제조가공, 판매, 

종묘생산판매, 제약

4 해대 Haid Group 650 3.2 사료생산, 수산양식, 가축 및 가금 사육

5 정방 500 2.5 사료생산, 가축 및 가금 사육, 판매, 쌀생산판매 등

6 동방희망
East Hope 

Group
520 2.6 사료생산, 판매

7 아태중혜 480 2.4 사료생산, 가축 및 가금 사육

8 통성
Tongwei 
Group

350 2.0 사료생산, 양돈, 식육제조가공

9 대북농
Da Bei Nong 

Group
400 2.0 사료생산, 양돈 등

10 유원 Liyuan Group 200 1.0 사료생산

기타 14,210 71.0

합계 20,010 100.0

자료: ALIC 청취조사 결과.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7년 1월호에서 재인용 

이에 앞서, 2019년 9월 시점 조사에서의 각 사료 기업들의 특징과 원료 사용 방

식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의 2019년 9월 조사 시에는 동

북부 1개 회사, 베이징 근교 2개 회사, 남동부 1개 회사 등 4개소의 사료업체를 조

사하였다(표 6). 동북부에서는 사료 생산량 중 70%, 베이징 근교에서는 75~80%, 

남동부에서는 전량이 배합사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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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동북부의 축산농가는 옥수수도 생산하는 겸업농가가 많

은데, 이런 농가는 농축사료를 사서 직접 만든 옥수수와 혼합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옥수수 생산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농축사료 생산도 많다. 

다만 최근에는 겸업농가가 감소하고 있어, 배합사료가 사료 전체 생산량에서 차

지하는 비율도 증가 경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9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이 조사한 사료업체 4곳 중 생산량 10

위 이내의 대형 2개소는 수입 옥수수를 이용하고 있었다. 수입 옥수수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대북농에서는 할당된 쿼터량을 소화하고 나머지 필요량을 동북부

에서 조달하고 있었다. 

표 6. 조사대상 사료업체 개요(2019년 9월) 

기업명
본사 

소재지
업무내용

생산하는 
사료의 종류와 

대상

생산량
(만톤)

공장
수

기업의 특징 등

吉林德泰飼
料科技發展
有限公司

길림성 
장춘시

사료생산, 
양계(산란), 

식량 무역 유통

배합사료, 
농축사료, 

프리믹스돈, 
가금, 반추 외

30 2
2015년에 ISO9001을 취득, 

길림성의 옥수수 12만톤, 대두박 
등 그 지역산을 사용

大北農集團 북경시

사료생산, 
양돈(번식암퇘
지 15만 두), 
곡물종자 생산 

등

배합사료, 
농축사료, 

프리믹스돈, 
가금, 반추, 

수산

420 100

2017년도 업계 7위, ISO9001, 
HACCP 취득, 옥수수는 

길림성의 수매 스테이션에서 
150만톤, 수입으로 15-17만톤 
조달, 대두박은 대규모 착유기업 
수개 회사로 부터 100만톤 조달. 

공장은 청해성, 티벳자치구 
이외의 성에 소재

北京首農畜
牧發展公司

북경시 사료생산

배합사료, 
프리믹스돈, 

가금(오리), 소 
등

20 2

ISO9001, HACCP 취득, 
동북부와 하북성의 옥수수를 
경쟁입찰로 15만톤 조달. 

대두박은 대규모 
착유기업으로부터 5만톤 조달. 
생산량 중 70%는 그룹 내 

낙농농장에 제공

廣東海大集
團

광동성 
광주시

사료생산, 
양돈(연간 

200만두 출하), 
가금(육용, 

연간 2000만 
수 출하), 
수산양식

배합사료돈, 
가금, 수산

1200 170

2017년도 업계 5위. 기초연구에 
주력. 길림성의 옥수수를 

경쟁입찰 또는 산지직거래로 
600-700만톤, 수입으로 

100만톤 조달. 대두박은 호북성, 
광동성에서 조달. 생산량 중 
200만톤은 그룹 내에 제공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12월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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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희망육화(新希望六和) 

신희망육화는 대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기업그룹이다. 이 그룹은 사료생산

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 500개의 관련 기업이 있다. 현재는 사료생산

과 축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식품제조 및 가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료 생산량은 연간 1,150만 톤으로 중국에서 1위이며, 2016년 상반

기 생산 실적은 690만 톤이다. 

축산 부문에서는 오리 등을 포함한 식용 가금, 수생가금(水生家禽52)) 생산이 최

대이다. 식품 가공의 중점은 육용 오리고기로 연간 200만 톤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20개국 이상에 사료

공장 또는 지사를 설치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상사와 합작으로 칭다오

(靑島)에서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터키에 현재 새롭게 사료 공장 “New 

Hope Turkey”를 건설 중이다. 이 곳에서는 소와 말용 사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사진 20. 광동성 광주시(廣東省 廣州市)의 신희망육화(新希望六和) 사료공장

52) 물가 또는 물에서 주로 서식하는 가금류. 중국의 주요 수생가금으로는 집오리, 청둥오리, 화조(유럽

의 회색기러기, 중국의 저어새) 등을 꼽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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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대(正大, CP) 

점유율 3위인 정대는 태국 자본인 CP(챠롱ㆍ포카판)그룹53)의 중국 본토에서의 

명칭이다. CP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산업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서 유명한데, 역사

적으로 화교54)계의 재벌 기업이어서, 중국 본토 투자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본토

에서 축산 수직통합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이다55). 

(3) 해대그룹(海大集團) 

점유율 4위 해대그룹은 1998년 사료 회사로 설립되어 2009년에 심천(深川) 주

식시장에 상장하였다. 주요 활동 거점은 화남지방(華南地方)이며, 창업자가 기술

인 출신 때문에 연구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5년의 사료 판매량

은 수산용 사료를 포함하여 650만 톤이다. 배합사료는 가금용이 약 200만 톤, 돼

지용이 약 100만 톤, 수산용이 약 200만 톤으로, 소ㆍ양에 이용하는 사료 생산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 배합사료가 총 매출의 80%를 차지하며, 나머지 20%는 사료

첨가물과 육성어(育成魚)ㆍ유축용(幼畜用) 가루형태(세류상(細流狀)56))의 사료 등

53) Charoen Pokphand Group. 1921년 창업한 태국의 대기업이자 다국적 기업으로, Charoen Pokphand 

Group을 줄여서 CP 그룹이라고 함. 주로 식품으로 잘 알려졌으나, 사업 분야는 무척 다양함. CP에

서 생산한 식품들은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을 비롯하여 마트에도 빠짐없이 입점해 있음. 육류 혹

은 가공식품, 냉동식품 등 다양함. 세븐 일레븐 외에도 자체적인 CP 브랜드의 편의점도 있음. 태국

의 대표적인 통신사 True도 CP 소유임. 패스트푸드 업체인 태국의 체스터스 그릴도 CP 계열인데, 

태국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3위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KFC 태국 운영권도 CP 소유임. 태

국에는 Makro라는 창고형 매장도 창고형 매장에서는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또 CP가 종

묘 사업으로 맨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농업용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음. 그 외에도 부동산 사업, 플

라스틱 제조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폭 넓은 사업을 운영 중임. 중국에서는 로터스라는 매장을 운영 

중이며, 중국 이마트 운영권을 CP가 갖고 있음. 이 CP 기업은 중국에서도 앞서나갔음. 중국에서 외

국인에 대한 사업권이 최초로 개방된 1978년에 가장 먼저 중국 진출을 한 곳이 바로 CP임. 오늘날 

중국 식품시장의 1/5을 쥐고 있음. 중국 2위 보험사이자 세계 최상위권 보험사인 핑안보험의 최대 

주주이기도 함. 중국 요시노야(吉野屋)의 운영권 또한 CP 소유임. 식품 및 농업 종합기업으로서는 

현재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음. 세계 가금류 생산에서는 '세계 3위'임. CP 그룹은 태국, 홍콩, 상

하이,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

54) 중국의 정의에 의한 현지 국적을 가진 중국인의 뜻. 다만 엄격한 정의가 아님.

55) 첨부한 <자료 1> ‘태국 CP그룹, 광동성에서 축산 등 수직 통합 프로젝트 개시(중국)’ 일본농축산업

진흥기구(ALIC), 2016년 9월 9일자 해외정보 발표자료 참조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1676.html). 

56) rill type. rill(細流)이란 일반적으로 작은 물의 흐름을 가리키며, 이 흐름으로 파인 홈을 세구(細溝)라

고 함.(출처: 해양과학용어사전, 한국해양학회, https://terms.naver.com/). 여기서 말하는 세류상 사

료란 물에 뜰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사료를 의미함. 참고로 사료의 형태는 1) 가루사료(곱게 

가루로 만든 것), 2) 펠릿사료(가루사료를 일종의 주형 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 

3) 크럼블사료(펠릿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 목적에 맞게 분쇄ㆍ선별한 것, 4) 후레이크 사료(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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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룹의 4대 사업은 (1) 사료 생산ㆍ판매, (2) 백신이나 가축 위생용품 판매, (3) 

가금(20만 마리), 돼지(50만 마리) 사육과 수산 양식, (4) 축산의 자축(仔畜, 새끼 

가축)과 수산 치어(稚魚) 공급 등이다.

해대그룹의 양돈사업은 2개 모델을 실천하고 있다. 하나는 미국, 네덜란드, 스

위스에서 도입한 종돈을 가지고 자가교배한 번식 모돈을 직영 농장에서 육성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새끼돼지를 자사의 사료로 직접 육성하는 모델이다. 2012년부터

는 3,000명의 스태프로 구성된 양돈연구팀이 결성되었다. 

또 하나는 배합사료와 비육 자돈을 농가에 공급하여 비육을 위탁하는 모델이다. 

각 농장에서는 해대그룹의 사양 관리 기준을 지켜 높은 수준의 생산성 달성을 

꾀하고 있다. 

이 두 모델의 합계로 연간 돼지 개체 수는 50만 마리 중 위탁생산은 약 25만 마

리 정도 된다. 이 밖에 5년 후를 목표로 하여 식품 제조 및 가공분야에 진출할 계

획이 있다고 한다. 

해외에서 전개하는 사업으로는 미국에 정보수집과 원료조달을 위해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에 해외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다. 향

후, 남미에도 새로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도 판매 거점을 두고 있다. 

사료 첨가물은 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수출하였으며, 수산용 미량 첨가제, 칼슘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료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원이 되는 어분은 국제가격 변동 리스크가 높기 때

문에, 현재 대체 사료로써 벌레를 이용한 단백질원을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재 확보를 위해 화남농업대

학(華南農業大學), 화중대학(華中大學) 졸업 후 취직을 조건으로 장학금 제도를 제

공하는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종업원에는 기술개발 스태프 1,000명 중 박사는 50명 이상, 대졸 400명으로, 

연구비는 연간 2억 위안(34억 엔, 약 374억 원) 정도 된다. 

를 그대로 증기로 쪄서 납작하게 압편(壓片)한 것, 5) 익스트루젼(팽화) 사료(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전분을 호화(糊化)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 6) 액상(용액으로 된 것, 7) 그 밖의 형태(형태의 구분

이 명확하지 않니 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개껌, 겔, 과립, 도넛, 바, 박편, 베일, 생물, 

스틱, 시럽, 액상고형, 육포, 젤리, 종실, 칩, 캡슐, 쿠키, 큐브, 페이스트상, 편상, 환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출처: 아임관세사무소, https://h-energy.tistory.com/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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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광동성 광주시 외부의 海大그룹의 사료공장

(4) 大北農 

대북농은 주로 5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도 사료생산 

부문을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외에 가축 육종ㆍ개량, 종돈공급, 농약생

산, 종묘 관련 연구개발, 백신 제조ㆍ판매 등을 하고 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 은행과 제휴하여 농가를 위한 담보ㆍ보증 등의 

업무도 한다. 

이 회사는 사료공장을 전국에 100곳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돼지, 가금, 수산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사료부문의 연간 매출은 100~130억 위안(1,700~2,210억 

엔, 1조 8,700~1,430억 원)으로 알려졌다. 

농약부문에서는 생물농약(미생물, 세균을 이용한 농약)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

다. 또한, 종묘부문에서는 종자 및 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백신부문에서는 돼지용과 가축용 백신을 개발하여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또한, 육종ㆍ개량 사업으로 2012년에 캐나다로부터 종돈을 도입하여, 영국에서 

도입한 요크셔 등의 원종 돼지를 전국 여러 곳의 육종센터에서 교배하여, 모돈(母

豚)으로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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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료 수급 관련 중국 국내외 정세와 향후 수급 전망 

중국은 2008년부터 시행된 옥수수 비축정책을 변경하여 2016년부터 시장매수

와 보조금의 직접 지불로 이행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잉여재고 대책으로서 기존의 

‘식량확보’라는 목표에서 전환하여 새로이 ‘다용도 이용’으로의 이행과 ‘작부전환 

추진’을 내걸고 있다. 옥수수 가격이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지 사료업

계는 비용감축 요인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정책 변경이라는 불확정 요소를 경계하

는 목소리도 있다. 

향후 정책 변경의 영향으로 인해 옥수수 작부면적은 일정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환 작물로서, 북부는 대두, 화중(華中)은 채소ㆍ과실, 남부는 유채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두에 대해서 보면, 수익성 면에서 옥수수보

다 우위는 낮은 등, 옥수수가 다른 작물로 부드럽게 전환될 지 여부는 향후 정부의 

농작물 생산보조 정책의 방향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사료의 무역량은 전체 수요량과 비교하면 수출입 모두 한정적이지

만, 내외 가격차 때문에 수수나 DDGS 등 대체 사료 원료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

며, 그 수량이 커서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국내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고비용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이들 관련 농작물의 수입은 증가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

서도 중국의 향후 정책 동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중국에서는 축산물 수요는 증가를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료원료인 옥수수는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일은 없겠

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두박은 ASF의 계속적인 발생에 의한 일시적으로는 초과하였지만, 미ㆍ중 무

역마찰에 의한 대두 수입 물량 감소와 닭고기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은 어려움

을 겪어, 국내 시장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이 현지 조사를 실시한 2019년 9월 시점에서는 미

ㆍ중 무역마찰 해소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으며57), 조사한 사료업체는 2020년에

57)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안에 서명하였음. 합의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보

면, 1)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을 확대하고, 2) 1,560억 달러 정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차 

보복관세를 15%에서 7.5%로 하락하며, 3) 환율에 대한 데이터 공개, 4)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꼽

을 수 있음. 곡물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이 있었다는 것

임.(출처: 네이버 블로그, ‘미ㆍ중 무역협상 1차합의와 시장동향’, 리치빌 투자&재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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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돼지의 사육두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많았지만, ASF의 영향은 몇 년 

계속된다고 한다. 

세계 곡물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곡물 수급 상

황은 국제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곡물 수

급 사정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중국의 곡물 관련 수급정책이다. 

한편, 2019년 즈음부터 미ㆍ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미ㆍ중 무역전쟁의 범

위는 곡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지만, 대두를 위시로 한 곡물도 무역

전쟁의 주요 부문이 되고 있다. 

아울러, 곡물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돼지고기는 중국의 주식으로써의 중요성

이 있어 중국의 돼지고기 수요 또한 국제 곡물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된다. 

중국 내적으로는 2019년부터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만으로도 20%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는 

당분간 중국 내 양돈산업 진흥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중국의 사료

곡물 수요 또한 증가의 요인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이후에는 ASF로 인하여 돼지 사육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

돈용 사료의 이용량도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양돈산업 재건 정책으로 

양돈용 사료 이용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중국 내ㆍ외의 곡물 수급 여건의 다양함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 사료 및 곡물의 수급동향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https://blog.naver.com/ygirim/221735819377). 구체적으로 중국은 앞으로 2년간 대두, 면, 곡물, 육

류 등 320억 달러의 농산물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 연간 5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을 추가로 사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이 밖에도 중국은 미국의 육류, 가금류, 유제품, 

애완동물 식품, 농업 생명 공학에 대한 더 많은 시장 접근을 허용하기로 동의함.(출처: THE EPOCH 

TIMES,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86쪽 합의문 어떤 내용 담겼나’, 2020년 1월 16일 기사, 

https://kr.theepoch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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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태국 CP그룹, 광동 성에서 축산 등 수직 통합 프로젝트 개시(중국)

대규모 수직 통합 프로젝트를 개시, 연말까지 풀가동을 예정 

1970년대부터 중국에의 투자를 시작으로 해마다 그 사업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

고 있는 태국의 복합기업 그룹인 CP(챠롱・포카판)그룹은 2017년 8월부터 중국 

남부 광동성 담강시(廣東省 湛江市)에서 육용 닭 등의 복합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올해 말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해당 사업 ‘정대(正大, 중국의 CP의 현지 기업 이름) 담강 현대농업종합개발 기

지’는 초기 투자 약 40억 위안(640억 엔: 1위안=16엔, 한화 약 7,040억 원) 총 투

자액 약 120억 위안(1,920억 엔, 한화 약 2조 1,120억 원)으로 담강시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 안건으로 알려졌다. 본 사업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라

는 수직통합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장부문은 양계(식용 닭 1억 마

리 규모), 돼지(100만 마리 규모), 수산(새우 양식)의 3개 분야의 하드 시설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이에 관련된 종계장, 부화장, 사료 생산 가공 공장, 도축 및 

가공 처리장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한다.  

해당 사업은 담강시와 정대(CP), 농업 합작사와 중국농업은행 4자에 의한 관민

제휴 합동사업으로, 20만 명 이상의 현지 일자리와 토지 임차료 그리고 근로자 급

여를 포함 16.3억 위안(261억 엔, 한화 약 2,871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되면서, 

본격 가동 시 연간 총 생산액 100억 위안(1,600억 엔, 한화 약 1조 7,600억 원)이 

기대되고 있다.

광동성은 사료 조달의 관점에서 수직통합 사업 출범에 적합한 지역이다. 2014

년 광동성의 전국에서 차지하는 양돈, 양계 생산의 점유율은 돼지 사육두수가 

5.2%(3,790만 두), 가금류 생산수수는 8.2%(9억 5,128만 수)로, 전국에서 보면 크

게 뛰어난 규모는 아니지만, 동 성의 전국에서 차지하는 가축사료 생산 점유율은 

12.2%(2,399만 톤)로 모든 성과 자치구 가운데 최대이며, 그 중 돼지용 사료는 전

국의 14.8%(1,028만 톤), 육계용 사료는 14.7%(702만 톤)을 차지한다.  

∙ 정대 그룹이 중국에서 전개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환금 작물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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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생산 

∙ 현지의 기후 풍토에 알맞은 양계의 사육 관리와 육종 개량 개발 

∙ 농가의 수입 안정을 위한 근대 농축산업 기술 보급 

∙ 소비자 요구와 국제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한 냉동 

∙ 냉장 닭고기, 일차 가공 식품, 다양한 채소 제공 

(출처: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16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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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료 수급 관련 정책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1. 머리말 

중국은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며, 적지 않은 양의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

다. 한편, 경제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주요 곡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 

재고관리 및 정부의 수입통제 등을 위한 비교적 다양한 정책들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곡물 중에서도 특히 옥수수를 중요한 작물로 규정하고, 수급 및 가

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곡물비축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하지만, 최저 매수가격

을 보장하는 비축정책 실시, 옥수수와 그 대체 작물인 수수의 내외 가격차 등으로 

옥수수 재고가 쌓이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중국 정부는 재고수준을 낮추어 2016년부터 옥수수에서 다른 품목으로 작부 전

환을 장려하고 있다. 2016년 4월 옥수수 비축정책에 대해 정부의 최저 보증가격을 

폐지하고, 시장매수로 변경하였다. 한편 경제 성장에 따른 축산물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사료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사료산업과 관련된 진흥정책을 비롯하여 곡물의 수출입 관

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사료산업 진흥의 근간이 되는 사료공업발

전을 위한‘십삼오(十三五)2)’계획이라는 중국 특유의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 글 중의 환율은 1위안=15.8엔(2019년 10월 말 TTS-달러 환율:15.76엔, 1엔=11

원, 한화 약 17.34원)을 적용하였다.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中国の飼料需給動向~穀物政策の変更と飼料需給をめぐる現状～, ‘축산

의 정보', 2017년 1월호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中国の飼料需給をめぐる内外の情勢と今後の見通し’, 

｢축산의 정보｣ 2019년 12월호를 참조하여 업데이트 및 곡물정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업데이트 

및 수정ㆍ보완 아울러 해설을 더하여 작성한 것임.

2) 十三五. 제13차 5개년계획의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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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사료 진흥 정책

1) 십삼오(十三五) 발전 계획

정부의 사료와 사료 원료 생산 진흥은 2016년 3월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민 경제ㆍ사회 발전의 제13차 5개년 계

획3) 요강’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이어 중국의 내각에 상당하는 국무원이 

그 해 10월 17일에 공표한 ‘국무원에 의한 전국농업 현대화 계획(2016~2020년)’

(이하 ‘십삼오(十三五) 계획’) 및 농업부(현 농업농촌부)가 같은 달 25일에 공표한

‘전국 사료공업 십삼오 발전 계획’(이하 ‘사료공업 십삼오 계획’)에 의거하여 사료 

및 곡물 관련 진흥책이 실시되고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한 사료 및 사료 생산 진흥정책은 국가경제

계획인 5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국무원은 2016년 10월 17일 ‘국무원에 의한 

전국 농업현대화 계획(2016~2020년)’을 공표하고, ‘제13차 5개년 계획’의 식량안

전보장 관점에서 곡물 생산ㆍ자급 계획과 사료작물의 생산 목표 면적, 축수산품 

생산목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표 1). 

표 1. ‘제13차 5개년 계획’의 농업현대화 주요 지표(발췌)

항목 지표 현재(2015년) 목표(2020년) 연평균신장율(누계) (%) 지표속성

식량
안전
보장

식량(곡물) 종합 생산능력 5억 톤 5.5억 톤 [0.5] 구속성

밀, 벼 자급율 100% 100% - 구속성

농업
구조

옥수수 작부면적 5.7억 무1 5억 무 [-0.7] 예측성

대두 작부면적 0.98억 무 1.4억 무 [0.42] 예측성

유량식물작부면적 2.1억 무 2억 무 [-0.1] 예측성

육류생산량 8,625만 톤 9,000만 톤 0.85% 예측성

원유생산량 3,870만 톤 4,100만 톤 1.16% 예측성

수산물생산량 6,699만 톤 6,600만 톤 -0.3% 예측성

주 1: 1무는 약 0.667아르

   2: 지표속성 란의 '구속성'이란 달성의 의무가 있음. '예측성'이란 노력목표임.

자료: 국무원에 의한 전국농업현대화계획(國務院關旅印發全國農業現代規劃(2016-2020년)的通知, 일본농축산업

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7년 1월호에서 재인용

3)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위와 주요 내용(1차∼12차)에 대해서는 <부록 1> ‘중국의 경제개발

계획 연혁과 주요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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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공업 십삼오 계획’에는 축종별 사료 생산수량 목표 등이 정해져있다. 즉, 

2020년까지 각 축종용 사료 생산량을 증가시키도록 되어 있다(표 2). 

표 2. 전국 사료공업 ‘십삼오’발전계획에 의한 목표

용도
2015년 생산량

(만 톤)

2020년 목표

생산량(만 톤) 증가율(%) 사료요구율

돼지 8,344 9,400 12.7 2.7:1

산란용 가금 3,020 3,100 2.6 2.0:1

육용가금 5,515 6,000 8.8 1.6:1

수산 1,893 2,000 5.7 1.2-1.5:1

반추가축 884 1,000 13.1 -

기타 354 5001 41.2 -

합계 20,010 22,000 9.9 -

주: 가금에는 닭, 오리, 타조, 기타에는 모피용 동물 등도 포함.

자료: 중국농무부(2016년 10월 26일),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12월호에서 재인용

이 때문에 사료 생산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2020년 목표인 

2억 2,000만 톤을 넘어 2억 2,788만 톤이 되었다(그림 1). 이는 세계 사료 생산량

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물량이며, 2009년 이후 9년 연속 생산량 세계 1위를 유

지하고 있다. 

그림 1. 축종별 사료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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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료공업 십삼오 발전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점 발전 목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10% 증가시키면서 사료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고, 연산 100만 

톤 이상의 대형 사료업체 수를 40개소로 늘리며, 이들이 생산하는 사료가 전체의 

60%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직통합경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중심이 되는 발전 지역으로 동북 3성(흑룡강성(黑龍江省, 헤이룽장 성), 길

림성(吉林省, 지린 성), 요령성4)(遼寧省, 랴오닝 성)에서는 수직통합형 대규모 경

영을 추진하고, 내몽골자치구5)(內蒙古自治區, 네이멍구 자치구), 영하회족(寧夏回

族, 닝샤후이족) 자치구6), 감숙성7)(甘肅省, 간쑤 성), 청해성8)(靑海省, 칭하이 

4) 랴오닝성(Liaoning, 遼寧省, 辽宁省).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 남부의 성. 약칭하여 랴오(辽)라고 부르

며, 성도(省都)는 선양[沈阳]임. 동쪽으로 압록강을 사이로 북한과 인접하여 있으며, 국경선은 218㎞

에 이름. 남쪽으로는 황해ㆍ보하이해[渤海]와 맞닿아 있으며, 해안선 길이는 약 2100㎞임. 전국시대

에는 연(燕) 나라에 속하였고, 진(秦) 나라 때는 랴오둥[辽东]ㆍ랴오시[辽西] 등의 군(郡)을 두었으며, 

한(汉) 나라 때는 유주(幽州)에 속하였음. 요(辽) 나라와 금(金) 나라 때는 동경(东京)을 두었고, 원(元) 

나라 때는 요양행성(辽阳行省)에 속하였음. 청(清) 나라 초기에는 성경(盛京), 그 뒤 펑톈성[奉天省]을 

거쳐 1929년 랴오닝성을 두었음. 성도인 선양을 비롯하여 다롄[大连]ㆍ안산[鞍山]ㆍ푸순[抚顺]ㆍ번시

[本溪]ㆍ단둥[丹东]ㆍ진저우[锦州]ㆍ후루다오[葫芦岛]ㆍ잉커우[营口]ㆍ판진[盘锦]ㆍ푸신[阜新]ㆍ랴오양[辽

阳]ㆍ톄링[铁岭]ㆍ차오양[朝阳] 등 14개 지급시(地級市)시와 17개 현급시(县級市), 19개 현과 8개의 자

치현을 두고 있음.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의 시현(市县)이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전세계 130

여개 국가 및 지역과 무역교류를 하고 있음. 인구 구성은 한족(漢族)과 만주족, 몽골족, 후이족[回族], 

조선족, 시보족[锡伯族] 등 44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수민족의 비율은 약 16%임.(출처: 네

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5) 네이멍구자치구(Neimenggu/Inner Mongolia, 內蒙古自治區, 内蒙古自治区). 중국 북부의 국경지대에 

있는 몽골족 자치구. 약칭하여 네이멍구[内蒙古]라고도 부르며, 수도는 후허하오터[呼和浩特]임. 북쪽 

국경지대에 몽골[蒙古]ㆍ러시아와 인접하여 있음. 국경선이 4,220㎞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몽골과 

접경선이 3,192㎞, 러시아와 접경선은 약 1,000㎞임. 전국시대에는 조(赵) 나라와 연(燕) 나라 등에 

속하였고, 한(汉) 나라 때는 흉노(匈奴)의 땅이었으며, 송(宋) 나라 때는 서하(西夏)ㆍ요(辽)ㆍ금(金)이 

있었다. 청(清) 나라에 들어와 네이멍구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28년 차하얼성[察哈尔省]과 쑤이위

안성[绥远省] 등의 성(省)을 두었음. 1947년 5월 1일 중국 최초의 성(省) 급 민족 자치구로서 네이멍

구자치구가 설치되었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6) 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 Níngxià Huízú Zìzhìqū). 중국 서북지구, 황허 중류, 몽고고원(蒙

古高原) 남부에 위치한 후이족(回族, 회족)의 자치구로, 수부(首府)는 인촨(银川)에 소재하고 있으며 

간칭(简称)은 영(宁)임. 북으로 멍구(蒙古)와 맞닿아 있고, 동으로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와 산

시성(陕西省, 섬서성), 남과 서쪽으로는 간쑤성(甘肃省, 감숙성)과 접하고 있음. 춘추전국(春秋战国) 시

기에는 강융(羌戎)ㆍ흉노(匈奴)가 거주하였으며, 진(秦) 시기에는 북지군(北地郡)에 속하였음. 한(汉)과 

위(魏) 때에는 각각 군주(郡州), 당(唐)ㆍ송(宋) 시기에는 구이양도(归两道, 구이양로 归两路)였고, 원

(元)은 영하행성(宁夏行省)으로 칭하였음. 명(明)은 영하위(宁夏卫)를 두어 섬서포정사사(陕西布政使司)

에 속하게 하였고, 청(清)은 간쑤성(甘肃省, 감숙성)에 편입시켰음. 1928년 닝샤성(宁夏省)이 설치되었

고 1949년 신중국 성립 후 북부의 아라산(阿拉善) 및 석특특별기(碩特特別旗)와 액제납구토이호특특

별기(額濟納舊土爾扈特特別旗, 현재의 阿拉善盟)를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에 편입시켜 닝샤의 

판도가 약 80%가 감소되었음. 1958년 닝샤성(宁夏省)을 자치구로 개칭하여 5대 성급 소수민족 자치

구의 하나가 되었음. 닝샤(宁夏)는 산지와 고원이 전체의 60%로 최고봉(最高峰)은 해발 3,556m에 달

함. 연평균 기온은 5~9℃로 동부의 계절풍기후 지역과 서북의 건조지역 및 칭장고원 지역의 3대 자

연 지형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황하(黄河)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닝샤(宁夏)의 중북부를 지남. 이러한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닝샤의 자연환경은 과도적 성격이 현저하며 복잡하고, 불균형한 독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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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9)(新疆維吾爾自治區, 신강유오이자치구) 등 내륙지방은 

초지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중~대규모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또 티베트 자치

구10), 사천성11)(쓰촨 성), 중경시12)(충칭시, 重慶市), 운남성13)(윈난 성), 귀주

을 보이고 있음. 자치구 수부는 인촨시(银川市, 은천시)이며 행정구획은 5개의 지급시(地级市)와 9개 

시할구(市辖区), 2개 현급시(县级市), 11개 현의 22개 현급 행정구로 이루어져 있음.(출처: 네이버 지

식백과 중국행정구획총람, 황매희 편집부, https://search.naver.com/)

7) 간쑤성(Gansusheng, 甘肅省(감숙성), 甘肃省). 중국 서북지구 황허강[黃河] 상류에 있는 성. 약칭하여 

'간[甘]' 또는 '룽[陇]'이라고도 부르며, 성도(省都)는 란저우[兰州]임. 중국의 서북 지역에 있으며, 북서

쪽으로 몽골[蒙古]과 맞닿아 있음. 국경선의 길이는 약 65㎞임. 이전에는 옹주(雍州)와 량주(梁州)에 

속하였음. 춘추시대에는 진(秦) 나라와 서융(西戎)의 영토였고, 진(秦) 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뒤 농서

군(陇西郡)이 설치되었으며, 서부는 월지(月氏)에 속하였음. 한(汉) 나라 때는 양주(凉州)에 속하였고, 

원(元) 나라 때는 감숙행성(甘肃行省)과 섬서행성(陕西行省)에 속하였으며, 지금의 장예[张掖]인 감주

(甘州)와 지금의 주취안[酒泉]인 숙주(肃州)의 첫 글자를 따서 감숙(甘肃)이라 이름하였음. 청(清) 나라

에 이르러 간쑤성[甘肃省]이 설치되었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8) 칭하이성(Qinghai, 靑海省). 중국 북서부에 있는 성. 약칭하여 '칭[青]'이라고도 부르며, 성도(省都)는 

시닝[西宁]임. 티베트고원 북동부에 있음. 한(汉) 나라 때는 창족[羌族]의 영토였고, 수(隋) 나라 때는 

서해(西海)와 하원(河源) 등의 군(郡)을 설치하였으며, 당(唐) 나라 때는 토번(吐蕃)의 영토였음. 청(清) 

나라 때는 간쑤성[甘肃省] 서녕부(西宁府) 청해몽고부(青海蒙古部)였고, 남쪽은 옥수(玉树) 등 토사(土

司)의 영지였으며, 1928년에 성(省)이 설치되었음. 주민 구성은 한족ㆍ짱족[藏族]ㆍ몽골족[蒙古族]ㆍ후

이족[回族]ㆍ투족[土族]ㆍ싸라족[撒拉族]ㆍ하싸커족[哈萨克族] 등 43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

수민족의 비율은 45.51%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9) 신장웨이우얼자치구(Xinjiang Uygur, 新疆維吾爾自治區, 新疆维吾尔自治区). 중국 북서쪽 끝에 있는 성

급(省級) 자치구. 약칭하여 '신[新]'이라고도 부르며, 수도는 우루무치[乌鲁木齐]임. 중국 시베이[西北] 

변경에 있는 자치구로 몽골[蒙古]ㆍ러시아ㆍ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ㆍ아프가니스탄ㆍ

파키스탄ㆍ인도 등 8개 국가와 맞닿아 있으며, 국경선의 총길이는 5400㎞임. 이 가운데 몽골과 국경

선은 1414㎞, 러시아는 50여㎞, 카자흐스탄은 1700여㎞ 정도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10) 티베트 자치구(西藏自治区, Xīzàng Zìzhìqū, 티베트어로는 Bod-rang-skyong-ljongs) 또는 시짱 자치

구). 라싸는 티베트 자치구의 청사소재지이자 최대 도시임. 티베트 자치구는 중국 서남부의 티베트

에 있는 자치구임. 1950년대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에 합병되었으며,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많은 사찰

들이 파괴되기도 하였음. 오랫동안 독립 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중국의 탄압으로 인해 번번이 진압

되고 있음. 자치구는 북서쪽으로 신강 위구르 자치구, 북동부쪽으로 칭하이 성, 동쪽은 쓰촨 성, 동

남쪽은 윈난 성과 접하며, 남쪽은 미얀마, 인도 아삼 주, 부탄, 네팔, 카슈미르 지구와 국경을 접하

고 있음. 칭짱고원의 중심을 이루는 티베트 고원은 해발 4,000m 이상의 대고원이며 "세계의 지붕"

이라는 별칭이 있음. 고원 남부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은 험난한 산들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으며, 

네팔 국경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봉우리는 해발 8,848m에 이르는 세계 최고봉임. 또한 티베트 고

원 북부는 중국에서 가장 호수가 많은 지방임. 티베트의 기후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없지만 일조량

은 충분함.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외래인은 고산병에 걸리기 쉬움. 티베트는 고산 지대이자 거친 

지리적 환경 때문에 인구밀도가 매우 낮음. 주민의 대부분은 티베트족으로 2000년에 전체 인구의 

92.8%를 차지함. 한족은 자치구에서 2번째로 많은 민족으로 6.1%를 차지했으나 최근 10년간 상당

히 늘어났으며, 특히 2006년 칭짱 철도의 개통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일부 먼바족, 뤄바족, 몽골족

도 거주하고 있음. 주민의 대부분이 티베트어를 사용함. 대부분이 티베트 불교를 믿으며 본교도 일

부 존재하고 있음.(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11) 쓰촨성(Sichuan, 四川省). 중국 남서부 양쯔강[揚子江] 상류에 있는 성(省). 약칭하여 '촨[川]' 또는 '수

[蜀(촉)]'라고도 하며, 성도(省都)는 청두[成都]임. 중국 남서부 양쯔강 상류에 있음. 춘추전국시대에는 

촉(蜀) 나라의 영토였고, 진(秦) 나라 때는 촉군(蜀郡)이 설치되었으며, 한(汉) 나라 때는 익주(益州)

에 속하였음. 당(唐) 나라 때는 검남(剑南)과 산남동서(山南东西) 등의 도(道)에 속하였고, 송(宋)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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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14)(구이저우 성), 광서장족 자치구15)(廣西壯族自治區) 등의 남부지역은 역사적

으로 특색 있는 가축 사양(예를 들면 사천성의 육용 토끼)이 활발하며, 이들 지역

특산 가축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라 때는 익(益)ㆍ재(梓)ㆍ이(利)ㆍ기주(夔州) 등 천협사로(川峡四路)를 설치하고 줄여서 '사천로(四川

路)'라고 불렀음. 원(元) 나라 때는 사천행성(四川行省)을 두었고, 명(明) 나라와 청(清) 나라에 이르러 

쓰촨성[四川省]이 되었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12) 충칭(Chongqing, 重慶,重庆). 중국 남서부에 있는 중앙 직할시. 약칭하여 '위[渝]'라고도 부름. 시난

[西南] 지역의 북동쪽에 있으며, 정확히 중국 중서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동서를 연결하는 결

합부에 놓여 있음. 상(商)ㆍ주(周) 시대에는 파국(巴国)의 도읍지였고, 한(汉) 나라 때는 익주(益州)에 

속하였으며, 수(隋) 나라와 당(唐) 나라 때는 유주(渝州)를 두었음. 송(宋) 나라 때 중경부(重庆府)가 

설치되었고, 원(元) 나라 이후로는 쓰촨성[四川省]에 속하였음. 항일전쟁 시기에는 한때 국민당 정부

의 수도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1997년 3월 직할시로 지정되었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

과, https://search.naver.com/)

13) 윈난성(Yunnan, 雲南省, 云南省). 중국 남서부에 있는 성. 약칭하여 '뎬[滇]' 또는 '윈[云]'이라고 하며, 

성도(省都)는 쿤밍[昆明]임. 남서쪽 변경에 있으며, 미얀마ㆍ라오스ㆍ베트남과 인접하여 있음. 국경

선은 3207㎞로 미얀마와 1997㎞, 라오스와 약 500㎞, 베트남과 약 710㎞ 맞닿아 있어 변경무역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이 있음. 전국시대에는 전(滇) 나라의 영토였고, 당(唐) 나라 때는 남소국(南诏国)

에, 송(宋) 나라 때는 대리국(大理国)에 속하였음. 원(元) 나라 때부터 행성(行省)을 두었고, 윈링[云

岭]의 남쪽에 있다 하여 윈난[云南]이라고 이름하였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14) 구이저우성(Guizhou, 貴州省, 贵州省). 중국 남서부 윈구이고원[雲貴高原]에 있는 성(省). 약칭하여 '

첸[黔]' 또는 '구이[貴]'라고도 부르며, 성도(省都)은 구이양[贵阳]임. 중국 남서부의 윈구이고원[雲貴高

原] 동쪽에 있음. 전국시대에는 초(楚) 나라의 검중(黔中)과 차란(且兰), 야랑(夜郎)의 영토였고, 한

(汉) 나라 때는 형주(荆州)와 익주(益州)에 속하였으며, 당(唐) 나라 때 검중도(黔中道)가 설치되었음. 

송(宋) 나라 개보(开宝) 연간에 토착민 지도자가 구주(矩州)를 이끌고 귀순하자 '구(矩)'를 '귀(贵)'로 

고쳐 '구이저우[贵州：귀주]'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음. 명(明) 나라 때는 귀주포정사사(贵州布政使司)를 

두었고, 청(清) 나라에 이르러 구이저우성[贵州省]이 되었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15) 광시장족자치구(Guangxi Zhuangzu, 廣西壯族自治區, 广西壮族自治区, 광시좡족자치구). 중국 남부의 

자치구. 약칭하여 '구이[桂]'라고도 부르며, 수도는 난닝[南宁]임. 남중국해[南中國海；난하이(南海)] 

연안의 친저우만[钦州湾]에 있으며, 해안선 길이는 1500여㎞임. 베트남과 인접하며 국경선 길이는 

1020㎞임. 충칭ㆍ쓰촨성ㆍ구이저우성ㆍ윈난성ㆍ티베트를 아우르는 다시난[大西南]을 뒤로 하고 동

남아시아를 바라보고 있어 지리적 조건이 뛰어남. 춘추전국시대에는 백월(百越)의 영토였으며, 진

(秦) 나라 때는 구이린군[桂林郡]과 샹군[象郡]에 속하였음. 송(宋) 나라 때는 광남서로(广南西路)였

고, 청(清) 나라에 이르러 광시성[广西省]을 설치하였으며, 1958년 3월 15일 광시좡족자치구가 되었

음. 1978년부터 12월 11일을 자치구의 해방을 기념하는 경축일로 정하였음. 민족 구성은 좡족ㆍ한

족(漢族)ㆍ야오족[瑶族]ㆍ먀오족[苗族]ㆍ퉁족[侗族]ㆍ무라오족[仫佬族]ㆍ마오난족[毛南族]ㆍ후이족[回

族]ㆍ징족[京族]ㆍ수이족[水族] 등 48개 민족이 있으며, 소수민족 인구가 38.34%를 차지함. 무라오

족과 마오난족은 전체 인구의 약 98%가 이곳에 거주함.(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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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사천성의 토끼고기 판매 풍경

2) ‘십삼오’ 계획에 의한 정부의 사료원료 공급 정책 

(1) 수급 목표의 설정

주요 사료원료인 옥수수와 대두 생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목표를 정하여 운

용하고 있다. 그 내용 중에는 옥수수의 감산과 대두 증산에 대해서도 목표를 정하

고 있다.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원에 의한 ‘십삼오 계획’에 근거하여 각종 정

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1호 문서16)에도 식량에서 사료 전환이나 사일리지용 옥수수 등 양질의 사

료 증산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중국에서의 사료 생산은 국가 중요 정책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옥수수 공급 제도의 개요 

중국 정부는 옥수수의 안정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북부 4개 지역

(흑룡강성(黑龍江省), 길림성(吉林省), 요령성(遼寧省), 내몽골(內蒙古) 자치구)을 

대상으로 하여 옥수수의 임시비축제도17)를 실시하였다. 

16) 중국 정부가 매년 연초에 발표하는 정부가 그 해의 방침이나 우선 과제를 나타내는 문서. 

17) 임시비축제도(temporary reserve programme). 시장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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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급 과잉이 된 옥수수를 정부가 ‘최저 매수가격’으로 구입하여 비축하는 

제도이다. 이 정책에 의해 농가는 안정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 

도입 이후에는 작부 면적 및 생산량이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옥수수 재고 과잉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2016년부터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거래를 자유시장에 맡긴 뒤, 농가에 대

해서는 작부면적에 따른 직접 지급 정책으로 변경하였다18). 

사진 2. 

흑룡강성 옥수수밭, 광활한 평지에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다.(비학유업(黑龙江飞鹤乳业有限公司) 홈페이지 

자료)

사진 3. 

길림성 공주령시(公主嶺市)의 수확전 
옥수수(2019.9월 상순 촬영). 공주령시는 중국에서 

가장 옥수수 단수가 높다. 

‘십삼오 계획’에 따르면, 대두 등으로 작물 전환을 권장하고, 2015년에는 5.7억 

무19)(3,800만 ha: 1무≒6.67 a)인 작부면적을 2020년까지 5억 무(3,333만 ha)까

지 감소시키기로 하였다. 

이들 정책의 효과 덕분으로, 2016 이후에는 작부면적, 생산량이 동시에 감소하

목을 특정가격에 매입하여 시장가격이 높을 때 방출하는 제도로서, 사실상 최소가격제도와 유사(출

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농업통상과, ‘제77차 WTO 농업위원회 결과보고’, 2015. 6. p.9.)

18) 임시 비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의 해외 정보, ‘중국, 옥수수 임시 비축 정책

을 정지’(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1535.html), 또는 본 원고의 자료 2 참조.

19) 중국의 전답 면적단위로 무(畝) 또는 묘라고도 하며, 1무 = 666.66㎡이며, 약 200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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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 

대두의 경우, ‘십삼오 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는 0.98억 무(653만 ha)였던 대

두 작부면적을 2020년까지 1.4억 무(933만 ha)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

고 있기 때문에, 2015년에는 649만 ha까지 감소한 작부 면적이 2017년에는 824

만 ha까지 확대되었다21). 

사진 4.

광동성 광주시(廣州市)의 수퍼마켓에서 양으로 
판매하는 중국 흑룡강성 생산 대두. 500g 당 

4위안(63엔=693원) 정도

사진 5.

길림성 장춘시(長春市) 수퍼마켓의 식물유 코너.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등이 진열되어 있다. 주로 

5리터들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병당 60-140위안
(948엔∼2,212엔=10,428원∼24,332원) 정도

20) 허 덕, ‘중국의 사료곡물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 동향｣2020년 4월

호 참조

21) 허 덕, ‘중국의 사료곡물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 동향｣2020년 4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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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곡물 수급조절 정책

(1) 옥수수 감산 목표

2015년 11월 2일부로 농업부의 ‘겸도만(鎌刀灣) 지구의 옥수수 구조조정에 관한 

지도 의견’이 공표되어 생산이 집중된 겸형(낫모양)의 지역(그림 2)에서 중점적으

로 생산을 조정하고, 2020년까지 이 지구의 옥수수 경작 면적을 1억 무(667만 ha)

으로 안정시키며, 현재보다 5,000만 무(333만 ha)이상 감소시켜 2016년의 감산 

목표를 1,000만 무(66.7만 ha)로 정하고 있다. 옥수수의 감소분은 대두 등 다른 

품목으로 작부를 전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림 2. 옥수수의 겸형(낫 모양) 생산지역 

또한, 정부는 2016년에 옥수수 비축정책을 변경하여 최저가격보증을 폐지하고, 

거래를 자유 시장에 맡긴 뒤 옥수수 생산 농가에 대한 작부면적에 따른 직접 보조금 

지급을 이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의 정부 매수가격의 추이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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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옥수수 정부 매수가격 추이

연도 공표기간
국가표준의 3등품질 상품가격(단위: 위안/kg)

매수기간
내몽골 요령 길림 흑룡강

2008/2009 2008.10.20 1.52 1.52 1.50 1.48 2008.11.1-2009.4.30

2009/2010 2009.11.27 1.52 1.52 1.50 1.48 2009.12.1-2010.4.30

2010/2011 2010.11.17 1.82 1.82 1.80 1.78 2010.12.1-2011.4.30

2011/2012 2011.12.14 2.00 2.00 1.98 1.96 2011.12.14-2012.4.30

2012/2013 2012.11.15 2.14 2.14 2.12 2.10 2012.11.16-2013.5.31

2013/2014 2013.7.3 2.26 2.26 2.24 2.22 2013.11.25-2014.4.30

2014/2015 2014.11.25 2.26 2.26 2.24 2.22 2014.11.25-2015.4.30

2015/2016 2015.9.17 2.00 2.00 2.00 2.00 2015.11.1-2016.4.30

자료: 국가발전기획위원회, 양식국, 재정부, 중국농업발전은행.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7년 1월호

에서 재인용

(2) 대두 증산 목표 

2016년 4월 5일부로 농업부가 공표한 ‘대두 생산 발전을 촉진하는 지도 의견’에

서는 2020년까지 대두 작부면적을 1.4억 무(934만 ha)로 확대하겠다며, 2015년부

터 매년 4000만 무(267만 ha)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단수에 대해서는 2020년까

지 2015년 수준보다 1무당 15kg 늘어난 135kg(1㎥당 202kg)을 목표로 한다고 제

시하였다. 

정부는 또한 2014/2015년도부터 대두의 공공구매제도22)를 변경하고, 시장가격

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대두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직접

보조로 이행하였다(표 4). 

22) 2015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던 제77차 WTO 농업위원회 개최 시 중국의 국내보조 

통보와 관련하여 질의가 집중되었으며, 그 외 TRQ(3건), 국내보조(19건), 수출보조(3건) 등에 대하여 

점검하였음. EU는 공공비축과 관련하여 중국에게 식량 생산이 증가하는 시기에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물량이 증가한 이유를 질의하였고, 캐나다는 중국에 식물성유지와 설탕에 대한 보조가 식

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해당한다고 통보되었으나 시장가격지지(MPS)에는 통보되지 않은 이유가 

매입 시 관리가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지에 대해 질의함. 이에 중국은 자국의 국내보조 제도

가 소농, 생계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책배경만을 소개하며, 자세

한 답변은 기한 내에(within the time frame)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음.(출처: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협력국 농업통상과, ‘제77차 WTO 농업위원회 결과보고’, 2015. 6. p.9.). 중국의 대두 

공공비축제도 폐지는 이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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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두의 정부 매수가격과 목표가격

연도 공표기간

국가표준 3등품질 상품가격
(단위: 위안/kg) 매수기간

내몽고 요령 길림 흑룡강

2010 2010.10.28 3.8 3.8 3.8 3.8 2010.11.1-2011.4.20

2011 2011.11.22 4 4 4 4 2011.11.23-2012.4.30

2012 2012.11.15 4.6 4.6 4.6 4.6 2012.11.15-2013.4.30

2013 2013.11.22 4.6 4.6 4.6 4.6 2013.11.22-2014.4.30

2014 2014.5.18 4.8 4.8 4.8 4.8 2014년이후 '목표가격'제도로 변경. 
'목표가격'은 생산자로의 가격보전을 결정하는 
지표임.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는 대두생산자에게 그 차액분을 보상함.

2015 2015.4.28 4.8 4.8 4.8 4.8

2016 2016.4.1 4.8 4.8 4.8 4.8

자료: 국가발전기획위원회, 양식국, 재정부, 중국농업발전은행.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7년 1월호

에서 재인용

3. 정부의 사료 수출입 정책 

가장 수입량이 많은 사료 원료는 대두인데, 국내에서 착유(搾油) 후 발생하는 대

두박으로 간접적으로 사료에 제공되고 있다. 다음으로 옥수수와 보리 등의 수입량

이 많다. 이 밖에 수수(sorghum)나 DDGS23)등의 수입이 있다. 중국에서는 밀, 옥

23) DDGS(Dried Distiller's Grain with Solubles): 양조 또는 에탄올 제조의 부산물로 우리말로는 주정박

이라고 함. 주정박이 사료적 가치로 인해 기존(옥수수 및 대두박)의 대체물로 조명을 받고 있음. 고

단백 DDGS의 조단백질 함량(45%)은 대두박의 조단백질 함량(47.5%)과 비슷하고, 고단백 DDGS의 

총 라이신 및 트립토판 함량은 훨씬 적음. 고단백 DDGS는 성장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면서 대두박을 100% 대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출처: 대명AG, https://blog.naver.com/). 

또한, 석유가격 상승으로 대체재인 에탄올 생산이 증가함에(특히, 미국에서) 따라 에탄올 생산의 부

산물인 DDGS의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음. DDGS가 그 사료적 가치로 인해 기존사료(특히 옥수수 및 

대두박)의 대체물로 조명 받고 있기 때문임. 

옥수수를 습식가공(wet milling)하여 얻은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하는 습식에탄올공장(wet mill 

ethanol plants)에서는 그 부산물로서 글루텐 휘드, 글루텐밀, 배아박 등이 생산됨. 옥수수를 통째로 

파쇄하여 원료로 쓰는 건식에탄올공장(dry-grind ethanol plant)은 미국의 연료용 에탄올산업에서 가

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들이 연료용 에탄올 총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생산하고 있음. 

건식에탄올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WDG(wet distiller's grains, 습고형주정박), DDG(dried 

distiller's grains, 건고형주정박), WDGS(wet distiller's grains with solubles, 습주정박), DDGS(dried 

distiller's grains wth solubles, 주정박), WDG에 DDG를 혼합하여 수분함량을 조정한 modified "wet 

cake", 그리고 잔액을 농축한 CDS(condensed distiller's solubles/농축잔액) 등이 있음. CDS와 WDG

를 혼합한 WDGS의 40%는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어, 에탄올공장에서 멀지 않은 지역의 낙

농가와 육우농가에서 사용되고 있음. WDGS의 나머지 60%는 건조되어 국내에서 젖소, 육우, 돼지 

그리고 가금류의 사료로 이용되거나 수출됨. 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발효부산물로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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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쌀 등 주요 곡물의 수입은 허가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1) 국가 무역기업에 의한 수출입 통제 

중국에서는 WTO 상의 약속에 근거하여 국가무역기업24)(WTO의 정의로는 

STE: State Trading Enterprises25))에 의해 식량곡물과 사료 수출입이 제어되고 

있다. 국가무역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품목별로 정해져 있으며, 곡물의 경우에는 

중량집단 유한공사(中糧集團 有限公司, COFCO26))등이 그 책임을 진다. 

(1) 수입 국가무역

특정 품목의 수입은 국가무역으로 하고 있었다. 수입국가 무역의 대상이 되는 

추위내 비분해성 단백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반추가축용 특히 고능력우의 사료에 단백질 공급원

으로 이상적인 원료로 알려져 있음. 주정박(distiller's grain)은 곡류로 주정을 생산하고 나오는 부산

물로서 DDGS는 에너지(TDN 84%)와 단백질(CP 29.5%) 함량이 높으며, by-pass 단백질(60% 정도)

원이며, 농후사료의 25%까지 이용할 수 있음(Ensminger 등, 1991).(출처: 한중에스에스(네이버블로

그), https://blog.naver.com/hjss1985/221303624854) 

24) 국영무역기업은 100% 정부가 소유하고 주도하는 기업으로, 모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것들임. 그러나 대부분 시장경제를 따르면서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북한, 리비아, 중국 정도에서만 

남아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민영화 되어 있음. 국영인 리비아 경우에는 회사 이름을 전부 

National garment Co., National Department store 등 앞에 국가기업이라는 이름이 대부분 붙어 있

음. 일부는 General Electronics Co. 등과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음. 아직도 대부분 정부가 운영하

지만 지금은 민간인도 수입이 가능함. 하지만 수입의 90% 이상은 국영기업이 수입하고 있는 경우

가 많음. 우리나라에서도 농산물의 경우, 참깨, 콩, 마늘, 고추, 양파, 생강 등 몇 가지 품목은 정부

투자기관인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직수입하고 있어, 국영무역기업의 범주에 넣기도 함.(출처: 네이버

지식인: https://kin.naver.com/qna/)

25) STE는 WTO의 규칙에 따라서 정부의 조치를 대행하고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무역업자이며, 2016

년에 실시된 WTO무역 정책 검토에서 중국이 국가 무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1) 대상 품목의 

안정 공급과 가격 유지, (2) 식량 안전보장 확보, (3) 환경과 천연자원 보호를 들고 있음.(출처: 위키

페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State_trading_enterprises) 

26) China National Cereals, Oils Foodstuffs Import Export, 中國粮油食品集團有限公司, 약어로 중량집

단 유한공사). COFCO는 1952년 설립되어 중국 곡물 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국영 식품

회사임. COFCO라는 영문 약자로 잘 알려져 있음. 코프코의 전신은 1952년 세워진 중국양곡수출회

사, 중국유지수출회사, 중국식품수출회사 등 3개 기업임. 이듬해 양곡수출회사와 유지수출회사가 합

병되었고, 1961년 식품수출회사까지 합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됨. 1978년 시그램 양주를 중

국에 처음 판매하기 시작함. 1983년 중국창청(長城ㆍGreatwall)와인을 세우고 와인 생산 분야에 진

출함. 1992년 베이징 카이라이(凯莱)호텔을 세움. 2004년 고급 식용유인 쯔차이(滋采) 브랜드를 출

시함. 2005년 화룬바이오화학(华润生化)을 인수함. 주력 사업 분야는 식품 생산과 수출입을 비롯해 

부동산, 호텔, 금융, 보험, 바이오, 에너지 등으로 다양함. 자회사 숫자도 30개가 넘음. 코카콜라 브

랜드의 음료를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COFCO 코카콜라도 코프코의 자회사 가운데 하나임. 중국

식품(中國食品), 중국량유(中國糧油), 중량지산(中糧地産), 중량툰허(中糧屯河) 등 자회사가 홍콩과 상

하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음.(출처: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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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품은 곡물, 설탕, 담배, 면화였다. 국가무역으로 인한 대두 수입은 2006년 1

월 1일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상이 되는 곡물이 밀, 옥수수, 

쌀과 그 것들의 가루 제품 등 모두 27개 관세라인(Tariff line)27)에 국한되어 있

다. 중국이 WTO에 보고하고 있는 이들의 곡물 수입과 국내 생산량28)은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STE 등에 의한 곡물 수입 실적과 국내 생산량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안에 서명하였다. 합의안에 포

함된 주요 내용을 보면, 1)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을 확대하고, 2) 1,560억 

달러 정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차 보복관세를 15%에서 7.5%로 하락하며, 3) 

환율에 대한 데이터 공개, 4)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꼽을 수 있다. 곡물과 관련하

여 중요한 것은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다29).

27) 관세라인(tariff line)이란 관세의 전제가 되는데,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

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출처: 지식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01417&cid=50302&categoryId=50302)

28) 2019년까지의 곡물의 각 품목별 생산량과 수입량 변화에 대해서는 허 덕, ‘중국의 사료곡물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를 참조 바람.

29) 네이버 블로그, ‘미ㆍ중 무역협상 1차합의와 시장동향’, 리치빌 투자&재무컨설팅, 

(https://blog.naver.com/ygirim/22173581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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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중국은 앞으로 2년간 대두, 면, 곡물, 육류 등 320억 달러의 농산물

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 연간 5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추가로 

사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은 미국의 육류, 가금

류, 유제품, 애완동물 식품, 농업 생명 공학에 대한 더 많은 시장 접근을 허용하기

로 동의한바 있다30). 

이러한 합의 내용이 실행될 경우, 중국의 대두를 비롯한 곡물 수입은 크게 늘어

날 것이며, 이 또한 수입의 국가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곡물의 방대한 국내 생산량에 비하면 수입

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한 2008년 중국 내에

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전후로 수입량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중국의 대외무역법(The Foreign Trade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 기업에 의한 수입이 가능하다. STE와 그 이외의 승인 기업에 할당 관세

(TRQ)물량이 매년 배분된다. 2013~15년에 STE에 배정된 TRQ비율은 밀 90%, 옥

수수 60%, 쌀 50%였다. 다만 중국은 이 중 STE을 통한 수입이 어느 정도를 차지

하는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시에 근거한 마크업31)(수출입 사무 수수료 등)의 징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수입가격이 보고되지 않는 등 WTO 회원국들

에서는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30) THE EPOCH TIMES,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86쪽 합의문 어떤 내용 담겼나’, 2020년 1월 16

일 기사(https://kr.theepochtimes.com/)  

31) 마크업(markup)의 경제학적 의미는 가격할증(價格割增)임. 마크업은 주식용어로, 일반투자자에게 매

도하는 가격과 시장조성자의 매도가격 간의 차이를 의미함. 주식시장에서 딜러가 동일한 유가증권

에 대해 일반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가격과 시장 조성자의 매도가격 간의 차이를 말함. 흔히 마크업

이라고 하며, 미국 월가의 딜러들은 투기채나 부실기업 채권의 거래를 중개할 때 변동성을 감안하

여 5%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음. 이는 1943년 거래통계를 기준으로 채택한 것임. 어떤 증권의 시

장가격이 상승되어 딜러가 그 증권가치를 상향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수입에서 비

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이익을 뜻하기도 함. 이익이란 곧 원가와 소매가의 차이로, 원가에 일정한 

폭 또는 일정한 비율의 마진을 붙이는 것을 마크업가격결정(markup pricing)이라고 함.(출처: 네이버 지

식백과(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31862&cid=40942&categoryId=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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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국가무역

수출 국가무역의 대상이 되는 농산품은 쌀, 옥수수 등(가루 관세라인 포함. 이

하 같음), 대두, 담배, 면화이다. 쌀, 옥수수 등의 수출은 WTO 가입(2001년 11월 

11일자) 이후 전량이 STE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수입 국가무역처럼 승인기업에 수출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수출할 

수 있다고 한다. STE에 의한 옥수수 등의 수출 실적은 <그림 4>와 같으며, 2008

년 이후의 실적은 연간 수백 톤 정도에 불과하다. 

그림 4. STE에 의한 옥수수 등 수출 실적 

2) 사료 원료별 수출입정책

(1) 옥수수 

옥수수 수입은 2010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당초에는 미국산이 대부분 

이었다. 2013년 이후 경제 원조의 현물 상환으로 이루어지는 우크라이나 산이 급

증하면서, 2015년 총 수입량은 473만 톤이 되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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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옥수수 수입 동향

수입량이 급증했다고는 하지만, 중국 전체 공급량에 비하면 아주 적다. 최근의 

국산 옥수수 과잉 재고 문제와 정부의 방침(중국농업전망 보고, 2016-202532))을 

보면,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옥수수 수입은 앞으로도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옥수수 등의 국경조치는 대상 품목마다 다르다. 옥수수 등 수입은 모두 관세 할

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표 5). WTO 가입 후 2009년경까지는 거의 수입 실적

이 없었다. 2015년 기준 관세 할당은 약속에 의하면 720만 톤 정도인데, 2012년에 

할당 물량수량의 72%에 해당하는 520만 톤만이 수입되어, 최대 쿼터량 외로 수입

된 적은 없다. 

또한 범위 내 수입 관세율은 1%, 범위 밖은 종자용이 20%, 기타 65%이다. 다만 

범위 내와 범위 외 동시에 수입증치세33)(進入增置稅, 이른바 부가가치세로 내국세

32) ｢中国农业展望报告(2016-2025)｣(农业部市场预警专家委员会)에 대해서는 전형진, ｢2016-2025 중국농

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시리즈 9,(중국농업자료 11), 2016.11.을 참조 

33) 부가가치세(VAT)를 중국에서는 증치세(增値稅)라 부름. 중국의 증치세 제도는 최근 ‘영개증(營改增,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 정책이 완성되어, 그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을 아우르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와 동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특성 때문에 업계에서는 굳이 

부가가치세라는 표현보다는 한자 독음을 그대로 읽어 증치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한편, 재화

의 수입 단계에서도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수입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수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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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입세로 정리되어 있음) 13%가 별도 부과된다. 

표 5. 옥수수 등에 관한 국경 조치

품목 HS코드
수입 수출

관세할당 대상 그 중 국가무역 대상 국가무역 대상

옥수수(파종용의 것) 1005.1000 ○ ○ ○

옥수수(파종용 이외) 1005.9000 ○ ○ ○

옥수수 가루 1102.2000 ○ ○ ×

옥수수 분쇄물, 밀링 및 펠렛 1103.1300 ○ ○ ×

옥수수(상기 이외의 가공을 한 것) 1104.2300 ○ × ○

자료: WTO.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7년 1월호에서 재인용 

옥수수의 할당관세 배분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에서 진행하고, 재분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ational Development Reform Commission)와 상무부에서 진행한다. 할당을 

받을 자격으로는 양호한 재무 상황이나 납세 상황에 있을 경우 등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6. 옥수수 등 수입관세 할당수량과 소화율

치세(進口增値稅)’라 칭함.(출처: 박경하, ｢제509호 MKC 뉴스레터｣, ‘중국 수입증치세 개념과 내수 

판매가에 미치는 영향’, MK CHINA, http://www.mkch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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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관세할당 신청자와 그 신청된 수량에 대해서는 공표하고 있다. 신

청자는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 외국인 등 다양하며, 사료, 전분, 알코올, 정유 등 

업체에 의한 것이 많다. 하지만, 할당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수출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한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을 중심으로 수출

하던 시절이 있었다. 2003년 1,639만 톤을 정점으로 옥수수 수출이 감소하면서, 

2015년에는 1만 톤 정도에 불과하였다(그림 7). 

그림 7. 옥수수 수출 동향

중국 정부는 국내 잉여 재고 정리 등을 목적으로 2016년 이후 몇 년간 수출을 

증가시키는 계획으로, 2017년에는 230만 톤을 수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 수수 

수수는 물리 성상이 경질이거나 탄닌34)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영양

34) tannin. 타닌이라고도 함. 탄닌은 익지 않은 과일이나 적포도주 또는 차를 마신 후 따라오는 건조하

고 떫은 느낌을 주는 수렴성(astringency) 물질이며, 식물에 의해 합성됨.(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식

물학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47163&cid=62861&categoryId=6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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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옥수수에 가깝기 때문에 대체 사료로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서, 2015년 수입량은 1,070만 톤이다. 이 중 

84%가 미국산으로 호주산이 15%이다. 

사진 6. 탄닌 함유량이 다른 수수

그림 8. 수수 수입 동향

수입 수수의 탄닌 함량은 낮지만, 국산 수수는 역사적으로 주로 양조용으로 이

용되어 왔기 때문에, 향을 잡는 탄닌 함유 비율이 높은 품종이 많다. 사료용으로 

이용할 경우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방목성의 저하 및 단백질 소화율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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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소화 효소의 작용을 약화시키는 등의 단점이 있어, 효소제 첨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등 제약이 있다. 때문에 수수는 그 이용에 있어 한정적이었다. 

통상, 탄닌 함유 비율이 0.1% 상승할 때마다 영양 흡수가 200칼로리 상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중국농업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중국에서 주로 사

용되는 품종의 사료이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 7. 사료공장에 반입되는 수입 수수

(3) 대두 

중국에서는 튀김 요리 등에 사용되는 대두유(콩기름) 수요가 크며, 국산 및 수입 

대두에서 착유한 뒤 대두박은 식물성 단백질원으로써 사료로 이용된다. 수입 대두

는 남미산과 미국산이 대부분을 점유하며, 수입 물량은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8,174만 톤이 수입되었는데, 그 중 브라질산이 49%, 이어 미국산

이 35%, 아르헨티나산이 12% 였다. 

중국에서 대두는 ‘자동 수입허가 관리 화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에 있

어서는 정해진 시기마다 당국에 대한 거래 관련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수출 

국가무역 품목에 지정되어 있지만, WTO 가입 이후 국가무역을 통한 수출 실적은 

없으며, 모두 민간무역으로 2015년에는 약 13만 톤이 미국, 일본, 한국 등에 수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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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대두 수입 동향

(4) 대두박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대두를 국내에서 착유(搾油) 후에 발생하는 대두박

이 많아, 대두박으로서의 수입은 한정적이다. 예전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

미산 수입 실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도산을 중심으로 수입이 약간 보이

며, 2015년의 수입 실적은 6만 톤 가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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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대두박 수입 동향

(5) 보리 

수입 보리의 용도별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몰트35)용 

및 사료용이 주일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량은 2013년까지는 200만 톤 전후로 추

이하고 있었으며, 2014년 이후 크게 늘고 있다. 2015년에는 1,073만 톤이 들어오

면서 프랑스산과 호주산이 동시에 41%, 캐나다산이 10% 등이다. 

35) 몰트(Malt). ① 맥아(麥芽), 엿기름의 의미와 ② 밀, 보리 따위에 물을 부어 싹이 나게 한 다음에 말

린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②의 경우, 디아스타제 따위의 효소를 다량으로 가지고 있어 엿이

나 식혜를 만드는데 쓰이며, 맥주의 양조에도 쓰여 특수한 색과 풍미를 주는 줌. 주로 발아된 맥아

로서 효소(Enzyme)가 포함되어 있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외식용어해설, 21세기외식정보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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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보리의 수입 동향

(6) 밀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밀의 사료로의 이용량은 10% 정도이며, 70%는 식용이

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밀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사료용 이용의 

급격한 증가가 있다(그림 12)

그림 12. 중국의 밀 수입 및 밀의 사료용 이용 동향.

자료: USDA PSD onlin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홈페이지(http://www.krei.re.kr: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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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으로 밀 수입량 297만 톤 중 호주산이 42%, 캐나다산이 33%, 미국

산이 20%이다(그림 13). 

그림 13. 밀 수입 동향

(7) DDGS 

DDGS는 단위 중량당 단백질 성분과 지방 성분이 옥수수의 3배 정도 함유되어 

있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산물로, 중국에서도 최근 이용이 많아지고 있다. 2008

년 이후 급속히 수입 물량을 늘리고 있다. 주로 바이오 연료 생산의 부산물로 생성

되기도 하여, 수입의 거의 전량을 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2015년 수입량은 682

만 톤 정도 된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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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DDGS 수입 동향 

단, 미국산 DDGS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3일 반덤핑관세36)가, 같은 해 9월 

30일에 보조금37)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사료업체가 조달을 주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반덤핑관세는 일률적으로 33.8%, 보조금 상계 관세

는 수출 기업마다 세율이 다르지만, 10.0~10.7%가 부과된다. 국내 대형 사료업체 

중에는 원래 DDGS가 대체사료로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원료로 가격우위가 떨어

진 상황에서는 굳이 조달할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량 동향은 정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6) anti-dumping duties. 어떤 국가가 특정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수출하고, 이를 수입한 국가

의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경우 수입국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함. 일반적으로 수입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데, 덤핑상품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고율의 관세를 

붙여, 그 상품이 싼 값으로 국내 시장에 나돌지 않도록 함. 이와 같이 덤핑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 함.(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경원,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3563&cid=47332&categoryId=47332) 

37) compensation duties, 相計關稅.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 이 교부금은 정부에 의한 공적 교부이

든 동업조합(同業組合)에 의한 사적 교부이든 관계없으며, 수출장려금과 같이 직접적인 수단에 의하

든 수출경비 할인에 의하든 관계없음. 이 보조를 받은 상품은 외국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

며, 이러한 사실이 명백할 때 상계관세가 발동하게 됨. 결국 상계관세란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한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임. 우리나라

에서는 유사한 제도로, 관세법 제13조에 "외국에서 직접ㆍ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출처: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9844&cid=40942&categoryId=3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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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분 

2015년 어분 수입량은 103만 톤으로, 페루산이 52%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5). 

동물성 사료로서의 어분은 국산품 사용이 많지만, 품질은 모두 수입품 쪽이 좋은 

편이다. 다만, 어획량이 큰 국제가격 지표가 되는 페루산 가격이 기후변화 등의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페루 정부가 결정하는 정부 쿼터에 의해서 변동하

는데다가, 국제가격도 대체적으로 이에 연동되어 형성되고 있어, 수입품은 비교적 

가격 변동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5. 사료용 어분 수입 동향

4. 맺음말 

중국의 곡물 수급 관련 정책은 잉여 곡물의 생산 대체와 수출입 제한을 통해 수

급을 조절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2016년 공표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장매수와 보조금의 직접 지불 정책으로 전환한 정책은 잉여재고 해소 대책이기

도 하지만, 기존의 정책 기조였던 식량확보를 다용도 이용이라는 기조로 전환하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대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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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이러한 기조에 의해 작부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옥수수 가격이 최근 하

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지 사료업계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불확실성이 해소되

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비용감축 요인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라 한

다. 

향후 정책 변경의 영향으로 인해 옥수수 경작 면적은 일정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북부는 대두, 화중(華中)은 채소ㆍ과실, 남부는 유채 

등으로 농산물 산지가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두의 경우, 수익성 

측면에서 옥수수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옥수수가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 과

연 순조롭게 대체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정부의 농작물 생산보조 정책의 방향

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사료의 무역량은 전체 수요량과 비교하면 수출입 모두 한정적이다. 

내외 가격차 등을 배경으로 수수나 DDGS 등 대체 사료 원료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수량 또한 많아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중국이 국내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고비용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이들 관련 농작물

의 수입에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국제시장에의 영향의 관점에

서도 정책 효과의 향방과 정도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향후 중국의 

정책 동향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2019년 전국으로 퍼진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 Swine Fever, ASF)

의 여파로 중국에서 사육하던 돼지의 적어도 20% 이상이 살처분 되었다고 한다. 

중국인의 주식인 돼지고기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며, 그 정도가 발표 수치

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의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중국 정부의 사육 관련 각종 규

제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가격이 약세를 보여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

해 농가들의 자율적인 모돈 감축과 더하여 ASF 확산 등이 돼지 사육두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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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중국의 돼지고기 도매가격 추이

출처: 이형우 외,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농정포커스 180호, 2019.4.18.,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에서 재인용

중국 농업부는 축산업과 양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국 돼지 비교우

위지역을 배치하고자 하고 있다. 관련된 제도적 근거로는 1) 전국 돼지 비교우위지

역 배치규획(2008-2015)(全國生猪優勢區域布局規劃), 2) 전국 축산업 발전 제12

차 5개년 규획(2011-2015)(全國畜牧業發展第十二次五年規劃), 3) 전국 가축가금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규획(全國畜禽遺傳資源保護和利用 ‘十二五’ 規劃) 및 4) 신 

친환경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칙(규획)에 의해 돼지 사육을 규제해 오면

서 농가들의 사육의향이 저하되었다38). 이후 나온 십삼오 대책으로 중국의 축산업

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부터 시작된 ASF 전국 확산 등과 같은 다양한 영

향이 서로 얽혀 있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 내 돼지 가격이 계속 낮게 형성되면서 축산 농가들이 사육두수 조정

을 위해 모돈을 감축하려는 의향도 높아졌다39). 아울러, 중국 내에서 ASF가 확산

에 따라 현재까지 상당수 매몰처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 이동 제한 조

치 등이 돼지 사육두수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0).

38) 권나경. 2013. “중국 양돈산업 동향과 전망.” �세계농업� 제15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9) 중국 농업농촌부 ‘农产品供需形势分析月报’ 2019. 2.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평균 돼지 도매가격

(18위안/kg)이 전년보다 18.3%나 하락하면서 농가에서는 모돈을 줄이고자 하는 의향이 나타난 것

으로 분석됨. 

40) ASF는 2018년 8월 랴오닝성(遼寧省)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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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의 경험으로 볼 때, 앞으로 적어도 수년간은 ASF 박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돼지사육 두수 회복도 당분간은 축산물 수급 상 문제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중국 국내 사육돼지의 증감은 사료 수요량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국의 축산물과 곡물 수요 변화 또한 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들의 국내ㆍ외 가

격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곡물과 관련되어 어떠한 정책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정책목

표 달성을 위해 수단을 강구하여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

게 돼지고기 공급을 조절해 나갈 것인가? 등에 따라 중국의 사료산업에도 큰 영향

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의 조치와 관련 상황의 변화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에는 몽골에서도 ASF가 발생하였으며, 대만에서 발견된 돼지의 사체에서도 ASF 바이러스가 검출

됨. 2019년 2월에는 베트남까지 ASF가 발견되어 전국 확산으로 문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발

생, 2020년 3월 3일 현재 농장발생은 없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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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중국의 경제개발계획 연혁과 주요 내용41)

중국의 경제개발계획은 1953년부터 시작하였다. 1958년의 사회주의건설의 총

노선, 즉 대약진정책에 의해 시작되고, 이는 15년 내에 영국을 따라가고 앞선다고 

하면서 농촌인민공사를 설립하고 급속한 공업화를 서둘렀다. 그러나 자연재해, 정

책적 실패, 소련의 원조중단 등으로 좌절된 바 있다. 이에 1961년부터 조정, 강화, 

충실, 향상 등의 경제조정정책을 내세워 실시한 결과, 국민경제가 회복세를 되찾

았다. 

1965년 1월에는 그리 오래지 않은 역사적 기간 내에 현대적 농업, 현대적 공업, 

현대적 국방, 현대적 과학기술, 즉 4대 현대화에 의한 사회주의 강국을 만든다는 

방침을 제기하였다. 중-소(中-蘇) 이념대립이 심각해지고, 베트남전쟁이 확대되

는 가운데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의 계속 혁명을 내세우는 문화대혁명(1966-1976)

이 일어나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은 피폐해졌다. 

1975년 1월의 4대 현대화 구상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슬로건에 불과하였다. 요

컨대 1958년부터 1976년까지의 20년간은 극좌적 오류를 범한 시기였고, 1978년 

말부터 중국은 본격적인 재생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1976년 모택동 사망, 4인방의 실각, 탈문화대혁명운동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1978년 말 계급투쟁보다도 현대화건설에 중점을 두는 방침을 내세웠다. 

중국사회의 발전단계는 첫째 프롤레타리아혁명에서 생산수단소유제의 사회주의

적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료된 시기까지의 사회, 둘째 발달되지 않은 사회주의사

회, 셋째 발달된 사회주의사회, 넷째 공산주의사회로 구분될 수 있다. 오늘의 중국

은 두 번째 단계에 속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국 1차 동력

훈춘(琿春(혼춘) 또는 珲春) 개발 계획(90년 7월) 이후 초기 TRADP42)(광역두

만강 개발계획)의 공식 출범에 중국 중앙정부가 적극성을 보인 이유는 경제적 편

41) 1차부터 12차 경제개발계획까지의 개관이며, Ernest Shin, 중국 경제뉴스 (120808) 전국 농촌경제 

12차 5개년 계획 발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42) 두만강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은 두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교통, 에너지, 관광, 환경 분야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출처: 네

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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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동해 출구 확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였다. 당시 동아시아 

지역 경제의 연계망을 구축해 역내 주도권 확보를 시도한 일본에 대해 균형을 맞

추려는 목적이 크게 작용하였다. 

한편, 북한 지역 안정화에 관심이 높은 중국 지도부는 TRADP를 남북 신뢰구축

의 장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대안이 등장하자 중국 중앙정부의 

초기 적극성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지방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위상이 격하되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바뀌었고, 일본의 장기 

불황으로 일본 지역주의에 균형을 취할 동기가 약화되었다. 한편, 중국은 남북 신

뢰구축과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TRADP가 아닌 4자회담을 선택하였다. 

TRADP 정치적 의미가 퇴색되자 TRADP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성이 소멸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TRADP는 중국 중앙정부의 이니셔티브 소멸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데 실패

하는 등 추진 매커니즘이 취약한 상태로 소강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2차 동력 (2002년 ~ )

2000 년대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43)(GTI)의 위상이 부

43)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廣域豆滿江開發計劃).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동

북아지역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을 말함. 두만강 접경지역을 국제

자유무역지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두만강개발계획이 사업대상지역을 확대하면서 광역두만강개

발계획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름. 두만강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은 두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교통, 에너지, 관광, 환경 분야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출범하였음. 이후 

1995년 12월 두만강 접경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비접경국인 남한, 몽골이 ‘두만강권 지역개발’

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공식 추진되었으며,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제도적 경제협의체

로 각국 차관급 대표로 구성된 5개국위원회가 설립되었음.

사업지역 범위는 북한 청진, 중국 옌지, 러시아 나홋카를 연결하는 삼각지역으로, 국가별 거점을 정

하여 자체개발을 하고, 외자유치를 통한 국제합작으로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에 따라 교통ㆍ물

류 인프라 구축, 경제특구 조성, 투자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음. 이를 통해 북한 나진ㆍ선봉, 중국 

훈춘, 러시아 나홋카 특구가 조성되었으나, 경제력이 약한 북한, 중국, 러시아 위주로 추진되어 기

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전

환되었음.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은 사업대상지역을 한국 동해안 지역(강원, 경북, 울산, 부산), 북한 나선(나진ㆍ

선봉) 경제무역지대, 중국 동북 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내몽골자치구, 러시아 연해주

와 하바롭스크, 몽골 동부로 조정ㆍ확대하였음. 2009년 중국이 이 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계획과 연

동하여 중앙정부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송 인프라 확충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활기를 띠었으나, 2009년 11월 북한이 탈퇴함으로써 핵심사업인 교통과 물류 

분야 협력에 차질이 생겼음. 2013년 6월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미국 등의 

500여 기업이 참가하는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가 개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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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되면서 TRADP 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 관심이 다시 유발되었다. 2002년 등장

한 4세대 지도부는 향후 20년을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상정하고, 이 기간 동안 경

제 건설에 매진하여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국제적 위상도 높이는 것이 목표

였다. 

이러한 대내 전략목표와 대외 전략목표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양자를 연계하는 

지경학적 접근을 선택하였다. 국내 발전 계획과 역내 지역협력을 연계하여 자국의 

낙후지역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주변 인접국을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권 내로 유

인한다는 것이다. 

동남아에서는 서부 대개발 과 메콩강 유역(GMS : Greater Mekong 

Subregion) 개발 사업44)을, 동북아에서는 동북진흥전략과 GTI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2005년 전후 중국의 전략 실현 여건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적극적으

로 두만강 지역 개발을 실시하기 위한 탐색적 조치들이 추진되었다.

2005년 9월 기존 TRADP 체제를 광역화한 GTI 체제가 중국의 전략 실현을 위

한 기회로 등장하였다. TRADP의 중심지가 훈춘에서 창춘(장춘, 長春 또는 长春)

으로 이동함에 따라 동북 3성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동북 진흥계획

과 지역협력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 변수가 등장하여 중국의 새로운 TRADP 전략은 좌초되었

다. 2006년 7월과 10월 북한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으로 북-중 관계가 결성됨

에 따라 두만강 지역 개발을 위한 중국의 대북 후속협상은 불발되고, 두만강 지역

2013년 기준 북한을 제외한 4개 회원국과 1개 옵서버국(일본)이 참여하고 있음. 조직은 4개국 차관

협의체인 당사국위원회와 6개 분과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상설포럼이 운영됨. 사무국은 중국 

베이징에 있음. 해마다 1회씩 국가별로 순회하며 총회와 상설포럼을 개최함. 

    이 사업은 동북아 지역간 자원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각국의 출구전략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경제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도 기대를 받고 있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44) 메콩경제권(Greater Mekong Subregion).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992년부터 메콩강 유역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과 중국 운남성 지역을 포함하는 6개국을 공동개발사업인 '메콩경

제권'으로 설정하고 있음. GMS는 도로, 교통, 통신망, 관광, 인력개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ADB가 주간은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002년 11월에는 향후 10년간 메콩강의 대대

적인 개발에 6개국이 합의하였음. 이후 환경, 무역, 투자 등 기타 분야까지 개발사업을 확장, 2010

년 기준 총 41개 사업에 110억 달러가 투입되었음. 한편 2010년에는 중국-베트남 노선에 이어, 메

콩강 권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 계획이 승인되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2012

년 8월 기준 메콩강 유역에 11개의 댐 설치가 확정되었고, 2030년까지 77개의 댐이 추가로 설치될 

계획임.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댐 설치가 어종 생태계 변화, 물 부족 현상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하

고 있음.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GMS에 약 9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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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온 러시아가 북-중 관계가 후퇴되는 틈을 이용

하여 개입하게 된다. 결국 나진항 3, 4호 부두의 이용권과 경영권이 러시아로 이

양하게 되었다.

2009년 3차 동력

2008년~09년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변수를 모두 고려한 후 두만강 지역 개발

에 보다 공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북 경쟁에서 러

시아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 2009년 9월 중-러 정상이 중국 동북 지역

과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 협력 계획을 강요(2009~18)에 정식 서명함으

로써, 중-러의 대북 경쟁 구도가 희석되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이라는 지정학적 돌발변수가 등장했음에도 중국

은 기존의 지경학적 접근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8월 창지투(長吉圖ㆍ창춘-지린-

두만강) 선도구 계획45)을 국무원 비준을 통해 국가급 계획으로 격상하고, 10월 원

자바오 총리가 방북을 추진하였다.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중국의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미래 비전을 제

시하였다. 해상 출구인 북한 동해 북부지역과 러시아 극동으로 연계되는 국제대통

로 건설을 핵심과제로 상정하였다. 

궁극적으로, 창춘~두만강 유역을 아우르는 초국경 경제협력지대를 구축하여, 

동북지역은 물론이고, 대 두만강경제권, 나아가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은 창지투 선도구 계획이 공표되자 11월 GTI 탈퇴

를 선언하여, 북한 개방 유도가 선결과제로 부각되었다. 

중국 정부는 두만강 지역 개발이 자국이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기 위

해서는 북한 개방 유도가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인식, 북한의 대중국 개

방은 중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중국 주도의 대 두만강 경제권 형성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특히 중국의 동해 출해권(나진, 청진) 확보는 창지투 선도구 계획이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권과 연계되는 기초가 된다. 

45) 창지투 선도구 개발이란 중국의 동북 3성지역인 장춘, 지린, 투먼 지역을 개발하고, 북한의 나진 선

봉항과 연결하여 공동개발 하겠다는 프로젝트임. 이 지역을 동북아의 물류허브로 만들겠다는 일종

의 계획경제구역임. 2009년 8월 30일 국무원이 ‘중국두만강지역합작개발규획강요-창지투(長吉圖)개

발개방선도구’ 정책을 통과시킴.(출처: ‘창지투(長吉圖)선도구의 대외창구, 琿春’, KOTRA 해외시장뉴

스, https://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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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북한 개방 유도에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과거와 달리 중국은 북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외

개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중국은 두만강 지역 개발을 위해 다양한 대외 경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

나, 현재는 주로 대북-대러 교통 물류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일환으로 12개 대외 통로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며, 2020년까지 중

-북-러 교통망 연결 및 개선을 위해 총 25.6억 달러 투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나진항 개-보수 및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여 나진항을 본격 개발하고, 2011년 6월 

북한과 나선특구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에 대한 청사진도 마련하였다. 

투먼-청진항을 잇는 투먼-청진 철도 합작 개조 프로젝트는 2009년 중국과 북

한의 합의로 2010년 상반기에 보수공사에 착수, 2011년 중국은 나진항에 이어 자

루비노항(러시아 극동지역의 Zarubino Port)을 통한 동해 항로도 개통하였다. 

2020년 기준 나진항의 유치 가능한 물동량은 400만 TEU4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되며, 부가가치는 5억 달러에 상당할 전망이다.

동북 3성 개발로 인해 자루비노항의 물동량 규모는 12년 115만 톤에서 20년 217

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한 도로-항만 구역 일체화 프로젝트가 원

활하게 추진되면, 2020년 예측 물동량은 2010년에 비해 280% 이상 증가할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2012년은 중국의 12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면서, 구조조정과 지속성장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는 중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한 해였다. 

중국 12차 5개년 계획 정책 목표 및 의의

2012년 10월 중국 제12차 5개년 계획은 큰 틀에서 지난 11차 계획의 연장선이라

는 판단이다. 특히 ‘내수비중 확대’와 ‘산업 구조조정’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

인다. 먼저, 대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수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약화된 반면, 위

안화 절상, 인금인상 등 구매력 효과에 따른 내수 활성화 기대. 특히 사회보장을 

46)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 컨테이너의 단위, TEU당 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말함.(출처: 네

이버 지식백과 철도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TEU는 20피트(6.096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로, 컨테이너선이나 컨테이너 부두 등에서 주로 쓰임. 20 피트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를 기준으로 만든 단위로 배나 기차, 트럭 등의 운송 수단간 용량을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만

들어짐.(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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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와 지역간 균형 개발(서부 대개발)로 도시화 과정 가속

화가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더 이상 고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경제의 안정적 발

전과 질적 성장을 추구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

정 가운데 낙후설비 폐쇄 등의 엄격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서부 대개발 사업을 통하여 투자 부분에서의 모멘

텀 공백은 메워 줄 것 수 있다는 판단이다. 12차 5개년 계획은 기존 정책의 재확인 

또는 세부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측면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 

스토리 확인은 시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큰 정책 기조는 내수부양-소비촉진이다. 농촌소비 촉진, 현대적 상업유통

방식 발전을 핵심분야로 지정, 재정 및 금융 우대정책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소비편리성 개선, 유통비용 감소를 위해 농촌유통시스템 구축 및 개선, 

도시주택단지 인근 상업서비스 강화, 인터넷쇼핑, 홈쇼핑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

이다. 

아울러 소비품 재활용 등으로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유통시스템 개선, 현대유통업 발전, 친환경 소비 등을 재정적 부양정책의 중점 

분야로 지정하였다.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유통업체에 대출우대자격을 부여하고 

가계의 소비대출비중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수소비 촉진을 위해 전산결제

시스템 강화, 신용카드 사용범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12차 5개년 계획기간의 소비확대방안 발표와 동시에 매년 1개월을 ‘소비촉진의 

달’로 지정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소비촉진의 달’에는 전국범위에서 소비확대, 발

전촉진, 민생개선을 주제로 한 판촉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큰 그림만 발표되었고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내

외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부양을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향

후 소비품뿐만 아니라 유통섹터 특히 인터넷쇼핑, 홈쇼핑 등 현대유통방식,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결제 보안 관련 섹터의 수혜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내수확대를 기반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경제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촉진 하는 것이 급선

무이다. 이러한 목표들의 실현은 전략적 신흥기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실시간 추적과 장기 연구를 기반으로 스마트 그리드 기술47), 

47) Smart Grid. ICT가 융합된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기술임. 기존 전력망은 화력, 원자력 등 중앙 집중형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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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LTE 기술48)(2015년 출시), 바이오칩 기술49), 디지털 미디어 기술50), 희토

에게 단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장비고장과 정전사고에 취약한 구조임. 특히, 공급자중심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급증하는 피크타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어려워 대규모 예비 전력시설이 필요하는 

등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전력망에 유ㆍ무선 통신, 제어, 센서 등 ICT 기술이 접목되는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전력공급 및 

수요 시스템 혁신이 가능해지고 있음.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

정을 개방하여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반응ㆍ협력함으로써 양방향 통신을 통해 운영 효율을 최적화하

는 미래 전력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스마트 그리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는 생산측면에서 태

양열/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송배전 전력망고도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전기차 및 충전소, 소

비측면에서 스마트 미터 인프라(AMI)와 피크타임 수요반응(DR)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이 있

음. 스마트 그리드가 되면 화력, 원자력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앙 집중형 전력생산 방식

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나 지역 복합발전 등의 분산 생산방식으로 변화하게 됨.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은 탄소배출량 감소 측면에서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기존의 전력시스템과는 달리 중앙 집중된 통제는 불가능하고 시간대나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불규칙하여 조정이나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고도화된 제어기술과 통신기술을 통

해 현존하는 전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전량이 항상 일정하지 않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원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통합 ㆍ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분산 및 이동시킴으로써 전력계통 운영의 안

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또한, 전력망에 센서기술, 통신 인프라,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전력망 운

영자가 송전망에 대해 디지털 제어를 함으로써 배전관리, 전력누수 탐지, 자산관리, 부하관리, 전력

망 안정화 등에서 운영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한편,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은 피크수요 감축에 의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임. 스마트 그리드에서는 

시간대에 따른 적절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피크시간에 소비자 스스로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파악하여 전기 사용량을 줄이거나 사용 시간대를 옮기도록 유도하여 피크타임 수요를 감축할 수 있

음.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간 양방향 전력거래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전기를 자율적, 경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기 요금절감 효과와 함께 에너지절약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됨. 홈, 건물, 공장 등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을 통해 전력소비를 효율화하고, 이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와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48)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사이자 중국의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을 중심으로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중국의 다탕 

텔레콤, 화웨이, ZTE, 핀란드의 노키아, 프랑스의 알카텔, 미국의 퀄컴, 영국의 ST-에릭슨 등이 협력해서 세운 

Global TD-LTE Initiative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후속기술로는 TD-LTE Advanced가 

있음. 

   통신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서 교신을 할 때 다른 신호와 섞이지 않게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함. 방법은 

다양하지만 현재 LTE에 적용된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FDD(Frequency Division Duplexing), 다른 하나

는 TDD(Time Division Duplexing)임. FDD는 상향링크(UL)와 하향링크(DL)가 서로 다른 주파수 채널을 이용함. 

또한 UL과 DL은 서로 짝지어져야 함. 또한 UL과 DL은 서로 간의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야 함. 이로 인해 UL과 DL을 동시에 이용하는 이른바 풀 듀플렉스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음. 

   TDD는 UL과 DL 주파수가 따로 주어지지 않고는 하나의 스펙트럼을 같이 이용함. 이로 인해 풀 듀플렉스를 이

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지만, UL과 DL을 짧은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전환을 함으로써 풀 듀플렉스를 모방하게 

만듦. 일반적으로 LTE라 부르는 것은 FDD 방식인 LTE-FDD(이하 LTE로 통칭)를 의미하고 있음. 이는 현재까

지 주로 서비스 되었던 GSM, WCDMA, CDMA의 주파수 대역을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임. 한국에서 상용화된 

통신 서비스는 현재 WiBro를 서비스 하는 대역을 제외한 모든 통신 서비스가 FDD 방식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중국의 차이나모바일을 중심으로 위의 기업들을 포함해서 일본의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인도, 중동, 유럽의 이

동통신사들이 'Global TD-LTE Initiative' 창설해 TD-LTE라는 이름으로 LTE-TDD를 보급하고 상용화 하기 시

작함. 서비스 명칭이 TD-LTE로 선정된 이유는 주도 기업 차이나모바일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TD-SCDMA에서 진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변경했다고 함. 즉, TD-LTE는 TD-SCDMA와는 그다지 큰 관련은 

없으며 오로지 마케팅을 위해서 명명된 것임. 다만, TD-SCDMA의 보급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포럼인

'TD-SCDMA 포럼'이 'TD 포럼'으로 개칭하고 TD-LTE 역시 다루고 있어, TD-LTE는 LTE의 범주 내에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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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51) 재료 기술 등 2012년 상업가치가 가장 높은 신흥기술을 선별, 12차 5개년 기

뤄지고 TD-SCDMA와의 연계로도 다루어지고 있음.(출처: 리그베다위키, http://rigvedawiki.net/w/TD-LTE)

49) biochip. 바이오소자 또는 생물소자라고도 하는데, 작은 기판 위에 DNA, 단백질 등의 생물 분자들

을 결합시켜 유전자 결함, 단백질 분포, 반응 양상 등을 분석해낼 수 있는 생물학적 마이크로칩

(microchip)을 말함. 이러한 바이오칩은 과학기술연구 및 신약 개발 프로세스, 임상 진단 등의 분야

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음. 특히 임상 

진단 분야에서는 이미 암, 에이즈(AIDS) 등과 관련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출하여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칩이 개발되어 있음. 한편, 농업, 산업,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도 바이오칩의 응용이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이들 분야는 임상진단분야에 비하여 경쟁이 덜 하고 상업적 성공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생체 물질이 갖는 기억능력(DNA 등), 분자인식기능(효소, 항체 등), 감광기능(로돕신 등), 에

너지변환기능 등의 우수한 기능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전기적 스위칭 기능을 갖는 소자개발

이 고려되고 있음. 

    바이오칩은 크게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와 마이크로플루이딕스칩(microfluidics chip)으로 나눌 

수 있음. 마이크로어레이는 수천 혹은 수만 개 이상의 DNA나 단백질 등을 일정 간격으로 배열하여 

붙이고, 분석 대상물질을 처리하여 그 결합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바이오칩을 말하는데, DNA칩, 

단백질칩(protein chip) 등이 대표적임. 비교적 널리 알려진 DNA칩에 비하여 단백질칩은 대부분의 

생명현상이 단백질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 이용가치가 훨씬 높은 바이오칩임. 

그러나 DNA와는 달리, 효소, 항체, 수용체 등 필요한 단백질의 확보가 어렵고 변성되거나 깨지기 

쉬운 단백질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백질칩의 개발과 상용화는 DNA칩에 비해 다소 뒤진 실정임. 

    한편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칩(microfluidics chip)은 Labon-a-Chip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미량의 분석

대상물질을 흘려보내면서 칩에 집적되어 있는 각종 생물분자 혹은 센서와 반응하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바이오칩으로, 최근에는 분석물질의 분리, 합성, 정량분석 등이 가능한 칩도 개발 중에 있

음. 바이오칩은 바이오센서, 바이오컴퓨터와 더불어 바이오일렉트로닉스(bioelectronics)의 중요한 부

분을 담당함. 바이오칩은 원래 단백질의 분자식별능 및 자기 조직화능을 이용한 분자소자로서 제안

되었지만, 현재는 생물화학공정을 사용하여 구축되는 분자소자, 단백질 등의 생체물질에 의해 구성

되는 분자소자 및 뇌 혹은 신경망상구조를 모방한 분자소자를 가리킴. 바이오칩 기술이 실현되면 

초집적화한 소자(집적도는 현재의 실리콘 소자의 10만 배 정도)의 제작이 가능하게 되며, 이것을 컴

퓨터소자로서 이용함으로써 초대용량 컴퓨터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칩의 구상 자

체가 새로운 것으로 아직은 기초연구단계에 있음. 바이오칩의 재료로서 현재로는 효소, 각종 단백

질, 단일클론항체 등이 고려되고 있으나, 장래는 바이오칩용의 특수한 인공단백질을 설계하고 그것

을 재조합DNA 기술에 의해 양산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과학기술대사

전, 한국식품과학회, https://terms.naver.com/)

50)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는 보통 디지털 코드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전자 매체를 일컬음. 아날로

그 매체와 대조됨. 오늘날 컴퓨터는 주로 이진 체계를 기반으로 함. 이때 디지털은 임의의 데이터를 

표시할 때 0과 1로 상태를 구분함. 컴퓨터는 이진 디지털 데이터를 정보로 해석하여 디지털 정보 

처리 기기의 우세한 클래스를 표현하는 기기임. 디지털 오디오, 디지털 영상, 그리고 다른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정보를 표현하는 형식)를 만들 수 있으며, 디지털 정보 처리 컴퓨터를 

통해 공유할 수 있음. 디지털 미디어는 이전의 아날로그 매체에 비해 크나큰 변화를 가져옴. 플로리

다의 디지털 미디어 산업 협회인 디지털 미디어 동맹 플로리다(Digital Media Alliance Florida)는 디

지털 미디어를 "사람의 표현, 의사소통, 사회 상호작용, 교육을 위한 디지털 예술, 과학, 기술, 사업

의 창조적 집중"으로 정의하고 있음.(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

/wiki/TEU)

51) 희토류는 21세기 최고의 전략자원이라 일컬어짐,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 Elements)는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란타넘(란탄)계 원소 15개와, 21번인 스칸듐(Sc), 그리고 39번인 이트륨(Y) 등 

총 17개 원소를 총칭함. 희토류는 물질의 지구화학적 특성상 경제성이 있을 정도로 농축된 형태로

는 산출되지 않고, 광물 형태로는 희귀하므로,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의

미의 희토류라는 이름이 붙여짐. 하지만 실제로 희토류는 그 이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구상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음. 일례로, 원자번호 58번인 세륨은 지각 내 함량이 68ppm으로 지각에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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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 농업의 전반적인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농경지를18억 1,900만 무(亩)까지, 

신규 농경지의 유효 관개면적을 4,000만 무까지 늘리고, 곡물 생산 능력은 5억 

4,000만 톤 이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국가의 안정적인 곡

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면화, 연료용 유류, 당료 설탕 원료, 육류, 조류 알

(계란, 오리알), 유제품, 수산물 등 품목을 각각 700만 톤 이상, 3,500만 톤, 1.4

억 톤 이상, 8,000만 톤, 2,900만 톤, 5,000만 톤, 6,000만 톤 이상 생산하고, 과

일, 채소 생산을 풍부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기

준 역시 관례대로 검사하여 전체 합격률을 96% 이상으로 향상 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며, 희토류 중 매장량이 적다고 알려진 툴륨과 루테튬의 경우에도 금보다 200

배 이상 매장량이 많음. 단, 원자번호 61번 프로메튬은 예외로, 안정된 동위원소가 없어 자연적으로 

채취하기는 어려움.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건조한 공기에서도 잘 견디며, 열을 잘 전도하는 특징이 있으

며, 상대적으로 탁월한 화학적ㆍ전기적ㆍ자성적ㆍ발광적 성질을 갖지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희토류

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수적인 영

구자석 제작에 꼭 필요한 물질임.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한대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영구자석에는 

희토류 원소가 약 1kg가량 포함되어 있음. 또한 희토류는 LCDㆍLEDㆍ스마트폰 등의 IT산업, 카메

라ㆍ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CRTㆍ형광램프 등의 형광체 및 광섬유 등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방

사성 차폐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원자로 제어제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 

    미국 USGS의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국은 중국으로 매장량은 약 5,500만 

톤에 이름. 중국희토류협회는 중국내의 미확인 희토류 량을 1억 톤으로 추정하기도 하였음. 두 번

째 최대 매장국은 독립국가연합(CIS)으로 희토류 매장량이 1,900만 톤이며, 미국의 희토류 매장량이 

1,300만 톤으로 그 뒤를 이음. 점유율은 각각 48.4%, 16.7%, 그리고 11.4%로 3국가의 총 매장량 

점유율은 76.5%에 이름. 희토류 생산량을 알아보면, 최대 생산국은 중국으로 2010년 생산량은 

130,000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 인도의 생산량이 2,700톤, 브라질의 

생산량이 550톤으로 그 뒤를 이음. 

    시대별 희토류 주요 생산지를 알아보면, 1948년까지는 인도와 브라질이 주요 생산지였다가, 1950년

대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미국이,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중

국이 희토류 주요 산지로 떠오름. 당시 중국은 희토류를 저가로 대량 공급해 미국 등 경쟁 국가를 

압도함. 그 결과 미국의 대표적인 희토류 광산인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은 2002년부터 채

광을 중지하게 되었음. 

    희토류는 1)채굴과정(mining), 2)분리과정(separation), 3)정련과정(refine), 4)합금화과정(alloy)을 거쳐 

수요자에게 공급되는데, 희토류의 분리, 정련 및 합금화 과정에는 고도의 기술력과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물질이 발생함.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는 중국 대비 희토류 생산비용이 높고, 환경보호 등을 위해 자국 내 희토류 생산을 점차적으로 중

지한 바 있음.

    2010년부터 중국은 자국 내 희토류 생산량을 제한하고, 수출량을 감축하며, 희토류에 부과하는 세

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희토류를 정부 통제 하에 자원무기화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따라 희토류 가격 또한 급등하고 있음. 희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국내외 희토류 

광산을 직접 개발하는 등 안정적인 희토류 수급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출처: 네이버 지

식백과 지구과학산책, 김동희,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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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rnest Shin, 중국 경제뉴스 (120808) 전국 농촌경제 12차 5개년 계획 발표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8&docId=159

763487&qb=7KSR6rWt7J2YIOqzoeusvO2ZleuztA==&enc=utf8&section

=kin&rank=2&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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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중국, 옥수수 임시 비축 정책을 정지 

비축에서 작부 면적에 따른 직접 지급한 보조금으로 전환 

중국에서는 옥수수의 안정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북부 4지역을 대

상으로 하여 옥수수 임시 비축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5/2016년도(9월~8

월: 작물년도)의 기말 재고가 국내 생산량에 맞먹는 2억 톤 정도까지 누적될 것으

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4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하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 재정부, 농업부 등의 합의에 의해 기존 중저량총공

사(中儲糧總公司, 이하 중저위(中儲糧))가 정부를 대신해서 실시하던 비축매수를 

중단하고, 거래를 자유시장에 맡긴 뒤, 옥수수 생산농가에 대한 작부면적에 따른 

직접 보조금지급을 이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보조액은 1ha당 1,500위안(23,700엔=26만 700원)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보조

금 교부방법은 중앙재정(국무원 재정부)이 보조자금을 성(구, 시)에 지불하여 옥수

수 생산자에게 교부된다. 다만 새 정책 실시에 의해 식량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하

는 경우를 위해 국가발개위 등은 중저량 등의 조건에 맞도록 기업이 필요한 시기

에 시장에 참가하여, 최저가격에 의해 매수를 실시하는 계획을 남기려 하고 있다. 

이번 비축정책 변경에 따라 국내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크게 증가하는 재고 

처리방법으로 수량적으로도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2007년 이전의 실적으로 

보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 등으로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적지만 중국은 옥수수를 일정량 수입하며, 2015년에는 500만 톤 미만 정

도의 수입 실적이 있다. 예전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세를 차지했으나, 

GM(유전자변형, Genetically Modified) 포함 논란을 계기로 격감하여, 이 대신하

여 최근에는 2012년 우크라이나 농업개발 프로젝트의 현물 상환으로 우크라이나

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도 일정량의 수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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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옥수수 임시 비축정책의 개요(2008~2016년) 

∙ 실시 목적: 재배농가의 이익 보호, 식량 생산 안정화, 식량 안보를 위해 

∙ 실시 시기: 2008~2016년 

∙ 실시 지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네이멍구 

∙ 실시 주체: 중저량총공사 

옥수수 수급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2016년~) 

농업부 재배 관리사의 부사장은 2016년 동북 3성 및 내 몽골 자치구의 옥수수 

임시 비축 정책을 중단하고, ‘시장화 매수’와 ‘보조금’(면적 직접 지불)으로 변경하

고자 한다. 

∙ ‘시장화 매수’: 옥수수 가격은 생산과 수요에 의해 조정되며, 시장의 수급 관

계를 반영하여 형성된다. 생산자는 시장가격에 옥수수를 내고, 각 수요자는 

자유롭게 시장에 참가하여 매수한다. 

∙ ‘보조금’: 주요 생산 지역(헤이룽장 성 지린, 랴오닝, 허베이, 산둥, 화남, 네

이멍구 자치구)의 옥수수 경작 수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옥수수 생산자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작부 면적에 따라서 직접 지급한다. 

중앙 재정이 보조 자금을 성(구, 시)에 지불하는 옥수수 생산자에게 교부된다. 

구체적인 보조금 교부 방법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공포될 예정이다. 

참고 자료: 랴오닝의 金農網

(http://www.lnjn.gov.cn/news/nongyeyaowen/2016/3/59776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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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번역가)*52)

▮Record warmth leaves European grains with low disease, frost 

resistance

유럽, 기록적인 따뜻한 날씨로 곡물의 질병과 서리에 대한 저항력 

저하

유럽연합(EU)의 농업 관련 모니터 기관인 MARS에 따르면, 서부와 중부 유럽 

지역에서 기록적으로 높은 온도에 가까워진 날씨로 인해 농작물이 해충과 질병에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늦은 서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말, 유럽에서는 가을 파종 시기 동안 서부지역은 폭우로, 동부 일부 지역

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밀과 같은 농작물의 생장이 예년

보다 늦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온화한 날씨로 인해 낮은 온도에서 내성이 발달하는 과정인 곡물의 

경화(hardening) 시기에 충분한 내성이 생기지 못해 서리에 더욱 취약해졌다.

MARS는 현재 예측 기간이 끝날 무렵인 1월 31일까지 더 이상의 서리로 인한 피

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이후에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

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의 전체적인 균형은 계절이 바뀌면서 어

떻게 진행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2020.1.29).

▮Soybeans, maize, wheat drop as markets assess 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시장에서 대두, 옥수수, 소맥 하락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수요를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시카고거래소에서 대두 선물은 지난 12월 중순 이후 화요일(현지 시간) 다시 최저

* sujung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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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내려갔다. 소맥과 옥수수 역시 떨어졌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1단계 합의를 이룬 후,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 구매를 

늘리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서 가격도 하락하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품 중 하나인 대두는 

12시 3분(그리니치표준시∙GMT)을 기준으로 0.8% 하락한 $8.90로, 월요일 부셸

당 $8.88-1/4를 기록하면서 12월 1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소맥은 0.6% 내려간 부셸당 $5.68-1/2, 옥수수는 0.4% 하락한 부셸당 

$3.78-3/4를 기록했다.

월요일 하락 후 유럽 주식 시장은 화요일 반등하였으며,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한 경제 하락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중국 내 사망자 수가 106명으로 증가하면서 독감과 비슷한 이 질병

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첫 신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 프랑스에

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INTL FCStone의 상품 리스크 매니저인 매트 암머만씨는 대두, 옥수수, 소맥 

모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시장에서의 위험 회피 분위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였

다고 지적하였다.

일단은 위험을 먼저 제거해야 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실제 여파를 나중에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이 질병이 실제로 중국의 곡물과 대두 수요를 감

소시켰는지, 그리고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지가 시장의 분석 포인트

다.

독일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은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바이러스가 통

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중국의 인구를 고려할 때 많은 농산물 소비가 이

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소비자 침체에 대한 회복 전망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간의 1단계 무역 협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상당한 양의 미국산 농

산물을 구매하였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수확이 진행 중인 브라질에서 

풍작이 기대되면서 미국산 대두와 새로운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두의 경우에 침울한 요인은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정 이후에 미국에서 

대규모 구매를 재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가는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정 체결 이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브라질에서는 

대두 수확이 시작되었고, 수확량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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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국이 당장 필요한 대두를 브라질에서 이미 충분히 구매했는지 여부이

다. 미국 대두는 어쨌든 세계 시장에서 브라질의 신곡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

라고 예상되고 있다(2020.1.28).

▮Wheat output in India is likely to hit a record high this year

인도의 올해 밀 생산량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인도의 밀 생산량은 유리한 기온 조건과 정부의 최저 수매가 인상으로 올해 사

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는 파종 면적 증가로 이어졌다.

비정부단체인 NCML(National Collateral Management Services)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1억 9백만 톤으로 약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의 1차 사전 추정치는 1억 5십만 톤으로 지난해 4차 사전 추정치인 1억 

20만 톤보다 상승했다.

몬순 시즌 동안 비가 많이 내리면서 라비(Rabi) 시즌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최소 지원 가격(Minimum Support Price, MSP) 인상으로 파종 면적

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된다.

농민들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관개 지역에서 라비 작물 중 밀을 가장 선호

한다. 그리고 밀 주요 재배 지역에서 한파가 이어진 겨울철 기간 강우량이 풍부해 

수확량 증가에 일조하였다고 NCML의 관계자는 전했다.

인도 정부는 2019년 10월 라비 시즌에 밀의 최소 지원 가격을 퀸틀 당(대략 

50.8㎏) 1,925루피로 85루피 올렸다. 이로 인해 밀 파종 면적은 지난해 2,627만 

헥타르에서 2,970만 헥타르로 늘어났다.

한편, 기록적인 생산량으로 정부 저장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Kedia Commodity는 가격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밀은 이번 달 현물 시장에서 7% 하락한, 퀸틀 당 2,166루피에 거래되고 있다. 

Anand Rathi Shares and Stockbrokers의 디렉터는 기록적인 생산량으로 최소 

지원 가격보다 다소 낮은 퀸틀 당 1,900루피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지적하였

다.

신곡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부 소유의 인도식량법인 FCI(Food 

Corporation of India)는 이번 분기에 고정된 2,245루피에서 내려간 퀸틀 당 

2,135루피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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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식통에 따르면, 밀 조달에 드는 총비용은 FCI의 경우 퀸틀 당 2,505루

피로 거의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FCI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 

밀 재고량은 약 3,300만 톤으로, 완충 재고 요건은 1,070만 톤이다(2020.1.28).

▮Brazil expresses willingness to import wheat, rice from India

브라질, 인도로부터 밀과 쌀 수입 의사표명 

브라질은 지난 1월 23일 양국 장관 회담을 마친 뒤 밀, 쌀, 기장, 수수 등을 인

도에서 구매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인도 농업농민복지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armers Welfare, 

MoAFW)의 나렌드라 싱그 토마르 장관은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Food Supply) 테레자 크리스티나 장관과 회담을 통

해 다양한 양국 교역 기회와 관심사,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은 농업이 브라질과 인도 모두에 최우선 순위임을 확인하였으며, 농업 

관련 부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한, 브라질 장관은 두 나라는 인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 대부

분은 낮은 수입과 시장 접근성이 부족하며,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대한 접근이 거

의 없는 소규모 및 소외 농민들인 소농들이라는 공통점인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장관은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 무역과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시키

는 데 큰 자극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밀, 쌀, 기장, 수수는 인도가 브라질에 수출하기를 희망하는 제품 중 일

부이며, 가능한 한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도 토마르 장관은 2018-19년에 10억 4천5백만 달러 규모의 양국 무역이 잠재

력보다 훨씬 낮았으며, 양국 경제의 장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도와 브라질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상호보완성과 시너지를 고려할 때 더 많은 

무역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도는 브라질에 농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상품 바구니를 다양화하는데 관

심이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양파와 신선하고 말린 포도, 밀과 메슬린(meslin, 

소맥+호밀), 옥수수, 쌀, 대두, 면화를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다.

인도 장관은 브라질에 인도의 농산품들을 조달하도록 요청하였다(20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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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feed mills turn to Ukrainian maize as US quality suffers

미국산 옥수수 품질 저하로 아시아 사료 공장은 우크라이나 

옥수수에 관심

아시아 일부 주요 사료 제조업체들은 흑해 지역의 고품질 옥수수 구입에 더 많

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주요 공급처인 미국에서 날씨로 

인해 작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 소식통과 선적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 방글라데시는 2월 인도분 

사료용 옥수수 수요의 일부를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였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물

량은 충분하지만, 아시아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싱가포르 

소재 한 무역회사는 전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최고 등급의 옥수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2월 한국 도착 예정인 옥수수 가격을 CFR(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톤당 $220로 한 

달 만에 톤당 약 $10 올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옥수수 작물은 폭우로 인해 4월 파종이 지연되었으며, 8월과 

9월에는 습기로 인해 수확이 지연되는 등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CBOT)에서 옥수수 선물은 지난

해 소폭 상승한 이후 2020년 초부터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산 옥수수는 품질기준으로 1~4등급으로 분류되며, CBOT선물 계약과 거래

에서는 두 가지의 곡물 범주로 구분된다. 

“올해에는 주로 태평양 북서 항구를 통해 북아시아로 운송되는 작물은 3~4등급

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걸프(Gulf) 항구는 품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는 하

지만, 걸프 터미널에서 아시아로 옥수수를 선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싱가

포르 무역업자는 전했다.

우크라이나산 옥수수는 2월 아시아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

나 농업 컨설팅 업체인 에이피케이 인폼(APK-Inform)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

면, 수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무역업자들은 2월 인도분 옥수수를 톤당 $180~$182로, 흑해항에서는 

FOB(본선인도조건)으로 3월 인도분 옥수수를 톤당 약 $184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무역업자들은 1월 인도분 옥수수를 $175~$177에 제공하였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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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농업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19/20시즌에 1월 20일

까지 옥수수 1,420만 톤을 수출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120만 톤을 수출

하였다. 이번 시즌에는 약 1,300만 톤의 옥수수가 아직 수출 가능하다.

금융정보업체 리피티브(Refinitiv) 선적 자료에 따르면, 315,000톤을 실은 5척

의 화물이 1월에 중국으로 출발하고, 25만 톤이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

다.

아르헨티나산 옥수수가 시장에 출시되면 3월부터 품질 공급 위기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4월부터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상인들은 전망하였다 

(2020.1.23).

▮French grain industry warns of severe impact of ongoing strikes

프랑스 곡물 업계 계속되는 파업의 영향을 경고

프랑스 곡물업계 관계자들은 지난달부터 철도 서비스와 항만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연금 개혁에 대한 파업이 지속될 경우 곡물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경고하였다. 

한 달 동안 지속된 대중교통 파업으로 철도 서비스가 마비되고 부두 노동자들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유럽연합(EU) 최대의 곡물 생산 업체들은 그들의 농작물을 항

구와 공장으로 운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곡물 생산자, 수출업자 및 가공업자 등을 포함하는 프랑스의 Intercereales는 

월요일 정부에 보낸 서신을 통해 현재 곡물 수출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Intercereales는 서신에서 “곡물 산업은 특히 대규모 곡

물 운송에 적합한 열차 화물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생산량의 거의 50%를 수출할 

수 있는 항구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파업으로 예년보다 상황

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마케팅 캠페인이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에 맞선 파업으로 인해 기업들이 충분한 농작물 운송에 어

려움이 생기면서, 일부 축산 사료 공장에서 생산 중단이 발생했다고 지난주 농가 

부문 대표들은 전했다.

Intercereales는 프랑스 항구에서 약 1억 유로(1억 1,100만 달러) 상당의 곡물 

45만 톤이 차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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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주 동안 물류 문제로 곡물 가격이 상승해 왔는데, 주로 밀 가격은 화요

일 1-1/2년 만에 최고치인 톤당 198.25유로를 기록하였다.

또한, Intercereales는 철도 대신 화물 트럭을 이용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4~6유로이며, 모달 시프트(Modal Shift)에 부정적인 탄소 영향 뿐만 아니라 프랑

스 곡물이 갖는 경쟁력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로비 그룹은 또한 국제 고객들이 이제는 북유럽, 발트해 국가, 흑해 등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서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공급 중단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0.1.21).

▮Heavy rain expected across much of Australia in boost for 

wheat growers

호주 전역에 폭우 예보, 밀 생산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

호주에서는 서부 해안과 남부 전역에 걸쳐 향후 3개월 동안 서늘하고 습한 날씨

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목요일 밝혔다. 이에 밀 전망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기상청(Bureau of Meteorology, BOM)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서호주와 남호주, 빅토리아주의 많은 지역에 평균 이상의 비가 내릴 확률이 70%라

고 전했다.

기상청은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즈랜드주에서 평균적인 조건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전망은 호주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농산물인 밀 파종을 4

월에 시작하는 밀 재배 농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국립은행(National Australia Bank)의 농업 경제학자인 핀 지벨은 날씨가 

예보대로 된다면, 농가에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곡물 재배농가는 2020/21 시즌을 위한 밀 파종을 4월 말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완료된 2019/20 시즌의 밀 작물은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낮은 강우량으로 

작물이 시들면서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에 1월 기준 밀 가격은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호주 동부 해안 지역은 3년 연속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토양에서 나오는 거

의 모든 수분이 부족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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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부 해안 지역에 나흘간의 폭우로 이달 초 전망은 완화되었지만, 곡물 

재배업자들은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였다.

호주 주요 상품 예측관은 2020/21시즌 첫 번째 밀 생산에 대한 공식 전망치를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2020.2.27).

▮Egypt re-instates pre shipment inspection on import of grains

이집트, 수입 곡물에 대한 선적 전 검사 재시행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는 곡물 수입에 대해 선적 

전 검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한다. 

USDA의 세계농업네트워크보고서(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

GAIN Report)는 이집트가 곡물 수입에 대한 선적 전 의무 식물 검역을 재도입하

였다고 밝혔다. 

모든 식물 및 식물 제품 출하는 국제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한, 총리령 제 2992/2016호의 무효화로 인해 검사가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이집트에서 검역 관계자들에 의해 곡물 선적이 지연되고 

거부가 증가하면서 내려졌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항구에서 하역 시 검사를 금지하

였다. 

대신 이집트의 수출입청인 GOEIC(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에 수입 검사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집트 농업부는 식물검역원(CAPQ)을 재구축해 오일시드(oil seed)와 곡물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영 곡물조달기관인 GASC(General Authority for 

Supply Commodities)에서는 이제 선적 하역 시 검사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농업부는 수출입 식물위생 조항을 규정하는 권한을 식물검역원에 부여하

였다. 

GOEIC는 정부 팀을 파견하는 대신에 항구에서 곡물 수입 검사를 계약하였다. 

이에 더 이상 식품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또한, CAPQ는 GASC가 

구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선적 전 검사를 수행할 것이다. GASC는 세계 최대 밀 구

매 기관이다.

이집트 정부는 국제 식물 보호 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에 따른 WTO 지침에 따라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검역 기술자는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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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입업자는 검사위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집트 식물 검역소에 신청해

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모든 여행 경비와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위원회는 위탁 화물이 선박으로 운송되는 사일로 및 창고에 대하여 사

전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위탁 화물이 검역법에 속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감염된 부분을 비우거나 전체 위탁 화물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수입업자가 원산지에서 처리를 수행한 경우에도 불합격된 선적물은 재검사 

대상이 된다. 

전체적으로 이집트 정부는 부적합한 곡물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를 의무화

하였다(2020.2.23).

▮Virus anxiety makes maize the safer bet for America’s farmer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불안감 확대로 미국 농가의 옥수수 파종 확대 

예상

미국 농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상 기후, 가격 침체 등을 겪으면서 안전한 내

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의 심장부인 대평원에서 농민들은 옥수수 파종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1위 농작물인 옥수수 재배 농가는 중국 수요의 변덕으로 더욱 고립되

고 있으며, 이제는 치명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 

옥수수 가격은 지난 몇 년 동안 경쟁 관계에 있는 대두보다 더 잘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북-미간 무역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아시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이 식량 수요를 위협함에 따라 대두 구매가 얼마나 회복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노스다코타주 농민인 몬테 피터슨은 “올해 옥수수 파종 상황이 좋아질 것이고, 

3,000에이커의 곡물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농무부(USDA)는 미국 옥수수 파종 면적은 4년 만에 최고치인 9,400만 에

이커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두 역시 증가해야 하지만, 무역 전쟁 이전 수준보

다 아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가는 올해 대두와 옥수수 파종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들은 지난 

몇 년 간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약간의 위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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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무역 전쟁 외에도, 지난봄 이상 기후로 기록적인 파종이 중단되었고, 그 

후 가을에는 수확 지연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농민들의 최고 수입원은 정부의 구제 금융 지급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다행히 파산은 면했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에게는 불미스러운 최후 수단이었다. 

그러나 옥수수는 최근 미국에서 육류 생산의 호황으로 인해 다소 빛을 보고 있

다. 미국 돼지 사육은 기록적인 크기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금류와 달걀 생산 역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돼지와 닭은 미국산 옥수수를 먹으면서 살찌게 된다.

한편, 가을 수확 문제로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현금 가격이 상승하였다. 예를 들

어, 피터슨씨는 비와 눈으로 수확을 망친 후 지난 시즌부터 수확되지 않은 약 

1,000에이커에 달하는 옥수수를 가지고 있다. 

미국 농무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요한슨은 목요일 연례 전망 포럼 연

설에서 “이번 시즌 옥수수 파종은 비교적 유리한 신곡 가격으로 지원을 받을 것”이

라고 말했다. 

중서부 대부분 지역에서 농민들은 파종에 있어서 옥수수 또는 대두 두 가지 중

에서 선택할 수 있다. 농민들은 경작지를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이는 토양 유지 

관리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부 원조와 관련돼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옥수수 가격 상승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리노

이 대학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리노이 북부 지역의 농민들은 2020년에 옥수수 1에

이커당 평균 $31, 대두 1에이커당 $81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대두의 경우, 미국 대두 협회 이사이기도 한 피터슨에 따르면, 중국 판매량이 하

락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상황은 훨씬 나아졌지만 아직 멀었다고 전했다. 

시카고의 12월 옥수수 선물 가격이 약 3% 하락하는 등 올해 옥수수 가격은 아직

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스콘신주 웨스트 벤드에 소재

한 Total Farm Marketing의 나오미 블룸 수석 시장 고문은 대규모 작물이 이미 

시장에 가격이 책정되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파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는 약 두 달 정도 남아 있어, 농민

들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미중 무역협정은 공식적으로 2월 15일 발효되었다. 만약 바이어들이 곧 구매를 

시작하면, 일부 농민들은 재배 면적 계획을 조정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Total Farm Marketing의 불룸 고문은 중국에서 많은 양의 농산물 구매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0.2.20.).



FAO 곡물시장 뉴스

281

▮Cocereal sees decline in 2020 EU grain crop

Cocereal, 2020년 EU 곡물 생산량 감소 전망

Cocereal은 2020년 작물 생산량에 대한 첫 번째 예측치를 통해 유럽연합(EU)

의 총 곡물 수확량을 3억 270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2019년 3억 890만 톤에서 감

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20일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Cocereal은 밀 생산량(듀럼 제외)을 지난

해 1억 4,570만 톤에서 1억 3,790만 톤으로 낮췄다. 그리고 주로 프랑스와 독일, 

덴마크, 특히 영국에서 지난 가을 파종 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경작지

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덴마크 및 영국 역시 작년보다 작물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2020년 EU의 보리 생산량은 지난해 6,220만 톤에서 감소한 6,080만 톤

으로 예측됐다. Cocereal은 보리 생산량의 감소가 전적으로 기대수익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보리 생산이 지난 해의 아주 좋은 수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봄보리 재배면적의 확대와 단수의 증가로 완전히 상쇄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U의 2020년 옥수수 수확량은 6,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작년 6,100만 톤보다 늘어날 것으로 상향 조정했다. 옥수수 면적은 겨울 곡물에 

대한 wet planting campaign 혜택을 받고 있다고 Cocereal은 전했다. 이에 2019

년에는 850만 헥타르에서 900만 헥타르로 늘어났다.

프랑스, 독일 및 폴란드에서 전년 대비 가장 눈에 띄는 생산량 증가가 전망된다

고 Cocereal은 분석하였다.

그리고 Cocereal의 2020년 EU의 유채 생산 예측은 1,710만 톤으로 지난해 실

망스러운 수준이었던 1,670만 톤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프랑스와 루마니아는 면적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독일은 2019년 

아주 낮은 수준에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전역에서 수확량은 독일과 프랑스, 루마니아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작년보다 약간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과 덴마크는 낮은 수준을 보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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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ereal은 유럽연합의 곡물, 오일시드, 가축사료, 쌀, 올리브유, 오일과 지방

(fat), 농산물 공급과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한다(2020.2.20).

▮ India to harvest record wheat production of 106.21 mt

인도, 1억 621mt의 기록적인 밀 생산량 전망

최근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좋은 비가 내린 덕분에 2019-20 곡물 연도

에 1억 621만 톤의 사상 최대 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18-19 곡물 연도(7월-6월)에 

1억 360만 톤을 달성하였다. 

밀은 주요 겨울 작물인 라비 작물(Rabi Crop)로 다음 달부터 수확이 시작된다. 

인도 농업부는 두 번째 식용곡물(foodgrain) 생산량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몬순 시

즌(2019년 6월-9월) 동안 전국의 누적 강우량은 LPA(Long Period Average)보다 

10%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20 곡물 연도 동안 대부분의 작물 생산량은 평균 생산량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치는 시간이 지나면 더 정확한 정보가 유입됨

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정치에 따르면, 2019-20 곡물 연도 총 식용곡물 생산량은 기

록적인 2억 9,195만 톤으로, 작년 2억 8,521만 톤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총 생산량 중 식용곡물 생산량은 인도 여름철인 카리프(Kharif) 시즌에 1억 

4,236만 톤이고, 올해 라비 시즌에는 1억 4,960만 톤으로 추정된다. 

식용곡물(Foodgrain)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밀, 쌀, 곡물, 콩류로 구성된다

(2020.2.18).

▮Brazil maize production seen at record 100.5 million mt in 

2019/20

브라질, 2019/20 옥수수 생산량 기록적인 1억 50mt에 이르러 

브라질 농산물공급공사인 CONAB이 발간한 월간 농작물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옥수수 생산량은 1월 전망치인 9,870만 톤보다 높은 2019년에 사상 최대인 1억 50

만 톤의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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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년 브라질에서 옥수수 생산량은 1억 톤에 달했다.

옥수수 가격 상승과 우호적인 날씨 조건으로 농민들은 더 많은 옥수수를 심게 

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옥수수 재배 면적은 2018-19년에는 1,750만 헥

타르에서 2019-20년에 1,800만 헥타르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 부문과 국내 동물 단백질, 에탄올 업계의 강력한 수요로 인해 2020년 2월

부터 2021년 1월까지인 2019-20년 옥수수 판매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였다.

브라질 최대 곡창지대인 마토 그로소(Mato Grosso) 주에서 옥수수 가격은 2월 

7일 종료되는 주에 60 kg당 37.69헤알($8.72/60 kg)로, 전년 대비 76.5% 가까이 

상승했다고 Conab은 전했다.

그리고 공사는 2019-20년 국내 소비량은 1월 예측한 6,810만 톤보다 증가한 

7,050만 톤이라고 분석했다. 브라질에서 옥수수 소비량은 2018-19년에 6,520만 

톤이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 마케팅 연도에 브라질의 옥수수 기초 재고 추정치

는 2016-17년 이후 가장 낮은 1,140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1월 전망치는 1,150만 

톤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18-19년 브라질에서 옥수수 기초 재고량은 1,620만 톤에 달했다. 또한, 

Conab은 2019-20년 브라질의 기말 재고량은 지난달 추정치인 910만 톤에서 840

만 톤으로 하향조정 했다.

그리고 Conab의 2018-19년 수출 전망치는 4,117만 톤이었으며, 2019-20년에

는 3,400만 톤을 유지했다(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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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이충식(국제엔지오, “WTIT-타지키스탄” 프로그램 담당자)*1)

1. 미국

▮ 2020년 1월

1월 중순(1월 12일~1월 18일), 일주일이 조용히 시작되더니, 폭풍 전선이 남부

와 중서부 아래쪽에 또 다른 폭우를 내렸다. 비는 미시시피 하류에서 동부 옥수수 

벨트까지 이미 부풀어 오른 강으로 흘러 내려 저지대에서 홍수를 지속시켰다. 

먼 북쪽은 주 후반에 불어온 폭풍으로 눈발이 휘날리면서 중서부 위쪽 일부에서 

눈보라가 발생했다. 미네소타 서부, 아이오와 북서부, 다코타 동부는 가장 혹독했

던 얼마의 조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곳의 강설량은 6 인치를 초과했고, 시속 60 

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가축에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시골 지역 여행은 급감하였

다. 

서부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서부터 대서양 연안 남부까지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보다 최소 10-15°F 이상 높았고, 몬타나 일부는 평년보다 20°F 이상 높은 수치가 

기록되기도 했다. 실제로 북부 평원과 중서부 위쪽 지역은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

서, 몬타나에서부터 미네소타까지 넓은 지역에서는 기온이 최소 한번은 -20°F 아

래로 떨어졌다. 

아이오와 남부처럼 먼 남쪽에서는 수치가 0°F 또는 그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플

로리다 반도, 고원, 사막 남부 전역은 날씨가 평온했지만, 캘리포니아 북부와 북서

부는 대조적으로 소나기가 내렸다. 캘리포니아 북부와 북서부는 초기의 강수 부족 

상태에서 계속 회복했고 북서부의 많은 강 유역들은 눈덮임이 이 시기의 연중 평

년 수치에 접근하고 있었다.  

* leecs24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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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3), January. 22. 2020.

1월 중하순(1월 19일~1월 25일), 태평양 폭풍이 북서부에 계속 비를 뿌려주었지

만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부터 높은 평원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먼 

동쪽은 주간이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내내 폭풍이 불었다. 주초에 전선이 북동

쪽에서 멀어짐에 따라 찬 공기가 잠깐 동안 동부의 절반을 가로질러 내려앉았다. 

실제로 몇몇 남부 지역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F 이상 높았다. 

남동부에서 일시적 한파는 대체로 1월 21~22일에 절정에 도달했는데 플로리다 

내륙 남부처럼 먼 남쪽에서는 22일에 가벼운 동결이 있었다. (주초의 기온은 미주

리 주 북부처럼 먼 남쪽에서는 0°F 또는 그 이하로 떨어졌고, 노스다코타 동부와 

미네소타 북부에서는 산재적으로 -20°F 이하의 수치도 보고되었다.) 

나중에 느리게 움직이는 폭풍우 전선이 중부 및 남부 평원에서부터 동해안까지 

대체로 가볍거나 적당히 많은 양의 강우를 일으켰다. 중앙 평원에서부터 중서부까

지 뻗어 있는 강우 벨트에서 북쪽 가장자리에는 약간의 눈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

부는 날씨가 대체로 온화하여 이전에 중서부 전체에 걸쳐 있었던 추운 날씨를 몰

아내었다. 오대호 위쪽 지방과 대분지 북부에서부터 몬태나까지 산재된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F 정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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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4), January. 28. 2020.

1월 말(1월 26일~2월 1일), 평년 근처 또는 그보다 더 높은 기온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면서 1월은 아주 온화했다. 북부 평원의 대부분과 오대호 위쪽 지역 일부에

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10°F 이상 높았다. 평년 조건보다 시원한 포켓

들은 대체로 남동쪽 아래쪽에 제한적으로 있었다. 

한편 북서부에는 폭풍우성 날씨가 계속되어 1월은 여느 때와 다르게 비가 많이 

오면서 끝났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에서부터 남서쪽으로는 대체로 건

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대체로 건조한 한 달 이후에 시에라 네바다에 있는 설괴빙

원의 평균 수분 함량은 1월 말 평균의 75 % 미만이었다. 

북부 평원과 중서부 지역은 1월말에 건조가 우세하기도 했다. 중서부 지역은 알

맞은 건조 조건 중에 있으면서 저지대 홍수가 대체로 진정되었다. 더 남쪽은 유익

한 눈이 캔자스 남서쪽을 중심으로 위치한 광범위한 고 평원 지역을 덮었다. 

기타 지역은 강수 기간들이 멕시코 만 해변에서부터 북쪽으로 오자크 고원과 오

하이오 계곡까지에 있는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가장 심하게 내렸던 비 중에 얼마

는 남플로리다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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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5), February. 4. 2020.

▮ 2020년 2월

2월 초순(2월 2일~2월 8일), 북서부와 로키 산맥의 북부 및 중부로 흐르는 태평

양의 습기가 오레곤 북동부와 워싱턴 서부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홍수를 일으켰

다. 오리건 주의 홍수 피해 지역에서 강수는 폭우로 바뀌기 전에 눈으로 시작되었

다. 더 동쪽으로는 2월 6~7일에 남동부 전역에 폭우가 발생했다. 

이미 포화된 토양에 떨어진 비 중에 일부는 미시시피 계곡 하류에서부터 남부 

대서양 해안 평원까지 넓은 면적에 범람을 촉발했다. 남동부 폭우 이전에는 주 중

반에 내린 눈이 로키 산맥과 평원의 남부 구역을 덮었다. 눈, 진눈깨비, 얼어붙은 

비를 포함한 겨울철 강수는 나중에 북동쪽으로 오대호 아래쪽 지역 전역과 북동부

쪽으로 퍼졌다. 

캘리포니아, 사막 남서부 및 오대호 위쪽 지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다른 지역

은 강수량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그러나 주말에는 한 떼의 눈이 북부 평원과 

중서부 위쪽 일부를 뒤덮었다. 미국 동부 절반에는 기온이 거의 평년 또는 평년보

다 높았지만 태평양 연안에서부터 고 평원까지 많은 지역에서 쌀쌀한 기후가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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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주간 평균 기온의 수치는 대서양 중부에서는 평년보다 10~15°F 정도 높았

고, 북부 평원 일부와 미시시피 강에서부터 동해안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년

보다 최소 5°F 이상 높았다. 

그러나 주 후반에 중서부 위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순간적으로 급증하면서 기

온이 영하로 떨어졌고, 이런 현상은 북아이오와까지 먼 남쪽으로 확장되었다. 그

밖에 캘리포니아의 샌 호아킨 계곡에서는 주 초-중간에 서리가 발생하여 대체로 

2월 4~5일 아침이 가장 추웠다. 

그림 4.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6), February. 11. 2020.

2월 초중순(2월 9일~2월 15일), 남동부 내륙에 쏟아진 폭우 (2-8 인치)가 또 한 

차례의 홍수를 일으켰다. 총 4인치 이상의 폭우가 2월 10일~11일에 주로 텍사스 북

동부에서 애팔래치아 남부까지 내렸다. 불과 한 달 전, 1월 중순 경에 저지대 홍수

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남부의 많은 지역에서 시내와 강이 빠르게 상승했다. 

먼 북쪽은 주초에 내린 눈이 오대호 지역 일부를 덮은 후 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그 후 주 중반에 중앙 평원에서부터 북동부까지 눈이 대체로 가볍게 내

렸다. 북서부와 남서부 일부에도 강수가 내렸지만 캘리포니아 북동쪽에서 중서부 

먼 위쪽까지 날씨는 대체로 건조했다. 딥 사우스 텍사스와 플로리다 반도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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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건조한 날씨를 경험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온화한 날씨에 이어서 차가운 공기

가 평원과 옥수수 벨트로 유입되면서, 중서부 위쪽의 기온은 평년보다 10°F 정도 

낮게 유지되었다. 

지난 주 기온은 먼 남쪽 미주리 주 북부와 일리노이에서는 일시적으로 0°F 이하

로 떨어졌고, 몬테나 동부에서 뉴 잉글랜드 북부까지 여러 지역에서는 20°F 이하

로 급락했다. 대조적으로 남동부는 주중 많은 기간 동안 기온이 따뜻한 편이어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F 이상이었다. 서부는, 캘리포니아 북부와 북서부 내륙 

일부가 따뜻했던 반면 로키 산맥과 주변은 대조적으로 쌀쌀했다. 

그림 5.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7), February. 19. 2020.

2월 중하순(2월 16일~2월 22일), 남부 전역에 걸쳐 추가로 내린 강우 (지역적

으로 2~4인치 이상)로 들판은 계속 습하게 유지되었고, 강의 홍수는 계속되었다. 

멕시코만 연안 주 중부에서는 30~40년 만에 최고 수위로 올라간 강이 앨라배마, 

톰빅비 및 펄 리버스 일부에 영향을 미쳤다. 

2월 20일, 남부에 내린 강수 구역의 북쪽 주변은 눈으로 바뀌었는데, 애팔래치

아 산맥과 중부 대서양 연안 주들의 남부 지역에 쌓였다. 눈이 내린 기간은 다른 

여러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는 중서부 위쪽과 중앙 평원 일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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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반에는 남서부 지역에 상당한 양의 강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폭풍은 

지난 2개월 동안 최소 강수만 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지역을 다시 우회했

다. 캘리포니아 수자원부에 따르면, 시에라 네바다의 주요 유역 지역은 전형적인 

2월 하순 설괴빙원의 평균 수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와 남

서부 일부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우세했지만, 일부 서부 지역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갇혀 있었다. 

결과적으로 서부 와이오밍 및 주변 주들 일부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F 이상 낮았다. 뉴 잉글랜드 북부, 중서부 위쪽 및 중대서양 남부 지역도 평년

보다 추운 날씨가 지배했지만 미국 중부와 동부 나머지 지역은 평년 근처 또는 그

보다 높은 기온이 우세했다. 

그림 6.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8), February. 25. 2020.

2월 말(2월 23일~2월 29일),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부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

어서 저수지 저장 수준이 거의 평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관수 수요를 일으

켰고, 방목지 상태를 악화시켰다. 건조한 날씨가 중서부 위쪽을 포함하여 다른 지

역들로 확대되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날씨는 작년에 기록적인 강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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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중서부 위쪽 지역에게는 유익했다. 

대조적으로 캔사스와 주변 지역, 그리고 미시시피 계곡 중앙과 아래쪽에서부터 

대서양 연안까지의 지역 대부분에서 상당량의 강수가 있었다. 일찍이 내렸던 호우

에서 생긴 빗물이 큰 강들로 계속 빠지면서 생긴 저지대 홍수는 남부 일부 지역을 

계속 괴롭혔다. 비가 북쪽으로 확대되어 오하이오 계곡과 아래쪽 오대호까지 내렸

으나, 옥수수 벨트 나머지 지역은 건조한 날씨로 덮였다. 

다른 곳에서는 태평양 북서부에서부터 고 평원 북부까지 드문드문 강수가 관찰

되었다. 로키 산맥과 남부의 많은 구역들은 평년보다 날씨가 추웠던 것과 대조적

으로, 극서부와 북부에 나란히 늘어서 있는 주들 가운데 많은 주들은 기온이 평년

보다 높았다. 

캘리포니아, 몬타나, 노스 다코타 주, 미주리 계곡 중부, 그리고 북동부의 많은 

곳들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5°F 이상 높았던 중에, 로키 산맥 지역 

일부와 딥 사우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곳들에서는 평균 기온 수치가 평년보

다 5°F 가량 낮았다. 딥 사우스에는 주 후반에 몰려온 한파로 기온이 32°F 또는 

그 이하로 굴러 떨어졌다. 다만, 리오 그란데 계곡 아래쪽, 멕시코만 근방, 플로리

다 반도는 영하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피했다. 

그림 7.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9), March.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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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3월 초순(3월 1일~3월 7일), 남부를 가로질러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폭풍 전선

이 3월 2~3일에 테네시 중심부에서 치명적인 토네이도를 발생시키는 등 극심한 

날씨를 일으켰다. 이 폭풍은 폭우를 내리기도 했는데, 텍사스 중앙에서부터 조지

아와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2~4인치 이상이었다. 

한편, 북부를 가로지르는 교란은 지난 주중 말기에, 북동부에 비와 눈 소나기가 

내리는데 영향을 주었다. 대서양 서부 상공에서는 북부의 교란과 남부의 폭풍이 

합쳐져서 미국 동부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차가운 공기를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주

었다. 그 결과, 지난 주에는 캐롤리나와 조지아 북부와 남부처럼 먼 남쪽에서도 기

온이 32°F 이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남동부의 생산자들은 과수와 기타 민감한 작물

들의 개화를 모니터링했다. 

소나기 날씨가 잠시 북쪽으로 오하이오 계곡과 오대호 아래 지역까지 뻗어갔지

만 온화하고 건조한 날씨가 나머지 옥수수 벨트 지역을 덮었다. 더 서쪽은, 주중 

늦게 내린 강수가 북서부를 축축하게 만들었는데 남쪽으로 캘리포니아 일부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 내린 강수는 양이 적어서 단기 가뭄을 거의 해

소하지 못했다. 

며칠 동안, 특히 평원 북부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5°F 높았던 중서

부 위쪽을 가로질러 봄과 같은 따뜻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평년 기온 근처 또

는 평년 이하의 포켓은 대체로 로키산맥, 남동부, 태평양 북서부로 제한되었다. 

그림 8.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10), March.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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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중순(3월 8일~3월 14일), 남서부에서 북동부 지역으로 활동적인 폭풍이 

이동하면서 광범위한 강수가 발생했는데, 특히 남캘리포니아와 사막 남서부 일부

에서 심했다. 그러나 폭풍이 강해지기 시작한 주말까지는 상당량의 비와 눈이 대

부분 북캘리포니아를 비켜갔다. 

북서부에서는 주말 강수도 발달하여 더 차가운 공기가 급증했다. 그 결과 북서

쪽 내륙 일부를 포함해서 로키 산맥과 고 평원의 북부 지역에 상당한 눈이 쌓였다. 

더 동쪽으로 남동부 평원에서부터 오하이오 계곡 아래쪽까지 폭우 기간 (지역적으

로 2~4 인치 또는 그 이상)이 있어서, 봄 야외 작업 준비에 앞서서 축축한 조건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서부 위쪽 전역은 강수량이 더 약했다. 

다른 곳을 보면, 딥 사우스는 전역에서 대체로 건조한 조건이 지속되어 재식활

동과 기타 봄 야외 작업에 유리했다. 하지만 남텍사스에서부터 플로리다 반도까지 

다양한 정도로 발생한 건조로 인해 관개 수요가 상승했고, 출현 중인 작물들에 대

한 우려가 있었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는 양상은 적어도 평원 북부와 북서부를 가로질러 더 차가운 

공기가 도착할 때까지 나라 전체적으로 계속 지배적이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딥 

사우스 전역과 오대호 아래쪽에서부터 북동부까지 평년보다 10~15°F 높았다. 반

면, 태평양 북서부에서부터 몬테나 주의 고 평원까지 여러 곳에서 평균 수치는 평

년보다 최소 5°F 낮았다.

그림 9.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11), March.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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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 2020년 1월

1월 중순(1월 12일~1월 18일), 서부 및 중부 유럽 전역에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

렸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부 재배 지역의 상태는 건조하고 따뜻했다. 이전에 남

중부 유럽을 가로질렀던 광범위한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독과 폴란드에

서부터 발칸 반도까지 하늘이 화창해졌다. 독일부터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

에까지 이런 건조한 날씨에 계절을 벗어난 온난화 (평년보다 3~8°C 높은)가 동반

되면서 이들 북부 재배 지역은 보호성 눈 덮임도 없이 별다르게 눈에 띄지도 않는 

상태가 유지되었고, 겨울 작물의 내한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발칸반도도 눈이 없기는 했지만 다소 시원한 조건들 (평년보다 최대 2°C 낮은)

이 이어졌다. 반대로 서유럽과 중유럽에는 점차 불안정한 날씨가 퍼져서 대서양과 

북해에 인접한 지역들에는 큰 비 (25~100 mm)가 보도되었다. 먼 내륙은, 중부 스

페인에서부터 서독까지 비가 좀 더 가볍게 (2~10 mm) 내렸다. 

이와 비슷하게 이탈리아 서부는 알맞거나 큰 소나기 (10~40 mm)가 내린 반면, 

이탈리아 동부에는 좀 더 가볍게 (5 mm 이하) 내렸다. 겨울 작물 전망은, 가뭄 때

문에 독일에서 토양 수분 공급량이 봄 성장에 부족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전반적

으로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1월 중하순(1월 19일~1월 25일), 중유럽과 북유럽의 넓은 면적에 걸쳐 있는 고

기압으로 대륙 대부분이 건조하면서 온화한 날씨를 유지했지만, 이베리안 반도에

는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프랑스와 영국 동부는 맑은 하늘과 거의 평년 부근 또는 평년 이상의 기온이 우

세했지만 (북동부 작물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8°C 높음), 체코에서부터 발트

해 연안국들까지는 몇 건의 가벼운 소나기 (1~10 mm)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독일

과 폴란드 북서부의 많은 지역에서 오래 끌었던 단기 건조 (6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미만, 지역적으로는 25% 미만)가 봄 성장을 위한 수분 보유량을 감소시켰다. 

북유럽과 동유럽은 현재까지는 휴면 중인 밀과 유채가 어떤 동해도 입지 않았지

만 여전히 눈 덮음이 없는 상태였다. 한편 이베리아 반도를 가로질러 정체된 상층 

난류가 일주일 중 상당 기간 동안 때때로 소나기를 발생시켰는데, 중부와 북부 지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298

역에 내린 비의 총 강수량은 2~30 mm였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 

100 mm 이상이었다. 이 비는 최근의 건조를 완화시켜주었고 영양생장 중인 겨울 

밀의 전망을 좋거나 우수하게 유지시켜주었다. 

1월 말(1월 26일~2월 1일), 국지적인 건조와 가뭄이 남유럽 일부 지역에 남아 

있기는 했지만, 대륙 대부분에서는 광범위한 비가 보고되었다. 새해가 아주 건조

하게 출발한 후에 프랑스와 스페인 북부에서부터 발트해 국가들까지 중간 및 강한 

소나기들이 (10~50 mm, 지역적으로 그 이상) 보고되었고, 발칸 서부에서부터 북

동쪽으로 헝가리까지 제 2의 비슷한 강우 지역들이 나타났다. 이 비는 1월 초부터 

대륙의 많은 지역에 자리 잡아 왔던 질질 끌어왔던 단기 건조를 완화시켜서 영양 

생장 중인 북부 스페인의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휴면 중인 겨울 밀과 유채에게 필

요한 수분 보유량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장기적인 강우량 부족이 우세했던 (90일 강수량이 지역적으로 평년의 

50% 미만) 독일 남동부에서부터 폴란드 중부까지는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이렇

게 습한 날씨 양상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와 다뉴브 강 골짜기의 낮은 곳에는 건

조한 조건들이 관찰되었다. 건조와 가뭄은 후자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

는데, 이곳의 30일 및 90일 강수량은 각각 10%와 50% 미만으로 유지되었다. 

유럽의 많은 곳에 걸쳐서 구름과 소나기가 있었지만,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6°C 높게 유지되어 1차 재배 지역은 눈 덮임이 없어서 더 따뜻한 서부 및 남부 

재배 지역에서 다소 계절에 맞지 않게 이른 초겨울 녹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 2020년 2월

2월 초순(2월 2일~2월 8일), 남부 유럽은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지만, 대륙의 

많은 곳들에 광범위한 비가 계속 내렸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부터 동유럽 대부분에

까지 또 한 차례의 중간-강한 소나기 (5~6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보고되

었다. 그 비는 1월초부터 대륙의 많은 곳에서 발달해왔던 계속된 단기 건조를 완화

시키거나 제거하여, 휴면 중인 겨울밀과 유채를 위한 수분 보유량을 상승시켜주었

다. 

그러나 장기적인 강수량 부족이 남아 있는 독일 일부에는 비가 더 많이 필요하

다 (지역적으로 90일 강수량이 평년의 50 % 미만). 습한 날씨 패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건조한 조건이 관찰되었다. 단기 건조는 이탈리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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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두드러졌고, 60일 강우는 지역적으로 평년의 50 % 미만으로 유지되었다. 유

럽의 많은 곳에 구름과 소나기가 있었지만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6°C 높았고 

주요 재배 지역은 눈 높임이 없어서 더 따뜻한 서부와 남부의 재배 지역에서는 계

절을 벗어나 어느 정도 겨울 작물 녹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2월 초중순(2월 9일~2월 15일), 중부와 북부 유럽은 폭풍우가 있었던 반면, 남

부 재배 지역은 기후 조건이 점점 더 건조해졌다. 한 주의 시작과 끝에, 북대서양

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향하는 비정상적으로 강한 제트 기류에 의해 매우 강한 한 

쌍의 저기압 지대가 발생했다. 이 폭풍우들로 인해 대륙 북부 절반에 내린 총강수

량은 10~100 mm 였고, 해안 지역은 허리케인 바람, 큰 파도, 국지적 홍수에 난타

를 당했다. 

지역적으로 극심했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비의 전반적인 영향은 양호했다. 

독일은 계속되던 수분 부족이 해소되었고, 그 밖의 북부와 중부 유럽에서는 수분 

보유량이 휴면 또는 반휴면 상태에 있는 겨울 작물들을 위해서 양호하게 유지되었

다. 

폭풍의 경로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중해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

었다. 가뭄에 대한 우려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곳의 60일 총 강우

량은 지역적으로 평년의 50% 미만이었다. 비슷한 수분 부족이 그리스에서도 나타

났는데, 최근에 내린 비가 루마니아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다뉴브 강 계곡에 

있었던 가뭄 우려를 완화시켰다. 

기온이 평년보다 6°C까지 올라가면서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어서 

주요 재배 지역은 눈 덮임이 없었고, 따뜻한 서부와 남부의 재배 지역은 이에 더하

여 계절을 벗어난 겨울 작물의 조기 녹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였다. 

2월 중하순(2월 16일~2월 22일), 북유럽 전역은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따뜻하고 

불안정한 반면 남부 재배 지역은 대조적으로 건조 조건이 증가하고 있었다. 북대

서양을 가로지르는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제트 기류에 의해 촉발된 매우 강력한 일

련의 저기압 지역들 중에서 또 다른 저기압은 북유럽에 폭우를 내렸고, 고지대에

는 눈을 내렸다. 태풍 급의 강풍, 큰 파도 및 국지적인 홍수가 해안 지역을 강타하

면서 유럽 대륙의 북쪽 절반에는 총 10~250 mm의 강수량이 있었다. 

지역적으로 극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영향은 양호했다. 북유럽과 중

유럽의 수분 공급량은 겨울 작물을 녹화하기에 충분하거나 풍부했다. 특히, 중부, 

북부 및 동부 유럽의 많은 지역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10°C 높았으며, 7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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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치는 5°C보다 높아서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평년보다 최대 

6주 전에 겨울 작물들이 휴면을 깬 것으로 보인다. 겨울 작물이 계절을 벗어나 일

찍 녹화되는 것이 당장 우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과 유채는 내한성을 잃었기 

때문에 현재는 추위에 훨씬 더 취약하다. 

한편 폭풍의 경로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중해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

었다. 가뭄 문제는 이탈리아, 그리스 및 서부 발칸 반도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60

일 총 강우량은 지역적으로 평년 대비 25% 미만으로 줄었다. 스페인에서는 수분 

부족도 증가했지만 초겨울에 내린 비 덕분에 겨울 곡물들이 단기 건조를 더 잘 견

딜 수 있었다. 

2월 말(2월 23일~2월 29일), 북유럽과 중유럽에 폭풍이 계속된 것과 대조적으

로 남부 재배 지역은 점점 건조해지고 있었다.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는 

지속적이고 대단히 강력한 제트 기류가 일련의 강한 저기압 지역들 가운데에서 또 

다른 저기압에 연료를 공급하여, 유럽 중부, 북부, 동부에 폭우와 고지대 강설을 

일으켰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부터 폴란드와 발칸 북부까지 내린 총 강수량은 10~80 mm 

였다. 결과적으로 북유럽과 중유럽에 공급된 수분은 녹화되고 있는 겨울 작물들을 

위해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주만큼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평

균 수치는 평년보다 2~5°C 높았다. 

한 주 더 일주일 평균 기온이 5°C가 넘었다는 것은 발트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겨울 작물들이 평균보다 최소 6주 앞당겨서 휴면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

한다. 계절을 벗어나 겨울 작물이 조기에 녹화된 것이 당장 걱정스러운 것은 아니

지만, 밀과 유채가 내한성을 잃었기 때문에 늦철 한파가 올 경우 피해에 더 취약하

다. 

한편, 폭풍 경로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중해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

었다. 가뭄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이고 (60일 강

수량이 지역적으로 평년 대비 25% 미만), 발칸 서부는 이번 주에 내린 강우 

(10~35 mm)로 최근의 건조를 완화시켜주었다. 스페인에는 수분 결핍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초겨울 비가 적당하게 (가끔은 심하게) 내렸기 때문에 겨울 곡물들이 최

근의 건조기를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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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3월 초순(3월 1일~3월 7일), 북유럽에서는 젖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전에 건

조했던 남부 재배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연달아 계속되고 있는 대서양 폭풍이 대

륙의 중부와 북부에 5~50 mm의 비와 고지대 눈을 내렸고, 프랑스에서는 폭우 

(25~85 mm)가 보고되었다. 밀과 유채의 주요 재배지에서 겨울 작물의 봄 성장에 

대한 가뭄 우려는 없다. 프랑스에서부터 폴란드까지 60일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

비 100~200% (지역적으로 영국과 북대 인근 지역들에서는 더 많이)였기 때문이

다. 

스페인에서는 매우 가변적이지만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 덕분에 단기 가뭄이 

완화되었고, 영양 생장 중인 밀과 보리에게 전반적으로 양호한 조건이 유지되었

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의 비가 이탈리아에서는 평년 겨울보다 건조한 날씨 (평

년의 50% 미만)로 인해 생겼던 가뭄 우려를 완화시켰으나, 남부는 비가 조금 더 

내리면 좋을 것이다. 

최근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따뜻해진 날씨가 다소 누그러져서 이 기간 동안 평

균 기온은 북서부에서는 평년 부근이었고, 스페인과 독일에서는 평년보다 최고 

3°C 높았다. 그러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재배 지역에 머물고 있는 비정상적인 온

기 (평년보다 최대 7°C 이상)가 평균보다 최대 한 달 일찍, 계속 서둘러 겨울 작물

들을 휴면에서 깨우고 있었다. 

3월 초중순(3월 8일~3월 14일), 중부와 북부 유럽 전역에서 축축한 날씨가 계

속되고 있는 한편, 대륙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겨울 작물의 발달 속

도가 정상보다 빠른 속도를 유지했다.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대서양 폭풍으로 대

륙의 중부와 북부에는 또 한 차례 10~50 mm의 비를 내렸고, 아일랜드, 영국, 스

칸디나비아에서는 더 강한 비 (50 mm 이상)가 보고되었다. 1차 밀과 유채 지역에 

걸쳐 가뭄 우려는 없었으며, 프랑스에서 폴란드까지 60일 평균 강수량은 평년 대

비 100~250%였다. 

지난 주에 유익한 소나기가 내린 이후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날씨는 다시 건조해

졌는데, 영양 생장 중인 이 지역의 밀과 보리에 대한 식생 건강 위성 데이터가 보

여주는 이른 철 전망은 이탈리아는 양호, 북스페인은 우수로 나타났다. 더 동쪽은, 

발칸 반도 남부에 내린 중간 내지 폭우 (10~50 mm)가 영양 생장 중인 밀과 유채

에서 계속되던 수분 부족을 완화시켜주었으며, 발칸 반도 북부와 주변은 맑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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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로 겨울 작물 발달을 촉진했다. 유럽 대부분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C 높았으며 겨울 작물들은 평균보다 2~4주 앞서서 발달하고 있었다. 

3. 구소련(서부)

▮ 2020년 3월

3월 초중순(3월 8일~3월 14일), 계절을 벗어난 따뜻함이 겨울 밀의 성장을 가

속화시켜서 평균보다 최대 한 달 앞서 발달하고 있었다. 주요 겨울 밀 지역의 많은 

곳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C를 초과하는 (지역적으로는 14°C 정도로 

높게) 이상 고온을 보여 작물 발달 속도는 아주 빨랐다. 겨울 밀은 우크라이나 남

부에서 평년보다 최대 한 달 앞서서 분얼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고, 러시아 남

서부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에서는 평년보다 거의 3주 앞서 있었다. 

일단 작물이 분얼기에 도달하게 되면 생식기 중 온도 감수성이 최고로 상승하여 

밀은 끝마름과 동해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 대부분의 주요 밀 지역에서 지난 60일

간 강수량이 평년 근처 또는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에 봄 성장에 필요한 수분 공급

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4. 동아시아

▮ 2020년 3월

3월 초중순(3월 8일~3월 14일), 북중국 평야에서 주초에 가볍게 내린 소나기 

(10 mm 미만)가 밀의 녹화에 유익했던 한편,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일관되게 

강우가 발생했다 (양쯔 계곡에는 25~50 mm, 남동부에는 100 mm 이상). 양쯔 계

곡의 축축한 날씨가 영양 생장 중인 유채를 위해서 토양 수분을 적당하게 유지시

킨 한편, 남동부에 내린 강우는 이른 벼의 활착에 도움이 되는 수분 공급량을 상승

시켰다. 또한, 동부 재배 지역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5°C 높아서 작

물의 발달이 보통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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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

▮ 2020년 1월

1월 중순(1월 12일~1월 18일), 남퀸슬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의 많은 부분

에 널리 적시는 비 (15~50 mm 이상)가 내려서 면화와 수수의 주요 생산 지역에서 

작물의 상태를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가뭄의 현 심각성을 감안하면 

이번에 내린 비는 건조지 작물들의 불량한 수확량 전망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비는 추가적인 물 요구량을 줄여서 관개 작물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가뭄으로 줄어든 저수지와 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할 필요를 줄여 주었

다. 동호주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 근처여서 최대 기온이 대략 섭씨 30도대에 있

었다.

1월 중하순(1월 19일~1월 25일), 두 주 연속, 퀸스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

즈 북부에 내린 젖는 비 (15~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그 지역에 아주 필요

했던 가뭄 해소를 해주었다. 이 비가 재배기 중 너무 늦게 내렸기 때문에 건조지 

여름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을 크게 개선해주지는 못했지만, 비 내리는 날씨가 보충 

급수 필요를 줄여 주어서 관개 작물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었다. 최근 비가 반갑기

는 했지만 동호주를 잡고 있는 가혹하고 장기적인 가뭄을 끝내려면 반복적으로 젖

는 비가 내려야 한다.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C 높았고 최대 기온은 대략 섭씨 

30도 대 중반에서 낮은 40도 대 사이였다. 

1월 말(1월 26일~2월 1일), 2주간 유익한 비가 내린 후에 퀸슬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는 대체로 다시 건조한 날씨로 되돌아왔다. 국지적인 소나기들 

(지역적으로 15 mm 부근)이 점점이 내렸지만, 심각한 장기 가뭄이 휩쓸고 있는 호

주 동부 지역의 가뭄을 거의 해소해주지 못했다. 사실상 여름작물의 전망은, 특히 

재배 기간 중 거의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는 건조와 장기간 더운 날씨로 고통 받아

온 건조 농작물들은 여전히 열악했다. 주요 여름작물 생산 지역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6°C 높았다. 남부 재배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낮은 섭씨 40도 대까

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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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월 초순(2월 2일~2월 8일), 젖는 비 (25~7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퀸슬

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의 많은 지역을 뒤덮어 내려서 동호주에게 아주 필

요했던 가뭄 해소를 해주었다. 그 비는 환영을 받았지만 가뭄의 심각성과 긴 기간

으로 인해서 건조지 여름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은 여전히 좋지 못했다. 그러나 관

개 작물에 대한 전망은 현재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최근의 강우는 토양 수분을 직접적으로 상승시켜 주어서 미성숙 관개 작물들에

게 유익을 주었다. 그 강우는 또 가뭄으로 고갈된 저수지의 수위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남은 재배 기간 동안 농민들이 작물들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물

을 공급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올려주었다. 주요 여름작물 생산 지역에서 평균 기

온은 평년 근처여서 최대 기온은 대체로 중간 섭씨 30도 대에서 낮은 40도 대 사

이에 있었다. 

2월 초중순(2월 9일~2월 15일), 호주 동부의 주요 여름작물 생산 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젖는 비 (25~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계속 내려서 추가 관개

의 필요성을 줄였다. 하지만 재배기가 뜨겁고 극도로 건조하게 시작되어 수확량 

전망이 계속 불량했기 때문에, 그런 습한 날씨가 가뭄에 시달리는 건조지 작물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4월과 5월에 겨울 밀 파종이 시작되기 전에 토양 수분 프로파일을 보충하고, 호

주 동부 대부분을 타격하고 있는 가혹하고 장기적인 가뭄을 효과적으로 끝내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주요 면화 및 수수 생산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 근처로

서 대체로 섭씨 30도였다.

2월 중하순(2월 16일~2월 22일),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 (대체로 15~50 mm)

가 퀸슬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의 가뭄을 추가로 해소했고, 지역 저수

지의 수위를 더욱 올려주었다. 비록 느리지만 겨울 곡물 파종 (일반적으로 4월 중

순에 시작)에 앞서서 토양 수분 프로파일을 꾸준히 보충하고 있었다. 

이 비는 미성숙 관개 여름작물들의 보충수 요구량도 계속 줄여 주었다. 그러나 

일부 여름 작물들은 성숙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날씨가 조금 더 건조해야 건조 작

업을 돕고 작물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강우가 건조지 여름 

작물들의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재배 초기의 심한 폭염과 

건조 때문에 작물 전망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어두웠다.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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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높았고 최대 기온은 대체로 30도대에 있었다. 

2월 말(2월 23일~2월 29일), 퀸슬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 광범위

한 소나기 (10~50 mm, 지역적으로는 100 mm 이상)가 계속되어서 토양 수분과 

저수 수위를 더욱 올리고 있었다. 이번 재배기 중에 비가 더 내리면 일부 미성숙한 

여름 작물들에게는 여전히 유익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작물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빠르게 성숙기에 도달하고 있고 재배기 초기에 극도의 폭염과 

건조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최근 강우는 대개 4월 중순에 시작되는 겨울 밀 파종에 앞서서 토양 조건에 도

움을 주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지역을 괴롭혀 온 심각한 장기 가뭄을 끝

내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호주 동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 근처였고, 최

고 기온은 대체로 섭씨 20도대 중반에서 낮은 30도대에 있었다. 

▮ 2020년 3월

3월 초순(3월 1일~3월 7일), 몇 주 동안 유익한 비가 내린 후에 퀸슬랜드 남부

에서는 약간 더 건조한 날씨로 건조 포켓들이 퍼졌다. 지역적으로 가볍게 내린 소

나기들 (5 mm 미만)이 가뭄에 피해를 입은 여름 작물들의 성숙과 수확을 촉진했

지만, 나중에 심은 수수의 성장을 장려하고 그 지역이 심각한 장기 가뭄에서 더욱 

회복하도록 도우려면 더 많은 비가 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뭄에 시달린 동부 호주의 다른 곳에서는 적시는 비 (25~7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겨울 작물 파종에 앞서서 수분 공급을 더욱더 많이 증가시켰다. 퀸슬랜

드 중부에서는 정상적으로 4월 중순에 파종이 시작되고 더 먼 남쪽 지역에서는 일

반적으로 5월을 지나면서 파종에 추진력을 얻는다. 호주 동부 지역에서 평균 기온

은 평년 수준이어서 주간 최고 기온이 일반적으로 섭씨 높은 20도대에서 중간 30

도대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3월 초중순(3월 8일~3월 14일),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 (5~25 mm)가 퀸슬랜

드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 수분 공급량을 더욱 늘려서 미성숙 면화와 수수에

게 잠재적 혜택을 주고 있었다. 많은 여름 작물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거나 성숙

에 다가가고 있었으나 축축한 날씨 때문에 지역의 건조 작업이나 수확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였다. 

최근에 내린 비가 얄궂게도 주로 가뭄에 시달리며 재배기를 보냈던 성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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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작물들의 품질을 상당히 떨어뜨렸을 수 있다. 축축한 날씨가 가뭄에 피해를 

입은 많은 여름 작물들에게는 시기가 맞지 않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겨

울 작물 파종에 앞서서 토양 조건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는 환

영 받았다. 

대개 파종은 4월 중순부터 6월을 지나기까지 한다. 더 먼 남쪽, 뉴 사우스 웨일

즈의 중부와 남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여름 작물의 건조와 수확에 유리했다. 

호주 동부 지역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3°C 낮았다. 

6. 아르헨티나

▮ 2020년 1월

1월 중순(1월 12일~1월 18일),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부의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역에 소나기가 적당하거나 강하게 내려서 여름 곡물, 유지 작물들, 면화에 대체

로 유리한 조건이 유지되었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북부 농업 지역에서

부터 북쪽으로 뻗어 있는 넓은 지역에서 총강수량 25~50 mm의 비가 내려서 지난

주부터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분이 증가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주에 시기적절한 소나기가 내린 후에 라 팜파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남부 농업 지역은 다시 보다 건조한 상태 (총 10 mm 이하의 강우)로 

되돌아갔다. 주간 평균 기온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평년보다 1~2°C 낮았고 다

른 곳에서는 평년 근처 또는 평년보다 높았으며, 라 팜파와 남서부 부에노스아이

레스처럼 먼 남쪽은 낮 최고 기온이 다시 35°C까지 올라갔다. 먼 북쪽의 전통적으

로 따뜻한 곳들에서는 최고 기온이 40°C 이상에 도달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16일 현재 옥수수와 콩은 각각 92% 및 94%가 파

종되었고, 면화는 99%가 파종되었다. 남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표 지역으로서 

탄딜과 트레스 아로요스에는 2차 작물 콩이 각각 82% 및 59% 파종되었는데, 이곳

은 계절 강우가 날짜에 맞게 내리지 않아서 추가 수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밀은 

98% 수확되어서 작년 속도 (99%)보다 약간 뒤쳐졌고, 해바라기는 13 % 수확되었

다고 산타페와 차코에서 활동이 보고되었다. 

1월 중하순(1월 19일~1월 25일),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역에서 소나기가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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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유지 작물, 면화에 도움을 주었지만, 최남단 여름 곡물과 유지작물 지역에서

는 계절을 벗어난 따뜻함과 건조함이 지배적이었다. 남서부 (북부 라 팜파와 주변)

와 북부 (북부 코르도바의 북쪽과 동쪽) 농업 지역에서 총량 25 mm 이상으로 내

린 강우가 다양한 생육기에 있는 여름작물들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

해 주었다. 

대조적으로 남부 코르도바에서 동쪽으로 파라나 강 계곡의 낮은 쪽 (북부 부에

노스아이레스 및 엔트레 리오스와 산타페의 인접 지역들)을 지나기까지 좀 더 건

조한 날씨 (총강수량이 지점에 따라서 10 mm 이하)가 우세했고, 남부 부에노스아

이레스의 남쪽 생산 지역에서는 2주째 건조가 계속되었다. 남부의 건조는 출현 중

인 여름작물들, 특히 겨울 곡류의 수확 후에 파종된 콩에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

지 않았다. 

계절을 벗어난 따뜻함 (낮 최고 기온이 중간 및 높은 섭씨 30도 대에 도달함)이 

발아에 필요한 수분을 더욱 감소시켜서 추가 강우가 필요하다. 지역 전체의 주간 

평균 기온은 남부와 서부 농업 지역에서 평년보다 3~4°C 더 높았고, 다른 곳에서

는 2°C 이하로 낮았으며, 많은 북부 지역들은 낮 최고 기온이 40°C 부근 또는 그 

이상이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16일 현재 옥수수와 콩 파종율은 각각 

95% 및 96%였다. 

최근의 따뜻함과 건조로 수분 보충이 필요한 남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대표하

는 탄딜과 트레스 아로요스에서는 2차 작물 콩 파종율이 각각 88% 및 85%였다. 

한편 산타페와 차코 이외에서는 보고가 없었던 해바라기는 19% 수확되었다. 

1월 말(1월 26일~2월 1일),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들이 여름작물들에게는 대

체로 좋은 조건들을 유지했지만, 몇 군데 핵심 생산 지역들에서는 몇 개의 건조 포

켓들이 남아 있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 강우량은 10-25 mm 였는데, 코르도

바 중심부에서 남동쪽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를 지나기까지에 걸쳐 있는 지

역은 예외였다. 나중에 심은 옥수수와 콩이 생식 단계를 지나고 있는 중에 코르도

바에서는 2주 째 건조했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에 유익한 비 (10 mm 이상)가 내려서 국지적으로 

약간 건조 문제를 해소해주어서 두 번째 심은 콩의 발아를 위해 적시에 수분을 공

급해주었다.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역에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근처이거나 평

년보다 낮았지만, 아르헨티나 중부에서 높은 수확을 내는 농업 지역들 대부분 (특

히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와 코르도바에서부터 엔트레 리오스까지 인접한 지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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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낮거나 중간 정도의 섭씨 30도 대에 도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콩은 1월 30일 현재 각각 98% 및 96% 파종

되었다. 두 번째 심은 콩은 남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대표하는 탄딜과 트레스 아

로요스에서 각각 88% 및 97% 파종되었다.  

▮ 2020년 2월

2월 초순(2월 2일~2월 8일), 지역적으로 내린 강한 소나기가 서부 농업 지역에

서 여름 곡물들과 유지류들을 위한 수분의 수준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번 주 가장 

심했던 폭우 (50~150 mm)는 코르도바에서부터 북쪽으로 살타를 지나기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에 내렸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와 포모사 동부에서는 비슷

한 수준의 누적 강우량을 가진 포켓들이 기록되었을 뿐이었다. 

다른 지역들은 최소 10 mm를 기록했는데, 엔트레 리오스는 예외로 두 번째 주

에 더 건조한 조건을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부에 있는 거의 모든 주요 농

업 지역들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3°C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은 최소 하

루는 중간 및 높은 섭씨 30도 대까지 올라갔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월 6일 현재 옥수수와 콩은 둘 다 최소 99% 파종되

었다. 주간 보고서는 대체로 좋은 작물 조건들을 보여 주었지만, 지역적으로 어떤 

작물들은 최근 있었던 열과 건조로 인한 스트레스 징후를 보였다. 

2월 초중순(2월 9일~2월 15일), 아르헨티나 중부의 넓은 지역은 따뜻하고 계절

을 벗어나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이른 여름 곡물들과 유지 작물들의 성숙은 재

촉했지만, 이후 파종을 위한 수분은 제한하고 있었다. 코르도바 남부에서 동쪽으

로 파라나 강 계곡 저지대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와 주변)를 지나기까지 비가 거

의 내리지 않았다 (0~5 mm). 주중 후반기에 며칠 동안 건조하여 낮 최고 기온이 

낮은-중간 30도대 (섭씨)에 도달하였다. 

반면, 유익한 소나기 (10~30 mm)가 라 팜파와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부 전체를 

휩쓸면서, 2차 작물 대두를 포함해서 나중에 심는 여름 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을 

올려주었다. 아르헨티나의 남부 농업 지역 전체적으로 낮 최고 기온은 낮은-중간 

30도대에 도달하여 여름 곡물들과 유지 작물들의 발달 속도를 빠르게 유지했다. 

한편, 광범위한 비 (25~50 mm, 대부분의 지역들)가 계속되면서 여름 더위 (최

고 기온이 중간-높은 30도대)로 작물의 물 요구량이 높게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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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미성숙 여름 곡류, 유지작물, 면화들을 위해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의 수분

을 유지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2월 13일 현재 34 % 수확되었는데 대부

분이 차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산타페에 있는 초기에 심어진 북부 지역에서 이

루어졌다. 

2월 중하순(2월 16일~2월 22일), 대체로 띄엄띄엄 비가 내렸던 지난 주에 이어

서 광범위하게 내린 국지적인 강한 소나기가 미성숙한 여름 곡물, 유지작물 및 면

화의 발달을 위해 시기적절한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라 팜파와 총 10 mm 미만을 

기록했던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역에 기록된 

강우량은 최소 25 mm 이상이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C 낮았고 조금 더 습한 양상이 동반되었다. 다

만 라 팜파 남부와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낮 최고 기온이 종종 낮은 30도대에 도

달했으며, 전통적으로 더 따뜻한 먼 북쪽의 농업 지역 (특히 포모사)에서는 40°C

에 이르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2월 20일 현재, 36% 수확되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 (34%)이었는데 대부분 일찍 파종한 차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및 

산타 페의 북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진전 덕분이었다. 

2월 말(2월 23일~2월 29일), 지난 주 비가 광범위하게 내렸지만 이후로 대체로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주로 나타나서 나라의 주요 생산 지역에서 여름 작물의 빠

른 발달을 촉진했다. 상당량의 비는 (지역적으로 10 mm 이상) 코르도바 북부를 포

함하여 주로 일부 서부 농업 지역에 한정되었고, 나라의 많은 구역들이 완전한 건

조를 기록했다. 

서부 농업 지역 (라 팜파에서부터 주쥬까지)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근방 

또는 평년보다 약간 높았고, 북동부 (동차코와 포르모사를 중심으로 한 면화 지대

를 포함하여)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4°C 낮았다. 그러나, 며칠 동안 계절을 벗어난 

쌀쌀한 날씨 (남부 농업 지역에서 밤 최저 기온이 10°C 이하로 강하)에 이어서 온

난화 추세가 일어나 지난 주 하반기 중에는 낮 최고 기온을 낮은-중간 섭씨 30도 

대로 밀어올려서 작물의 성장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월 27일 현재, 해바라기 수확은 아르헨티나 중부에

서 야외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작년 속도 (43%)보다 크게 뒤쳐져서 

36%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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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3월 초순(3월 1일~3월 7일), 모든 주요 농업 지역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어서 종실 비대 중인 여름작물들이 성숙할 때까지의 빠른 발달을 촉진하

였지만, 나중에 파종된 옥수수에게 필요한 수분은 더욱 줄였다. 먼 북부와 남부에 

내린 몇 건의 소나기 (5~15 mm)를 제외하면 비가 기록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

역에서 계절을 벗어난 온기가 건조를 동반하여 낮 최고 기온이 지역적으로 35°C를 

초과했던 라 팜파,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남부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C 이상이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 해바라기는 36% 수확되었다. 이 수

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야외 작업이 마지막으로 시작하면서 (작년의 12% 대

비 4% 수확됨) 작년 추세보다 10% 지체된 것이다. 주간 보고서도 생식기-종실비

대기에 있는 옥수수와 콩이 대체로 좋은 상태에 있었지만, 추가 수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3월 초중순(3월 8일~3월 14일), 중앙 아르헨티나에서 이전에 건조했던 곳들은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미성숙 옥수수와 콩들에게 아주 필요했던 수분 상승을 

가져왔다. 가장 심한 비 (50~100 mm 이상)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서부와 라 팜

파 인근 지역에 집중되었다. 최소 10 mm가 넘는 총 강수량이 바깥쪽으로 부에노

스아이레스 남부로 연장되었고 북쪽으로는 코르도바, 산타 페, 에트레 리오스의 

최남단 구역들에까지 이르렀다. 

강우가 시작되기 전에 낮 최고 기온이 낮은-중간 30도대 (섭씨)에 도달하여 계

절적 냉각이 일어나야만 하는 때에 작물 수분 수요를 높게 유지했고, 최근의 여름 

온난화 추세를 유지했다. 대체로 건조하고 평년 날씨보다 더운 날씨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6°C 이상 높았고 먼 북쪽에서 낮 최고 기온이 40°C에 도달)가 더 먼 북

쪽으로 많이 퍼졌지만, 면화 및 기타 여름 밭 작물들의 성숙을 재촉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3월 12일 기준으로 47% 수확되어 작년

보다 9% 줄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수확은 지난 재배기의 같은 시점의 21% 

대비 14%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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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브라질

▮ 2020년 1월

1월 중순(1월 12일~1월 18일), 계절성 강우가 브라질 중부와 남부의 많은 생산 

지역에서 대두 및 기타 여름작물에 대체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했지만, 건조 포켓

이 동쪽 구역으로 되돌아왔다. 마토 그로소와 토 칸틴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

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 (25~50 mm, 지역적으로 100 

mm까지)가 산발적으로 계속 내렸다. 지난주부터 마토 그로소에서는 양과 면적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조금 더 건조한 상태가 야외 작업에 도움이 되었고 강우가 옥

수수 같은 2차 작물의 발아에 시기적절하게 내렸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1월 17일 현재 콩은 6% 수확되었고 옥수수와 면화는 각각 

2% 및 28% 파종이 끝났다. 좀 더 건조한 상태가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대 

중간 및 상위에 도달하면서) 동쪽으로 바히아와 미나스 게라이스까지 확대되면서 

옥수수와 콩의 성숙을 앞당기고 있었고, 대신에 잠재 수확량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부터 남쪽으로 소나기가 조금 더 일정하게 내

렸지만 낮 최고 기온은 이따금씩 30도대 중간까지 올라갔고 작물의 수분 수요량은 

계속 높았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콩의 파종은 1월 16일 현재 사실상 

완결되었고 80%의 옥수수가 생식기-종실비대기에 도달했으며, 콩은 44%가 개화

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다. 파라나에서는 1월 13일 현재 1차 작물 옥수수와 콩 

둘 다 약 90%가 생식기-종실비대기에 도달했고, 2차 작물 옥수는 1% 파종되었다

고 보고되었다. 

1월 중하순(1월 19일~1월 25일), 브라질의 주요 여름작물 지역들 전체에서 강우

는 계속해서 변동이 심하여, 남부 농업 지역에는 건조 포켓이 다시 발생하였고, 이

전에 건조했던 북동부 농업 지역에는 이로운 비가 내렸다. 남부 마토 그로소와 미

나스 게라이스 북쪽에서부터 마란하오까지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는 가장 심한 비 

(25~50 mm 또는 그 이상, 지역적으로는 100 mm 초과)가 내렸지만, 앞서 언급한 

북동부 작물 지대에는 약간의 건조 포켓이 남아 있다고 보고되었다. 

마찬가지로 마토 그로소의 서부 및 북부 농업 지역은 강우량이 여전히 계절을 

벗어나 적었고 (25 mm 이하), 낮 최고 기온은 종종 중간 및 높은 섭씨 30도 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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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기도 하여 계절 야외 작업에 유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2차 작물들이 일정하

게 출현하려면 현재는 수분이 필요하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1월 24일 현재 콩은 14 % 수확되었고, 옥수수와 면

화는 각각 10% 및 57%가 파종되었다. 

남부 브라질의 큰 구역들이 계절을 벗어나 따뜻하고 건조했고, 파라나와 북부 

리오 그란데 도 술의 상당한 부분들이 10 mm 이하를 기록했다. 하지만, 남부 생산 

지역의 많은 곳들이 계절들을 효과적으로 지나서 초기에 파종된 곡류와 유지작물

들은 성숙기 중이거나 성숙기 근처에 도달했다. 

공식 보고에 따르면, 1월 20일 현재 파라나에서는 1차 작물 옥수수의 약 95 %가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고, 2차 작물 옥수수는 2 % 파종되었다고 한다. 리

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1월 23일 현재, 옥수수와 콩은 각각 85 % 및 52 %가 생식

기에서부터 종실비대기 사이에 도달했다. 덧붙여서 옥수수는 22 % 수확되었다. 

1월 말(1월 26일~2월 1일), 브라질의 많은 곳들에 계절을 벗어난 가벼운 비가 

널리 내려서 콩과 기타 주요 철 여름작물들의 수확을 유리하게 해주었지만, 2차 

재배철 농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은 제한했다. 남부의 넓은 지역 (마토 그로소 도 

술과 상 파울로의 남쪽)에 내린 비의 총 강우량은 25 mm 미만으로 최고 기온은 

거의 매일 낮거나 중간 수준의 섭씨 30도 대였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월 27일 현재 거의 모든 주철 옥수수와 콩은 생식에 도

달했다. 두 작물 모두 2% 수확이 끝났다. 두 번째 심은 옥수수는 4% 파종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1월 30일 현재 옥수수의 86%와 콩의 63%가 

생식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하였고, 옥수수의 26%는 이미 수확되었다. 

마찬가지로 출현 중인 옥수수와 콩을 위해서는 중앙 서부와 북동부 내륙 지방 

(마토 그로소 동쪽에서부터 서바히아와 주변 전체)에 비가 더 일정하게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1월 31일 현재 콩은 27% 수확되었고 옥

수수와 면화는 각각 22%와 83% 파종이 완료되었다. 

▮ 2020년 2월

2월 초순(2월 2일~2월 8일), 광범위하고 지역적인 호우로 인해 브라질 중부 및 

북동부의 주요 생산 지역에서 2차 작물 옥수수 및 면화에 대한 전망은 양호하게 

유지되었다. 마토 그로소에서는 더 건조한 날씨 포켓 (5~25 mm)이 우세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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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은 대체로 25~50 mm 범위에 있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2월 7일 현재 마토 그로소에서 콩은 45% 수확되었고 옥수

수와 면화는 각각 39% 및 98% 파종되었다. 그밖의 지역은 적당한 비 (25~50 

mm)가 상 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에서 2차 작물 옥수수는 물론이고 사탕무, 커

피, 기타 특용 작물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그 비는 남쪽으로 파라나 북쪽으로 뻗었

지만 리오 그란데 도 술에는 더 건조한 날씨가 다시 시작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

르면, 옥수수와 콩의 수확은 2월 3일 현재 4 % 끝났고, 남은 작물들의 75% 이상이 

종실비대-성숙기에 도달했다. 2차 작물 옥수수는 7% 파종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2월 6일 현재 옥수수의 87%와 콩의 76%가 생식-종실비

대기에 도달했고, 옥수수의 33 %는 이미 수확되었다. 

2월 초중순(2월 9일~2월 15일), 브라질의 북부 생산 지역은 계절 소나기 덕분

에 옥수수와 면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양호한 전망을 유지했지만, 남부 농업 지역

은 건조가 확대되었다. 얼마의 건조 포켓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중서부와 북동부 

내륙 지역 (마토 그로소와 고이아스 북동쪽에서부터 마란하오를 지나기까지)의 많

은 곳에 내린 강우 총량은 10~50 mm 이상이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마토 그로소의 콩은 2월 14일 현재 58% 수확되었고, 옥수

수와 면화는 각각 63% 및 100% 파종되었다. 

유익한 비 (지점에서 50 mm 이상)도 상 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의 주요 생산 

지역에 있는 사탕수수와 커피에게 대체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주었다. 그러나 계

절을 벗어난 건조가 전주부터 확대되어 마토 그로소 도 술과 리오 그란데 도 술 사

이에 있는 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가장 더웠던 지점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종종 낮은 30도대까지 올라갔다. 

조건들이 좀 더 건조해서 야외 작업에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조금 늦게 발달하

는 곡류와 유지작물들의 경우는 비가 좀 더 내려주었다면 유익 했을 것이다. 파라

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콩의 수확은 2월 10일 현재 각각 13%와 10%였다. 2차 

작물 옥수수는 14% 수확되었다고 알려졌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2월 13일 현

재 옥수수와 콩 둘 다, 88%가 생식기-종실비대기에 도달했으며 옥수수는 43%가 

이미 수확되었다. 

2월 중하순(2월 16일~2월 22일), 주요 2차 작물 옥수수와 면화 생산 지역에 건

조 포켓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기는 했지만, 브라질의 주요 여름작물 지역 전체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중부와 북동부 지역 (마토 그로소와 마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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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도 술 북동부에서부터 피아우이와 마란하오를 지나기까지)에서는 총 강우량

이 약 10~25 mm 이상이었고, 몇몇 지역만 10 mm 이하의 수치를 기록했다. 낮 

최고 기온이 낮은-중간 섭씨 30도대에 도달하여 영양 생장 중인 2차 작물들의 증

발산율을 높게 유지하였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월 21일 현재, 마토 그로소에서는 콩이 73% 수확되었

고 옥수수는 80%가 파종이 완료되었다. 브라질 남부 전역에 뿌려진 가볍거나 중

간 정도의 소나기 (5~25 mm) 덕분에 제철 농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나, 2차 작

물 옥수수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수분량이 제한적이었다. 여름철 폭염 (낮 

최고 기온이 낮은-중간 30도대에 도달)으로 날씨는 대체로 더 건조했고 증발로 인

한 손실은 높게 유지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월 17일 현재 첫 작물 옥수수

와 콩 수확이 각각 23%, 22% 완료되었다. 또한 2차 작물 옥수수는 32% 파종되었

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2월 20일 현재, 89%의 옥수수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에 도달했으며, 46%의 옥수수가 이미 수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콩의 92%가 생

식기에 도달했지만 지금까지 1%만 수확되었다. 

2월 말(2월 23일~2월 29일), 브라질의 주요 여름 재배지 전체에 산발적인 소나

기가 계속되었다. 다만, 건조 포켓 때문에 아직도 출현 중인 2차 작물 옥수수를 위

해서 수분이 더 필요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비교적 짧은 거리 내에서도 강우량의 

변동폭은 5 mm 미만에서 100 mm 초과까지에 이를 정도로 매우 컸다. 

북부 생산 지역에서는, 마토 그로소의 외곽에 위치한 옥수수와 면화 지역과 마

란하오 남부 인근에 건조 포켓 (10 mm 이하의 총강우량)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더 

집약적으로 생산하는 다른 지역들에서는 지역적으로 심하게 내린 소나기 

(25~50mm 이상)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2월 28일 현재, 마토 그로소의 콩은 84% 수확되었고, 옥수

수는 92% 파종이 완료되었다. 

한편, 고이아스에서 남동쪽으로 미나스 게라이스를 거쳐 중간-강한 소나기 (지

역적으로 총 강우량이 100 mm 이상)가 계속되어 사탕수수와 커피 등의 미성숙한 

여름 밭 작물들의 늦은 상승을 일으켰다. 또한, 마소 그로소 도 술에서부터 남쪽으

로 조각 비가 내려서 계절 야외 작업에는 좋았지만 2차 작물들의 토양 수분 공급

은 계속 제한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차 작물 옥수수와 콩의 수확은 2월 26일 현재 각각 

37%, 42%가 완료되었다. 또한, 2차 작물 옥수수는 61% 파종되었다. 리오 그란데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315

도 술에서는 2월 27일 현재 거의 모든 옥수수가 생식-종실비대기에 도달했고 50%

는 이미 수확되었다. 콩도 대부분 생식기에 도달했지만 지금까지 수확된 것은 2%

였다. 

▮ 2020년 3월

3월 초순(3월 1일~3월 7일),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의 넓은 지역에서 유익한 소

나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두 번째 작물 옥수수와 면화를 위한 수분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마토 그로소 북부에서부터 남동쪽으로 미나스 게라이스를 지나고, 북쪽으

로 마란하오와 피아우이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10~50 mm (지역적으로 100 mm 

초과) 였는데 바히아 서부에 있는 주요 생산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3월 6일 기준으로 마토 그로소의 콩은 91% 수확되었고 

옥수수 파종은 98 % 완료되었다. 

대조적으로 대체로 건조하면서 때때로 따뜻한 날씨가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 남

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 뻗어 있는 대부분의 농업 지역을 지배했다. 전통

적으로 서늘한 동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낮은 30도대

에 도달했다. 건조하면서 때때로 따뜻한 날씨가 야외 작업을 하기에는 유리했지

만, 두 번째 작물 옥수수와 나중에 발달하는 주요 계절 밭 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

을 줄이고 있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3월 2일 기준으로 첫 번째 작물 옥수수와 콩이 각각 

45%, 54% 수확되었다. 또한, 두 번째 작물 옥수수는 72% 파종되었는데 대부분이 

영양생장 단계에 있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3월 5일 기준으로 옥수수가 

53% 수확되었으며, 나머지 작물 대부분은 종실비대기-성숙기에 있었다. 한편, 콩

은 4% 수확되었고 작물의 상당 부분 (71%)이 여전히 개화기-종실비대기에 있었

다. 

3월 초중순(3월 8일~3월 14일), 브라질 남부의 상당 부분에서 계절을 벗어난 

따뜻함과 건조함이 우세하여 여름철 주요 작물들의 건조 및 수확을 당기는 효과가 

있었지만, 3월 강우로 수혜를 받는 2차 작물 옥수수와 다른 작물들에게 필요한 수

분을 제한하고 있었다. 마토 그로소 남부와 상 파울로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

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대체로 5 mm 이하). 또한 주

간 최고 기온이 여러 장소에서 며칠 동안 중간-높은 30도대 (섭씨)에 도달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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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장 중인 옥수수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차 작물 옥수수와 콩의 수확이 3월 9일 기준으로 각각 

57%, 68% 완결되었다. 또한, 2차 작물 옥수수는 84% 파종되었고, 대체로 영양생

장기에 있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옥수수가 3월 12일 기준으로 57% 수확되

었고, 작물의 나머지는 종실비대기와 성숙기 사이에 있었다. 한편, 콩은 8% 수확

되었고 작물의 상당 부분이 (84%)은 여전히 개화기-종실비대기에 있었다. 

더 북쪽은 적당한 소나기 (총 강우량이 10~50 mm 또는 그 이상)가 마토 그로소 

북부와 내륙 북동부 전역 (미나스 게라이스 북부에서부터 마란하오까지)의 옥수수

와 면화에게 대체로 양호한 조건을 유지해주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마토 그로

소의 콩은 3월 6일 기준으로 97% 수확되었고 콩은 99% 파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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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 통계

▢ 쌀(정곡)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44,676 317,998 10,311 11,485 306,781 97,702 3.23

1986/1987 144,778 316,052 10,686 13,063 308,072 103,305 3.21

1987/1988 141,434 315,125 10,452 11,572 312,050 105,260 3.29

1988/1989 146,576 332,046 11,701 14,015 323,346 111,646 3.35

1989/1990 147,816 345,312 10,589 11,484 335,459 120,604 3.45

1990/1991 146,963 351,371 10,593 12,115 343,812 126,641 3.53

1991/1992 147,543 353,267 12,028 14,453 350,806 126,677 3.54

1992/1993 146,414 353,852 12,954 14,876 355,452 123,155 3.58

1993/1994 145,280 354,626 16,138 15,837 359,156 118,926 3.62

1994/1995 147,289 364,055 19,380 21,058 363,742 117,561 3.67

1995/1996 148,297 368,655 18,127 19,820 366,462 118,061 3.69

1996/1997 150,165 380,339 16,666 19,110 375,701 120,255 3.75

1997/1998 151,725 387,370 24,232 26,646 377,493 127,718 3.79

1998/1999 153,296 394,951 25,219 25,671 388,170 134,047 3.83

1999/2000 155,845 409,289 20,263 22,843 397,657 143,099 3.91

2000/2001 152,682 399,173 22,073 24,005 393,663 146,677 3.89

2001/2002 151,626 399,405 25,969 27,020 412,096 132,935 3.92

2002/2003 147,640 378,122 26,297 28,666 405,661 103,027 3.81

2003/2004 149,505 392,500 25,012 27,464 411,396 81,679 3.92

2004/2005 151,409 401,080 25,973 28,266 406,457 74,009 3.94

2005/2006 154,228 418,107 26,537 29,665 412,480 76,508 4.04

2006/2007 154,535 420,339 28,585 31,357 418,669 75,406 4.05

2007/2008 154,928 434,337 30,025 31,472 426,900 81,396 4.16

2008/2009 158,597 450,431 27,422 28,986 436,083 94,180 4.23

2009/2010 155,940 440,966 28,256 31,361 435,466 96,575 4.21

2010/2011 158,503 451,592 33,058 35,216 444,077 101,932 4.25

2011/2012 160,191 469,641 35,505 39,956 455,281 111,841 4.37

2012/2013 159,992 475,894 36,734 39,407 462,102 122,960 4.44

2013/2014 162,346 481,283 38,725 43,074 472,223 127,671 4.42

2014/2015 162,245 482,410 41,525 43,658 472,858 135,090 4.44

2015/2016 160,284 476,738 38,306 40,469 467,274 142,391 4.44

2016/2017 163,107 490,996 40,737 47,320 476,904 149,900 4.49

2017/2018 162,924 494,835 46,585 47,248 481,503 162,569 4.53

2018/2019
(추정치)

162,615 499,372 43,013 43,456 486,179 175,319 4.59

2019/2020
(전망치)

161,681 499,309 42,040 44,283 490,082 182,303 4.61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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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229,788 494,802 80,505 82,452 482,825 178,435 2.15 

1986/1987 227,848 524,043 86,488 89,274 508,810 190,882 2.30 

1987/1988 220,038 498,674 112,247 111,565 531,449 158,789 2.27 

1988/1989 217,842 495,264 102,384 105,151 516,536 134,750 2.27 

1989/1990 226,298 533,110 98,797 103,419 526,654 136,584 2.36 

1990/1991 230,990 588,798 99,003 103,843 549,658 170,884 2.55 

1991/1992 222,783 543,437 108,361 109,948 551,450 161,284 2.44 

1992/1993 222,190 562,668 108,810 110,039 545,692 176,731 2.53 

1993/1994 221,030 558,555 98,561 103,717 547,467 182,663 2.53 

1994/1995 213,327 523,121 99,877 98,215 543,525 163,921 2.45 

1995/1996 216,712 537,498 97,188 99,197 543,624 155,786 2.48 

1996/1997 227,070 581,286 98,254 106,943 563,994 164,389 2.56 

1997/1998 226,370 610,176 103,533 104,400 575,783 197,915 2.70 

1998/1999 219,163 590,470 99,635 101,319 577,407 209,294 2.69 

1999/2000 212,644 587,450 106,718 113,435 580,955 209,072 2.76 

2000/2001 215,352 582,787 99,344 101,195 583,957 206,051 2.71 

2001/2002 214,225 583,871 106,234 105,783 587,076 203,297 2.73 

2002/2003 213,437 569,667 103,712 105,341 602,226 169,109 2.67 

2003/2004 207,925 555,689 101,107 108,519 581,474 135,912 2.67 

2004/2005 215,748 626,747 110,440 111,081 605,591 156,427 2.91 

2005/2006 217,512 618,828 111,572 117,394 616,153 153,280 2.85 

2006/2007 212,317 596,688 113,934 111,559 618,852 133,491 2.81 

2007/2008 216,923 612,228 113,496 116,390 614,350 128,475 2.82 

2008/2009 224,206 684,784 137,703 144,121 636,779 170,062 3.05 

2009/2010 225,779 688,180 133,605 136,764 651,005 204,078 3.05 

2010/2011 217,108 650,662 131,878 133,040 654,367 199,211 3.00 

2011/2012 221,248 698,705 150,559 157,644 691,413 199,418 3.16 

2012/2013 216,188 660,399 146,085 138,069 688,299 179,534 3.06 

2013/2014 220,014 716,600 158,760 165,925 691,263 197,706 3.26 

2014/2015 221,340 730,412 159,378 164,218 700,514 222,764 3.30 

2015/2016 224,013 738,144 169,411 172,575 712,891 244,853 3.30 

2016/2017 222,428 756,276 179,628 183,494 734,567 262,696 3.40 

2017/2018 218,614 762,884 180,861 182,472 740,435 283,534 3.49 

2018/2019
(추정치)

215,483 731,460 170,420 173,543 734,300 277,571 3.40 

2019/2020
(전망치)

216,959 764,493 180,814 183,622 752,118 287,138 3.52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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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30,821 478,821 53,470 55,302 417,464 177,678 3.66 

1986/1987 131,738 475,259 52,484 55,077 445,481 204,863 3.61 

1987/1988 126,710 450,722 57,323 59,128 456,081 197,674 3.56 

1988/1989 126,035 400,350 66,465 68,461 450,776 145,252 3.18 

1989/1990 127,232 461,517 73,603 72,176 475,330 132,866 3.63 

1990/1991 128,940 481,763 58,547 58,389 473,385 141,402 3.74 

1991/1992 132,419 492,711 63,107 62,053 494,112 141,055 3.72 

1992/1993 133,065 535,646 60,289 63,263 509,125 162,740 4.03 

1993/1994 130,678 475,859 56,973 58,861 507,267 129,444 3.64 

1994/1995 135,151 559,592 68,911 66,126 538,473 153,348 4.14 

1995/1996 135,001 516,694 65,702 70,422 532,036 133,286 3.83 

1996/1997 141,444 592,897 64,846 65,572 559,138 166,319 4.19 

1997/1998 136,217 574,161 63,206 63,347 573,137 167,202 4.22 

1998/1999 138,908 605,816 66,556 66,938 581,273 191,363 4.36 

1999/2000 138,794 608,076 70,859 75,541 600,350 194,407 4.38 

2000/2001 137,009 591,457 74,994 76,722 609,005 175,131 4.32 

2001/2002 137,045 601,716 71,546 74,579 622,446 151,368 4.39 

2002/2003 137,596 604,005 75,806 76,746 627,532 126,901 4.39 

2003/2004 141,517 627,757 76,963 77,135 649,784 104,702 4.44 

2004/2005 145,243 716,881 76,035 77,659 688,887 131,072 4.94 

2005/2006 144,958 700,163 80,196 80,971 707,012 123,448 4.83 

2006/2007 149,425 715,573 90,270 93,933 726,593 108,765 4.79 

2007/2008 160,809 798,689 98,287 98,917 781,318 125,506 4.97 

2008/2009 159,220 806,274 82,515 83,721 794,522 136,052 5.06 

2009/2010 158,814 834,000 90,488 96,618 832,327 131,595 5.25 

2010/2011 166,501 849,471 93,436 91,557 867,606 115,339 5.10 

2011/2012 175,854 910,293 100,601 116,948 886,008 123,277 5.18 

2012/2013 183,750 898,941 99,585 95,373 881,658 144,772 4.89 

2013/2014 187,999 1,027,011 124,766 131,407 950,658 214,484 5.46 

2014/2015 188,945 1,057,774 125,116 142,391 975,515 279,468 5.60 

2015/2016 187,963 1,015,102 139,222 120,150 1,001,657 311,985 5.40 

2016/2017 194,917 1,127,840 135,577 160,567 1,062,878 351,957 5.79 

2017/2018 192,185 1,080,095 149,930 148,238 1,092,143 341,601 5.62 

2018/2019
(추정치)

191,653 1,123,332 162,967 180,538 1,126,556 320,806 5.86 

2019/2020
(전망치)

192,049 1,112,006 168,615 165,829 1,138,257 297,341 5.79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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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51,991 97,003 27,325 26,061 92,635 23,602 1.87 

1986/1987 51,577 98,050 29,071 28,552 102,119 20,052 1.90 

1987/1988 54,054 103,650 28,143 30,114 101,095 20,636 1.92 

1988/1989 55,648 95,824 23,901 23,473 97,612 19,276 1.72 

1989/1990 58,355 107,192 26,562 27,350 104,130 21,550 1.84 

1990/1991 54,413 104,279 25,546 25,392 104,605 21,389 1.92 

1991/1992 54,938 107,285 28,220 28,098 109,244 19,470 1.95 

1992/1993 56,590 117,196 30,047 29,296 115,863 21,554 2.07 

1993/1994 60,254 117,569 28,178 27,729 120,789 18,783 1.95 

1994/1995 62,143 137,635 32,762 32,052 132,408 24,720 2.22 

1995/1996 61,056 124,683 32,462 31,656 131,671 18,538 2.04 

1996/1997 62,423 131,932 35,631 36,364 134,238 15,499 2.11 

1997/1998 68,522 157,945 38,164 39,320 145,300 26,988 2.31 

1998/1999 71,292 159,807 38,550 37,929 158,707 28,709 2.24 

1999/2000 71,872 160,298 45,522 45,708 158,761 30,060 2.23 

2000/2001 75,573 175,790 53,089 53,704 171,006 34,229 2.33 

2001/2002 79,616 184,919 54,357 52,745 183,678 37,082 2.32 

2002/2003 81,577 196,827 62,885 61,156 190,784 44,854 2.41 

2003/2004 88,509 186,479 54,037 55,936 189,043 40,391 2.11 

2004/2005 93,352 215,490 63,564 64,827 204,661 49,957 2.31 

2005/2006 93,036 220,778 64,100 63,637 215,833 55,365 2.37 

2006/2007 94,930 235,701 69,046 70,910 224,380 64,822 2.48 

2007/2008 91,101 219,227 78,682 78,702 229,666 54,363 2.41 

2008/2009 96,569 212,230 77,904 76,707 222,447 45,343 2.20 

2009/2010 102,752 260,971 87,510 92,063 239,160 62,601 2.54 

2010/2011 103,629 264,733 89,787 91,575 252,532 73,014 2.56 

2011/2012 103,145 240,832 94,552 91,774 259,193 57,431 2.34 

2012/2013 110,285 268,957 97,195 100,378 265,084 58,121 2.44 

2013/2014 112,911 283,199 113,068 112,737 277,786 63,865 2.51 

2014/2015 118,854 320,731 124,362 126,227 303,863 78,868 2.70 

2015/2016 121,012 316,208 133,346 132,191 316,228 80,003 2.61 

2016/2017 119,839 349,007 144,216 146,875 331,519 94,832 2.91 

2017/2018 124,521 342,089 153,263 153,065 338,073 99,046 2.75 

2018/2019
(추정치)

125,639 358,646 145,396 148,330 342,883 111,875 2.86 

2019/2020
(전망치)

122,100 341,763 150,751 151,878 350,072 102,439 2.8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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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박

▢ 아르헨티나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3,489 0 3,155 226 410
1986/1987 3,891 0 3,467 227 607
1987/1988 4,291 0 4,050 224 624
1988/1989 4,785 0 4,863 225 321
1989/1990 4,965 0 4,004 221 1,061
1990/1991 5,550 0 5,574 221 816
1991/1992 6,165 0 6,191 223 567
1992/1993 6,800 0 6,090 238 1,039
1993/1994 7,000 0 6,287 245 1,507
1994/1995 6,950 0 6,600 265 1,592
1995/1996 8,200 0 8,277 265 1,250
1996/1997 8,867 0 8,876 270 971
1997/1998 10,357 1 9,235 275 1,819
1998/1999 13,468 0 13,423 325 1,539
1999/2000 13,712 0 13,309 335 1,607
2000/2001 13,718 5 13,730 325 1,275
2001/2002 16,559 0 16,586 325 923
2002/2003 18,663 0 18,468 365 753
2003/2004 19,761 2 19,221 425 870
2004/2005 21,601 0 20,650 500 1,321
2005/2006 25,012 1 24,222 535 1,577
2006/2007 26,061 1 25,625 594 1,420
2007/2008 27,071 3 26,816 640 1,038
2008/2009 24,363 4 24,025 730 650
2009/2010 26,624 2 24,914 830 1,532
2010/2011 29,312 0 27,615 1,000 2,229
2011/2012 27,945 0 26,043 1,450 2,681
2012/2013 26,089 0 23,667 1,850 3,253
2013/2014 27,892 0 24,972 2,100 4,073
2014/2015 30,928 1 28,575 2,402 4,025
2015/2016 33,211 0 30,333 2,672 4,231
2016/2017 33,280 0 31,323 2,853 3,335
2017/2018 28,400 0 26,265 2,995 2,475
2018/2019

(추정치)
31,200 0 28,832 3,100 1,743

2019/2020
(전망치)

34,300 0 30,850 3,280 1,91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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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9,686 0 7,383 2,412 612

1986/1987 11,281 0 8,367 2,705 821

1987/1988 10,129 0 7,347 2,337 1,266

1988/1989 11,362 0 8,679 2,603 1,346

1989/1990 12,311 0 9,430 2,871 1,356

1990/1991 11,135 0 8,201 2,883 1,407

1991/1992 11,728 0 8,704 3,247 1,184

1992/1993 12,205 0 8,009 3,885 1,495

1993/1994 14,491 0 10,661 4,122 1,203

1994/1995 15,837 0 10,445 4,927 1,668

1995/1996 17,096 100 12,226 5,364 1,274

1996/1997 15,728 192 10,557 5,365 1,272

1997/1998 15,729 244 9,587 6,360 1,298

1998/1999 16,651 69 9,813 6,665 1,540

1999/2000 16,478 98 9,950 7,086 1,080

2000/2001 17,725 184 10,673 7,063 1,253

2001/2002 19,407 342 11,862 7,580 1,560

2002/2003 21,449 350 13,657 8,055 1,647

2003/2004 22,450 282 14,792 7,696 1,891

2004/2005 22,740 252 14,256 8,960 1,667

2005/2006 21,920 195 12,895 9,328 1,559

2006/2007 24,110 167 12,715 10,718 2,403

2007/2008 24,890 180 12,138 12,257 3,078

2008/2009 24,700 83 13,109 12,800 1,952

2009/2010 26,120 86 12,985 13,200 1,973

2010/2011 28,160 58 13,987 13,400 2,804

2011/2012 29,510 30 14,678 14,000 3,666

2012/2013 27,310 32 13,242 14,800 2,966

2013/2014 28,540 26 13,948 15,100 2,484

2014/2015 31,300 18 14,290 15,700 3,812

2015/2016 30,750 25 15,407 16,470 2,710

2016/2017 31,280 35 13,762 16,943 3,320

2017/2018 34,300 19 16,032 17,311 4,296

2018/2019
(추정치)

32,960 22 15,977 17,641 3,660

2019/2020
(전망치)

33,950 25 15,400 18,275 3,96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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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22,635 0 5,476 17,318 192

1986/1987 25,182 0 6,618 18,539 217

1987/1988 25,455 0 6,191 19,342 139

1988/1989 22,628 16 4,937 17,689 157

1989/1990 25,146 33 4,914 20,133 289

1990/1991 25,696 45 5,110 20,661 259

1991/1992 27,062 63 6,442 20,733 209

1992/1993 27,546 86 5,804 21,851 186

1993/1994 27,682 68 4,972 22,828 136

1994/1995 30,182 64 6,205 23,974 203

1995/1996 29,508 91 5,524 24,085 193

1996/1997 31,035 108 6,451 24,694 191

1997/1998 34,633 60 8,722 25,964 198

1998/1999 34,285 101 6,979 27,305 300

1999/2000 34,102 65 6,912 27,289 266

2000/2001 35,730 50 7,335 28,363 348

2001/2002 36,552 134 7,271 29,545 218

2002/2003 34,649 157 5,728 29,096 200

2003/2004 32,953 259 4,690 28,531 191

2004/2005 36,936 134 6,659 30,446 156

2005/2006 37,416 128 7,301 30,114 285

2006/2007 39,037 142 7,987 31,166 311

2007/2008 38,359 128 8,384 30,147 267

2008/2009 35,473 80 7,708 27,899 213

2009/2010 37,836 145 10,125 27,795 274

2010/2011 35,608 163 8,238 27,489 318

2011/2012 37,217 196 8,845 28,614 272

2012/2013 36,174 222 10,111 26,308 249

2013/2014 36,909 347 10,504 26,774 227

2014/2015 40,880 302 11,891 29,282 236

2015/2016 40,525 358 10,843 30,037 239

2016/2017 40,630 313 10,505 30,314 363

2017/2018 44,657 438 12,715 32,239 504

2018/2019
(추정치)

44,279 620 12,296 32,742 365

2019/2020
(전망치)

44,904 454 11,975 33,385 36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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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712 0 450 262 0

1986/1987 628 0 450 178 0

1987/1988 600 0 360 240 0

1988/1989 1,100 0 890 210 0

1989/1990 1,285 0 950 335 0

1990/1991 1,890 0 1,420 470 0

1991/1992 1,785 0 1,180 605 0

1992/1993 2,250 0 2,005 245 0

1993/1994 2,880 0 2,200 680 0

1994/1995 2,200 0 1,580 620 0

1995/1996 3,200 0 2,600 490 110

1996/1997 2,920 0 2,450 580 0

1997/1998 3,800 0 2,600 1,200 0

1998/1999 4,295 0 2,800 1,325 170

1999/2000 3,520 0 2,571 1,090 29

2000/2001 3,600 7 2,097 1,305 234

2001/2002 3,520 14 2,175 1,260 333

2002/2003 2,720 3 1,295 1,575 186

2003/2004 4,480 2 3,272 1,270 126

2004/2005 4,000 13 2,573 1,290 276

2005/2006 5,680 3 5,035 835 89

2006/2007 5,200 3 4,433 805 54

2007/2008 6,640 5 5,856 810 33

2008/2009 6,480 8 4,217 1,920 384

2009/2010 6,240 7 3,527 2,540 564

2010/2011 7,480 8 5,169 2,775 108

2011/2012 8,240 7 4,877 3,320 158

2012/2013 8,640 7 4,943 3,530 332

2013/2014 6,960 7 3,252 3,640 407

2014/2015 6,160 7 1,521 4,500 553

2015/2016 4,400 46 409 4,460 130

2016/2017 7,200 11 2,019 4,675 647

2017/2018 6,160 11 1,863 4,740 215

2018/2019
(추정치)

7,680 50 2,200 5,280 465

2019/2020
(전망치)

6,400 50 1,450 5,350 115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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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11,407 18,012 177 29,419 886

2000/2001 13,310 17,776 253 30,910 809

2001/2002 14,243 20,011 332 33,657 1,074

2002/2003 13,123 20,633 346 33,594 890

2003/2004 11,221 22,128 399 32,982 858

2004/2005 11,408 22,019 533 32,893 859

2005/2006 10,904 22,947 714 33,126 870

2006/2007 11,693 22,362 544 33,525 856

2007/2008 11,808 24,619 422 35,432 1,429

2008/2009 10,223 21,153 464 31,836 505

2009/2010 9,950 20,879 471 30,359 504

2010/2011 9,741 21,877 609 30,842 671

2011/2012 9,164 20,872 884 29,342 481

2012/2013 10,033 16,941 536 26,742 177

2013/2014 10,349 18,140 296 28,042 328

2014/2015 11,416 19,623 362 30,142 863

2015/2016 11,811 19,213 304 30,692 891

2016/2017 11,376 18,794 334 30,242 485

2017/2018 11,811 18,354 395 30,042 213

2018/2019
(추정치)

12,759 18,699 374 30,892 405

2019/2020
(전망치)

12,561 19,000 350 31,192 42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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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유

▢ 아르헨티나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734 0 636 80 137

1986/1987 831 0 732 76 160

1987/1988 934 0 852 87 155

1988/1989 1,028 0 882 91 210

1989/1990 1,080 0 994 96 200

1990/1991 1,179 0 1,122 101 156

1991/1992 1,329 0 918 106 461

1992/1993 1,491 0 1,122 120 710

1993/1994 1,539 0 1,395 136 718

1994/1995 1,553 0 1,427 149 695

1995/1996 1,896 0 1,590 175 826

1996/1997 1,966 0 1,993 204 595

1997/1998 2,281 0 1,966 213 697

1998/1999 3,141 0 3,111 224 503

1999/2000 3,121 0 2,843 236 545

2000/2001 3,190 0 3,080 247 408

2001/2002 3,876 0 3,630 327 327

2002/2003 4,394 0 3,920 387 414

2003/2004 4,729 0 4,238 394 511

2004/2005 5,128 0 4,757 396 486

2005/2006 5,998 0 5,597 397 490

2006/2007 6,424 0 5,970 459 485

2007/2008 6,627 0 5,789 1,026 297

2008/2009 5,914 0 4,704 1,420 87

2009/2010 6,476 0 4,453 1,915 195

2010/2011 7,181 0 4,561 2,520 295

2011/2012 6,839 0 3,794 3,020 320

2012/2013 6,364 93 4,244 2,245 288

2013/2014 6,785 9 4,087 2,844 151

2014/2015 7,687 22 5,094 2,401 365

2015/2016 8,433 0 5,698 2,840 260

2016/2017 8,395 0 5,387 2,985 283

2017/2018 7,236 0 4,164 3,081 274

2018/2019
(추정치)

7,910 0 5,261 2,684 239

2019/2020
(전망치)

8,700 0 6,000 2,689 25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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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2,348 122 452 1,919 346

1986/1987 2,726 114 949 1,902 335

1987/1988 2,440 69 608 1,944 292

1988/1989 2,736 41 696 2,195 178

1989/1990 2,983 5 866 1,991 309

1990/1991 2,669 18 685 2,075 236

1991/1992 2,816 65 660 2,156 301

1992/1993 2,908 82 689 2,350 252

1993/1994 3,468 379 1,345 2,418 336

1994/1995 3,776 125 1,460 2,500 277

1995/1996 4,081 149 1,600 2,665 242

1996/1997 3,736 130 1,273 2,646 189

1997/1998 3,728 245 1,184 2,753 225

1998/1999 3,960 228 1,441 2,741 231

1999/2000 3,943 147 1,137 2,931 253

2000/2001 4,333 69 1,533 2,932 190

2001/2002 4,700 146 1,775 2,935 326

2002/2003 5,205 85 2,394 2,895 327

2003/2004 5,560 26 2,718 2,959 236

2004/2005 5,630 3 2,414 3,091 364

2005/2006 5,430 28 2,466 3,091 265

2006/2007 5,970 4 2,462 3,395 382

2007/2008 6,160 67 2,388 3,955 266

2008/2009 6,120 6 1,909 4,275 208

2009/2010 6,470 37 1,449 4,980 286

2010/2011 6,970 0 1,668 5,205 383

2011/2012 7,310 0 1,885 5,390 418

2012/2013 6,760 6 1,251 5,534 399

2013/2014 7,074 0 1,378 5,705 390

2014/2015 7,759 11 1,510 6,215 435

2015/2016 7,627 63 1,550 6,288 287

2016/2017 7,755 60 1,241 6,570 291

2017/2018 8,500 45 1,511 6,940 385

2018/2019
(추정치)

8,160 50 1,079 7,191 325

2019/2020
(전망치)

8,400 50 1,100 7,350 325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330

▢ 미국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5,269 4 570 4,560 430

1986/1987 5,798 7 538 4,915 782

1987/1988 5,885 88 850 4,956 949

1988/1989 5,324 62 754 4,803 778

1989/1990 5,898 10 614 5,480 592

1990/1991 6,082 8 366 5,506 810

1991/1992 6,507 0 746 5,555 1,016

1992/1993 6,250 5 663 5,903 705

1993/1994 6,328 31 695 5,869 500

1994/1995 7,082 8 1,217 5,857 516

1995/1996 6,913 43 450 6,108 914

1996/1997 7,145 24 922 6,471 690

1997/1998 8,229 27 1,397 6,922 627

1998/1999 8,202 38 1,076 7,101 690

1999/2000 8,085 37 624 7,284 904

2000/2001 8,355 33 636 7,401 1,255

2001/2002 8,572 21 1,143 7,635 1,070

2002/2003 8,360 21 1,027 7,748 676

2003/2004 7,748 139 425 7,650 488

2004/2005 8,782 12 600 7,911 771

2005/2006 9,248 16 523 8,147 1,365

2006/2007 9,294 17 851 8,426 1,399

2007/2008 9,335 30 1,320 8,317 1,127

2008/2009 8,503 41 995 7,378 1,298

2009/2010 8,897 47 1,524 7,173 1,545

2010/2011 8,568 72 1,466 7,506 1,213

2011/2012 8,954 68 664 8,396 1,175

2012/2013 8,990 89 981 8,522 751

2013/2014 9,131 75 852 8,576 529

2014/2015 9,706 120 914 8,600 841

2015/2016 9,956 130 1,017 9,145 765

2016/2017 10,035 145 1,159 9,010 776

2017/2018 10,783 152 1,108 9,698 905

2018/2019
(추정치)

10,975 180 881 10,374 805

2019/2020
(전망치)

11,077 204 771 10,659 656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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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5/1986 160 256 0 466 160

1986/1987 142 363 0 445 220

1987/1988 132 419 0 621 150

1988/1989 247 30 0 407 20

1989/1990 290 30 0 340 0

1990/1991 425 20 0 445 0

1991/1992 400 65 0 425 40

1992/1993 500 42 0 562 20

1993/1994 650 41 0 711 0

1994/1995 495 60 0 555 0

1995/1996 712 60 0 772 0

1996/1997 657 49 0 706 0

1997/1998 859 236 0 1,095 0

1998/1999 972 833 0 1,805 0

1999/2000 792 587 0 1,300 79

2000/2001 810 1,085 19 1,750 205

2001/2002 792 1,215 4 2,000 208

2002/2003 612 1,159 5 1,850 124

2003/2004 1,008 689 5 1,700 116

2004/2005 900 1,554 11 2,400 159

2005/2006 1,278 1,453 13 2,650 227

2006/2007 1,170 1,249 8 2,450 188

2007/2008 1,494 621 16 2,100 187

2008/2009 1,458 892 2 2,300 235

2009/2010 1,404 1,354 1 2,750 242

2010/2011 1,683 817 0 2,550 192

2011/2012 1,854 1,190 10 2,900 326

2012/2013 1,944 1,081 0 3,000 351

2013/2014 1,566 1,804 1 3,350 370

2014/2015 1,386 2,815 3 4,100 468

2015/2016 990 4,269 3 5,250 474

2016/2017 1,620 3,534 1 5,150 477

2017/2018 1,386 2,984 7 4,720 120

2018/2019
(추정치)

1,730 3,100 7 4,810 133

2019/2020
(전망치)

1,440 3,500 6 4,950 117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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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2,567 84 954 1,702 227

2000/2001 3,033 29 889 2,186 214

2001/2002 3,245 62 894 2,336 291

2002/2003 2,990 30 711 2,345 255

2003/2004 2,557 67 557 2,142 180

2004/2005 2,599 182 526 2,214 221

2005/2006 2,512 719 273 2,925 254

2006/2007 2,694 978 244 3,412 270

2007/2008 2,720 1,038 335 3,205 488

2008/2009 2,350 795 398 2,797 438

2009/2010 2,290 547 386 2,760 129

2010/2011 2,343 906 463 2,400 515

2011/2012 2,204 386 742 2,050 313

2012/2013 2,413 322 1,011 1,850 187

2013/2014 2,489 329 766 1,990 249

2014/2015 2,746 253 1,010 2,040 198

2015/2016 2,841 325 915 2,285 164

2016/2017 2,736 285 819 2,205 161

2017/2018 2,841 284 902 2,225 159

2018/2019
(추정치)

3,069 416 787 2,455 402

2019/2020
(전망치)

3,021 350 950 2,455 36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11-2020-04 해외곡물시장 동향 2020 제9권 제2호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20년 4월 2일

발  행 2020년 4월 2일

발행인 김홍상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팩시밀리 061-820-2211

http://www.krei.re.kr

인쇄처 ㈜프리비  

전화 061-332-1492  팩시밀리 061-332-1491

E-mail: pri_be@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표지
	목차
	Part 1. 해외곡물시장 동향
	세계 곡물시장 동향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해외 곡물/에너지 선물 가격 동향과 전망

	Part 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곡물 선물시장 용어 해설
	호주 쇠고기 생산ㆍ수출 동향과 전망
	호주의 원유(原乳)생산을 둘러싼 현황과 향후 전망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중국의 사료곡물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
	중국의 사료 수급 관련 정책

	Part 3.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FAO 곡물시장 뉴스

	Part 4. 세계 농업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Part 5. 부 록
	세계 곡물 통계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