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020-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www.krei.re.kr

WorId  ·  Grain  ·  Market

해외곡물시장 동향

www.krei.re.kr

11-2020-6

9

3

2

0

2

0

2020 제9권 제3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 o r I d · G r a i n · M a r k e t

Issue Box

선물시장의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한 곡물 거래전략 83P
<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1편) 호주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103P
(제2편) 호주 낙농업 현황과 업계의 M&A 진행 상황 140P
(제3편) 호주 육우산업의 환경 정책과 육우농가의 대응 163P
(제4편)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환경의 변화와  

TPP11 협정의 영향 225P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2018 제7권 제1호

E 11-2020-06

2018 제7권 제2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2020 제9권 제3호



｢해외곡물시장 동향｣은 농업관계자 및 일반인이 해외곡물시장을 이해하고 정부가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관련 

정보, 주요 지표를 정리･분석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곡물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http://grains.krei.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 담당>

허  덕 명예선임연구위원  huhduk@krei.re.kr(061-820-2261)

김태련 연     구     원  ryun0131@krei.re.kr(061-820-2054)

◆ 그동안 월간으로 발간되었던 해외곡물시장동향 보고서가 2019년도부터는 격월간

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외곡물시장 동향

세계 곡물시장 동향 5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0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30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44

해외 곡물/에너지 선물 가격 동향과 전망 57

사료곡물：최근 수급동향과 장기 수요 69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선물시장의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한 곡물 거래전략 83

<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1편) 호주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103

(제2편) 호주 낙농업 현황과 업계의 M&A 진행 상황 140

(제3편) 호주 육우산업의 환경 정책과 육우농가의 대응 163

(제4편)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환경의 변화와 TPP11 

협정의 영향 195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FAO 곡물시장 뉴스 237

세계 농업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253

부  록

세계 곡물 통계 295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299





Part 1. 해외곡물시장 동향

세계 곡물시장 동향 5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0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30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44

해외 곡물/에너지 선물 가격 동향과 전망 57

사료곡물：최근 수급동향과 장기 수요 69





세계 곡물시장 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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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전체 곡물 생산량은 27억 5,20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소비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로 26억 1,900만 톤으로 전망되었고, 재고율은 32.2%로 전망되었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단위: 백만 톤, %)

구분 1995/96 2000/01 2005/06 2010/11 2015/16 2019/2020
2020/21
(5월 전망)

생산량 1,708 1,845 2,016 2,214 2,519 2,664 2,752

소비량 1,741 1,860 2,021 2,240 2,468 2,641 2,619

재고율 25.1 30.4 19.5 20.2 29.8 31.1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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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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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1년 5월 생산량 5억 200만 톤, 소비량 4억 

9,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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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1

년 5월 현재 생산량 7억 6,800만 톤, 소비량 7억 4,800만 톤, 재고율 41.4%로 전

망되었다. 

세계 옥수수 재고율은 2000년대 중반 10%대로 급감하였다가, 최근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1년 5월 생산량 11억 8,700만 톤, 

소비량 11억 5,600만 톤, 재고율 29.4%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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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1년 5월 생산량 3억 6,300만 톤, 소비량 3억 

6,100만 톤, 재고율 27.3%로 전망되었다.  

표 2. 품목별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

품목 구분 1995/96 2000/01 2005/06 2010/11 2015/16 2019/2020
2020/21
(5월 전망)

쌀

생산량 369 399 418 452 477 499 502

소비량 367 394 412 444 467 490 495

재고율 32.2 37.3 18.5 23.0 30.5 37.2 37.2

밀

생산량 537 537 583 619 650 736 768

소비량 544 544 584 616 653 708 748

재고율 28.7 35.3 24.9 30.4 34.3 38.2 41.4

옥수수

생산량 517 591 700 849 1,015 1,112 1,187

소비량 532 609 707 868 1,002 1,138 1,156

재고율 25.1 28.8 17.5 13.3 31.1 26.1 29.4

대두

생산량 125 176 221 265 316 342 363

소비량 132 171 216 253 316 350 361

재고율 14.1 20.0 25.7 28.9 25.3 29.3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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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은 4월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해외 수출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 수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예상보다 낮은 파종 진행률로 인해 

상승하였고, 5월은 봄밀 파종 진행률 상승과 전 세계 밀 생산량 증가 소식에 따라 

하락하였다. 

옥수수는 4월 에탄올 수요 감소로 옥수수 재고량이 증가하며 하락하였고, 5월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하락한 반면, 국제 유가가 회복세를 보

임에 따라 에탄올 시장 여건의 개선으로 옥수수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

승세를 보이며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대두는 4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로 하락

하였고, 5월은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였다<그림 2, 표 3>.

곡물 현물가격의 추이를 보면, 최근 밀, 옥수수 및 대두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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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가격 또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6, 표 4>.

그림 2.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선물가격 동향(2007.1~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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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and ERS May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8

표 3. 곡물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2019.05 2020.04 2020.05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대비 전월 대비

밀1) 170 179 155 176 166 5.0 7.2 -5.7 

옥수수2) 143 150 151 126 126 4.9 -16.8 -0.5 

대두2) 354 324 313 310 308 -8.6 -1.6 -0.6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0년 5월 가격은 12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0년 5월 가격은 12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USDA AMS May and ERS May 

그림 3. 밀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7.01-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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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2) 밀 현물은 US HRW Gulf

자료: USDA AMS May and ERS May, IGC Market Data

그림 4. 옥수수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7.01-2020.05)

주: 1) 옥수수 선물은 Chicago Yellow Corn 2등급

2) 옥수수 현물은 US 3YC Gulf

자료: USDA AMS May and ERS May, IGC Market Data

그림 5. 대두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7.01-2020.05)

주: 1) 대두 선물은 Chicago 1등급

2) 대두 현물은 US 2Y Gulf

자료: USDA AMS May and ERS May, IGC Market Data

그림 6. 쌀 월별 현물 가격 동향 (2007.01-2020.05)

주: 1) 태국 100% 장립종 B등급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자료: USDA Rice Outlook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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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곡물 현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2019.05 2020.04 2020.05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 대비

밀1) 228 234 211 232 228 2.2 8.1 -1.6 

옥수수2) 169  174 176 154 147 2.8 -16.3 -4.5 

대두2) 378  338 326 337 335 -10.4 2.7 -0.7 

쌀3)
태국 418  399 400 564 546 -4.7 36.5 -3.2 

캘리포니아 868  866 848 899 938 -0.2 10.6 4.3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0년 5월 가격은 18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0년 5월 가격은 18일까지의 평균가격임.

3) 쌀의 곡물연도는 8-7월이며 2020년 5월 가격은 12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IGC Market Data, USDA Rice Outlook May 2020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0

코로나 확산 공포가 줄어들고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졌던 주요 국가들의 봉쇄 조치도 

완화됨에 따라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으며,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로 인해 경

제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이다. 재확산 공포 우려도 상존하고 있으나, 세계는 백신 및 치

료제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어, 머지않아 코로나 사태도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

다. 

우려스러운 것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심화에 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

을 주장하고 나선 미국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무역전쟁 발발과 

신 냉전 체제로의 돌입 가능성 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어느 

정도 성실히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며,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 연례회의 개막 연설에서 

무역 협력을 증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 긴장 관계를 누그러뜨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최근 들어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 대두 등의 구매를 늘리고 있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중국은 해외로부터의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

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주요 수출국들의 보호주의 조치도 완화되어 제한하였던 곡물의 

수출도 재개됨에 따라 식량 대란의 위기도 사라지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2020/21년 세계 곡물 수급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미

국 농무부(USDA)는 5월 수급 전망부터 2020/21년과 관련한 예측 자료들을 내어놓기 시

작했으며, 국제곡물이사회(IGC)는 그보다 앞서 2020/21년 세계 곡물 수급 예측 자료들을 

제시해놓았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밀과 관련해서만 2020/21년에 대한 예측 자

료를 내어놓고 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날씨가 형성되어 주요 국물 생산국들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며, 소비량과 교역량도 확대되겠으나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세게 곡물 수급은 상당

히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들의 자료를 토대로 세계 곡물 수급 전망 자료를 일별하고 난 후, 미국 농무부

가 5월 12일에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2020/21년 주요 국가의 품

목별 수급 전망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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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20/21년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모두 2019/20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USDA는 27억 5,200만 톤으로 3.3%, IGC는 27억 2,500만 톤으로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35억 7,300만 톤으로 3.0%, IGC는 35억 2,100

만 톤으로 1.4%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27억 600만 톤

으로 2.2%, IGC는 27억 2,400만 톤으로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4억 5,100만 톤으로 

4.9%, IGC는 4억 2,800만 톤으로 0.9%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수요량 대비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8억 6,800만 톤으로 5.7%, IGC는 7억 9,700만 톤으로 

0.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는 32.1%로 2019/20

년 대비 1.1%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IGC는 29.3%로 2019/20년 대비 

0.4%p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9/20
(추정)

2020/21
(5월 전망)

전년
대비

2019/20
(추정)

2020/21
(5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5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2,664 2,752 3.3 2,674 2,725 1.9 2,655 2,720 2.4

공급량 3,468 3,573 3.0 3,471 3,521 1.4 3,541 3,590 1.4

소비량 2,647 2,706 2.2 2,676 2,724 1.8 2,687 2,697 0.4

교역량 430 451 4.9 424 428 0.9 411 422 2.7

기말재고량 821 868 5.7 796 797 0.1 870 884 1.6

기말재고율 31.0 32.1 29.7 29.3 32.4 32.8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1) 곡물 전체는 쌀, 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2

2. 쌀

2.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의 2020/21년 세계 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모두 2019/20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

며, USDA는 5억 200만 톤으로 1.6%, IGC는 5억 700만 톤으로 1.8% 증가할 것으

로 내다보았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6억 8,200만 톤으로 1.6%, IGC는 6억 8,300만 톤으

로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4억 9,800만 톤

으로 1.6%, IGC는 5억 200만 톤으로 1.4%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교역량 역

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4,500만 톤으로 7.1%, 

IGC는 4,400만 톤으로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수요량 대비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억 8,400만 톤으로 2.2%, IGC는 1억 8,100만 톤으로 

2.8%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는 37.0%로 2019/20

년 대비 0.3%p, IGC는 36.1%으로 2019/20년 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

았다.   

표 2. 세계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9/20
(추정)

2020/21
(5월 전망)

전년
대비

2019/20
(추정)

2020/21
(5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5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494 502 1.6 498 507 1.8 514 511 -0.6

공급량 671 682 1.6 671 683 1.8 690 695 0.7

소비량 490 498 1.6 495 502 1.4 509 512 0.6

교역량 42 45 7.1 43 44 2.3 44 45 2.3

기말 재고량 180 184 2.2 176 181 2.8 184 183 -0.5

기말 재고율 36.7 37.0 35.6 36.1 36.1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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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1,80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

비해서는 15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4,400만 ha로 전년 대비 

20만 ha 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4.04톤에서 4.02톤으로 줄어들겠다. 

소비량은 1억 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70만 톤, 2018/19넌 대비 484만 톤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4/15년 1,224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어 2020/21년에는 1,100

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80만 톤, 2018/19년 대비 58만 톤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소비량과 수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증가폭

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3,8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0만 톤, 2018/19넌 대

비 850만 톤 증가하겠다.   

태국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에 2,058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

나, 2020/21년에는 2,0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40만 톤, 2018/19년 대비 6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1,090만 ha로 2019/20년 대비 94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 또한 ha 당 2.74톤에서 2.84톤으로 늘겠다. 

소비량은 2016/17년에 1,20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

년에는 1,1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0만 톤, 2018/19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 역시 2016/17년 1,162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 9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144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 대비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

은 38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65만 톤 감소하겠다.  

베트남의 쌀 생산량은 2013/14년에 2,816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

나, 2020/21년에는 2,7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3만 톤, 2018/19년 대비 16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760만 ha로 2019/20년 대비 9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5.83톤에서 5.79톤으로 줄어들겠다. 

소비량은 2015/16년 2,25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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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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1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도 2011/12년에는 772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

으나, 2020/21년에는 6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2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97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13만 톤 감소하겠다.   

파키스탄의 쌀 생산량은 역대 최고인 2017/18년의 750만 톤까지 올라서겠으며, 

2019/20년 대비 30만 톤, 2018/19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300만 ha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60톤에서 

3.75톤으로 늘어나겠다. 

소비량은 2017/18년 34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에

는 31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8/19년 449만 톤까지 늘었으나 2020/21년에는 430만 톤으로 줄어들겠으며, 

2019/20년 대비해서도 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83만 톤

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0만 톤 감소

하겠다.  

미얀마의 쌀 생산량은 2018/19년 1,320만 톤까지 증가했으나, 2019/20년 

1,270만 톤으로 떨어졌으며, 2020/21년에는 1,31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710만 ha로 2019/20년 대비 20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88톤으로 2019/20년과 같겠다. 

소비량은 1,060만 톤으로 역대 최고인 2009/10년의 1,089만 톤에 근접하겠으

며, 2019/20년 대비 15만 톤, 2018/19년 대비 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6/17년에 335만 톤까지 늘었으나, 2020/21년에는 22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더 늘어나 기

말 재고량은 14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1만 톤, 2018/19년 대비 37만 톤 증

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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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출 시장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인도 118.00 (0.00/▲1.52) 104.00 (▲1.70/▲4.84) 11.00 (▲0.80/▲0.58) 38.00 (▲3.00/▲8.50)

태국 20.40 (▲2.40/▲0.06) 11.80 (▲0.60/▲0.30) 9.00 (▲1.50/▲1.44) 3.89 (▼0.20/▼0.65)

베트남 27.50 (▲0.13/▲0.16) 21.40 (▲0.10/▲0.20) 6.60 (▲0.10/▲0.02) 0.97 (▼0.10/▼0.13)

파키스탄 7.50 (▲0.30/▲0.20) 3.10 (▲0.10/▼0.20) 4.30 (▼0.10/▼0.19) 0.83 (▲0.10/▼0.10)

미얀마 13.10 (▲0.40/▼0.10) 10.60 (▲0.15/▲0.35) 2.20 (0.00/▼0.50) 1.44 (▲0.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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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USDA, WASDE-600 MAY, 2020.

2.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쌀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23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3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량은 6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만 톤, 2018/19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3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3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의 쌀 생산량은 역대 최고인 496만 톤을 기록하여, 2019/20년 대비 

25만 톤, 2018/19년 대비 4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350만 

ha로 2019/20년 대비 10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20톤에서 

2.25톤으로 증가하겠다.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쌀 소비국으로 소비량은 2017/18년 690만 톤까지 증가

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0/21년에는 65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30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수입량은 2011/12년 320

만 톤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20/21년에는 140만 톤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20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50만 톤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쌀 생산량은 197만 톤에 머무르는 반면, 소비량은 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량은 225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5만 톤, 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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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2008/09년 3,831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

으나, 2020/21년에는 3,49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40만 톤, 2018/19년 대비 

7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도 2013/14년 3,850만 톤까지 오른 후 줄

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3,5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1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계속해서 줄어 

2020/21년에는 5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 1,224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

며, 2020/21년에는 1,1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만 톤, 2018/19년 대비 73

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1,4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수입 자유화 조치로 

2018/19년에는 수입량이 130만 톤에서 360만 톤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0/21년에는 3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쌀 생산량은 1억 4,9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20년 대비 227만 톤, 2018/19년 대비 5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

비량도 1억 4,7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20년 대

비 187만 톤, 2018/19년 대비 40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량은 2017/18년 550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어, 2020/21년에는 

2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1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쌀 생산량은 19만 톤으로 미미한 가운데, 소비량은 9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만 톤, 2018/19년 대비 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

은 2016/17년 87만 톤까지 오른 이후 줄어 2020/21년에는 8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1만 톤, 2018/19년 대비 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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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 2020/21년에는 765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4만 톤 증가함에 반

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1,000만 톤을 넘었던 소비량도 계속해서 줄어 2020/21년에는 825만 톤에 이르겠

으며, 2019/20년 대비 5만 톤, 2018/19년 대비 15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쌀 수입 관세화 이후 수입량은 70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21

년에는 69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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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쌀 생산량은 1980년대까지 600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계속해서 줄어 

2017/18년부터 400만 톤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0/21년에는 374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57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율의 할당관세물량(TRQ)을 합해 2020/21년 수입량은 41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14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수입 시장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33 (▼0.01/▲0.32) 6.00 (▲0.30/▲0.10) 3.60 (▲0.30/▼0.31) 0.78 (▼0.07/▼0.13)

나이지리아 4.96 (▲0.25/▲0.42) 6.50 (0.00/▼0.30) 1.40 (▲0.20/▼0.50) 0.50 (▼0.13/▼0.72)

유럽연합 1.97 (0.00/0.00) 4.00 (▲0.10/▲0.20) 2.25 (▲0.05/▲0.10) 1.08 (▼0.08/▼0.11)

인도네시아 34.90 (▲1.40/▲0.70)35.30 (▼0.20/▼1.00) 0.50 (▼0.50/▼0.10) 3.16 (▲0.10/▼0.90)

필리핀 11.00 (▼0.40/▼0.73)14.50 (▲0.20/▲0.40) 3.00 (▲0.50/▼0.60) 2.62 (▼0.50/▼0.90)

중국 149.00 (▲2.27/▲0.51) 147.00 (▲1.87/▲4.08) 2.20 (▼0.20/▼1.00) 117.00 (▲1.00/▲2.00)

멕시코 0.19 (▲0.01/0.00) 0.95 (▲0.02/▲0.03) 0.80 (▲0.01/▲0.06) 0.20 (▲0.04/▲0.06)

일본 7.65 (▲0.04/▼0.01) 8.25 (▼0.05/▼0.15) 0.69 (0.00/▲0.06) 1.98 (▲0.01/▼0.07)

한국 3.74 (0.00/▼0.13) 4.00 (▼0.10/▼0.57) 0.41 (▼0.14/▲0.12) 1.33 (▲0.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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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USDA, WASDE-600 MAY, 2020.

3. 밀 

3.1 세계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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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1년 세계 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FAO 모두 2019/20년 대

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USDA는 7억 6,900만 톤으로 0.7%, 

IGC는 7억 6,400만 톤으로 0.3%, FAO는 7억 6,300만 톤으로 0.1% 증가할 것으

로 내다보았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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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0억 6,400만 톤으로 1.9%, IGC는 10억 4,400만 톤

으로 1.7%, FAO는 10억 3,500만 톤으로 0.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USDA와 IGC는 2019/20년 대비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반면, FAO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밀 소비량이 USDA는 7억 5,400만 톤으로 0.7%, IGC

는 7억 5,500만 톤으로 0.9% 증가함에 반해, FAO는 7억 5,900만 톤으로 0.1% 감

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교역량의 경우, 2019/20년 대비 USDA와 FAO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반면, IGC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밀 교역량이 USDA는 1억 

8,800만 톤으로 2.7%, FAO 1억 7,600만 톤으로 0.6% 증가함에 반해, IGC는 1억 

7,700만 톤으로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 3억 1,000만 

톤으로 5.1%, IGC는 2억 8,900만 톤으로 3.6%, FAO는 2억 7,500만 톤으로 0.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 41.1%, IGC 38.3%, FAO 

36.2%로 2019/20년 대비 USDA 1.7%p, IGC 1.0%p, FAO 0.3%p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표 5.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9/20
(추정)

2020/21
(5월 전망)

전년
대비

2019/20
(추정)

2020/21
(5월 전망)

전년
대비

2019/20
(추정)

2020/21
(5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764 769 0.7 762 764 0.3 762 763 0.1

공급량 1,044 1,064 1.9 1,027 1,044 1.7 1,034 1,035 0.1

소비량 749 754 0.7 748 755 0.9 760 759 -0.1

교역량 183 188 2.7 178 177 -0.6 175 176 0.6

기말 재고량 295 310 5.1 279 289 3.6 273 275 0.7

기말 재고율 39.4 41.1 37.3 38.3 35.9 36.2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3.2 국가별 수급 

3.2.1 수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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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2020/21년에는 1억 4,3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78만 톤 감소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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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63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2017/18년에 1억 3,04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20/21년에는 1억 2,0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70만 톤, 2018/19년 대비 7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출량은 2,8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50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

해서는 51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305만 톤으로 

2019/20넌 대비 30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08만 톤 증가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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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1년에는 7,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39만 톤, 2018/19년 대비 53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0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0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3,5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증가하

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8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02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0만 톤, 2018/19년 대비 246만 톤 증가하겠다.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2,8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7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9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8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1,900만 톤으

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98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51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8만 톤 증가하

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8만 톤 감소하겠다.

미국의 밀 생산량은 5,07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48만 톤, 2018/19년 대비 

5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3,062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7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6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량은 2,58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4만 톤 감소하지만, 2018/19년 대비해서는 

3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47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87만 톤, 2018/19년 대비 465만 톤 감소하겠다. 

캐나다의 밀 생산량은 3,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65만 톤, 2018/19년 대

비 1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9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0

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8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출량은 2,4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10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56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만 톤 증가함

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35만 톤 감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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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밀 생산량은 2,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80만 톤, 2018/19년 대

비 67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75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5만 톤, 2018/19년 대비 16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1,5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80만 톤, 2018/19년 대비 59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기말 재고량은 53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65만 톤, 2018/19년 대비 40

만 톤 증가하겠다.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은 2,100만 톤으로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150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6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1,4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0만 톤, 2018/19년 대비 231만 톤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7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만 톤, 2018/19년 

대비 1만 톤 증가하겠다.

표 6. 수출 시장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143.00 (▼11.78/▲6.31) 120.30 (▼2.70/▼0.75) 28.50 (▼6.50/▲5.19)13.05 (▼0.30/▲1.08)

러시아 77.00 (▲3.39/▲5.31) 40.50 (▲0.50/0.00) 35.00 (▲1.50/▼0.84)10.28 (▲2.00/▲2.46)

우크라이나 28.00 (▼1.17/▲2.94) 8.80 (▼0.30/0.00) 19.00 (▼1.50/▲2.98) 1.51 (▲0.28/▼0.08)

미국 50.78 (▼1.48/▼0.53) 30.62 (▼0.87/▲0.60)25.86 (▼0.54/▲0.38)24.74 (▼1.87/▼4.65)

캐나다 34.00 (▲1.65/▲1.80) 9.80 (▼0.60/▲0.83) 24.50 (▲1.50/▲0.10) 5.69 (▲0.15/▼0.35)

호주 24.00 (▲8.80/▲6.70) 7.55 (▼1.15/▼1.65) 15.00 (▲6.80/▲5.99) 5.36 (▲1.65/▲0.40)

아르헨티나 21.00 (▲1.50/▲1.50) 6.20 (▼0.10/▲0.15) 14.50 (▲1.00/▲2.31) 1.75 (▲0.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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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USDA, WASDE-600 MAY, 2020.

3.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밀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2,23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7만 톤, 2018/19년 대비 44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3,878만 톤

으로 2019/20년 대비 72만 톤, 2018/19년 대비 10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수입량은 1,69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6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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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해서는 2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프리카의 밀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1,74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7만 톤, 2018/19년 대비 35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715만 톤

으로 2019/20년 대비 37만 톤, 2018/19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수입량은 2,97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5만 톤, 2018/19년 대비 27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의 밀 수급과 관련하여, 소비량은 2,48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5만 톤, 2018/19년 대비 4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635만 톤

으로 2019/20년 대비 25만 톤, 2018/19년 대비 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밀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1억 3,5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41

만 톤, 2018/19년 대비 35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1억 3,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0만 톤, 2018/19년 대비 5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수입량은 6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0만 톤, 2018/19년 대비 28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밀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1억 3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0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31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량은 9,9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89만 톤, 2018/19년 대비 33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입량은 극히 적어 2020/21년에

는 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수입 시장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2.35 (▲0.17/▲4.47) 38.78 (▲0.72/▲1.08) 16.99 (▲0.26/▼0.26) 11.85 (▼0.11/▼0.06)

북아프리카 17.43 (▼0.97/▼3.57) 47.15 (▲0.37/▲1.00) 29.70 (▲2.05/▲2.75) 12.74 (▼0.96/▼2.73)

동남아시아 0.00 (0.00/0.00) 24.89 (▼0.75/▼0.45) 26.35 (▼0.25/▼0.02) 5.77 (▲0.39/▲0.33)

중국 135.00 (▲1.41/▲3.57) 130.00 (▲4.00/▲5.00) 6.00 (▲2.00/▲2.85) 160.36 (▲10.00/▲20.59)

인도 103.00 (▼0.60/▲3.13) 99.00 (▲2.89/▲3.37) 0.03 (▲0.01/▲0.01) 27.03 (▲3.0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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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USDA, WASDE-600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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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수수

4.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의 2020/21년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을 살펴보면, USDA, IGC 모두 2019/20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

으며, USDA는 11억 8,700만 톤으로 6.5%, IGC는 11억 5,800만 톤으로 3.5% 증

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

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5억 200만 톤으로 4.6%, IGC는 14억 

5,400만 톤으로 0.8%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1억 6,200만 

톤으로 3.7%, IGC는 11억 7,300만 톤으로 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교역

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억 8,200만 톤으로 

7.7%, IGC는 1억 7,300만 톤으로 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는 3억 4,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9%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IGC는 2억 8,1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4% 감소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말 재고율 역시 USDA는 29.3%로 2019/20년 대비 

1.2%p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IGC는 24.0%로 2019/20년 대비 1.9%p 하락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표 8.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9/20
(추정)

2020/21
(5월 전망)

전년
대비

2019/20
(추정)

2020/21
(5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5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1,115 1,187 6.5 1,119 1,158 3.5 1,120 1,142 2.0

공급량 1,436 1,502 4.6 1,442 1,454 0.8 1,489 1,503 0.9

소비량 1,121 1,162 3.7 1,145 1,173 2.4 1,139 1,131 -0.7

교역량 169 182 7.7 169 173 2.4 166 167 0.6

기말 재고량 315 340 7.9 297 281 -5.4 361 365 1.1

기말 재고율 28.1 29.3 25.9 24.0 31.7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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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629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

년 대비 5,924만 톤, 2018/19년 대비 4,20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3,626만 ha로 2019/20년 대비 331만 ha 늘어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10.53톤에서 11.21톤으로 증가하겠다. 소비량도 3억 2,123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512만 톤, 2018/19년 대비 1,086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7/18년 6,192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에는 5,461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52만 톤, 2018/19년 대

비 21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 및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

량이 더 크게 증가하여, 기말 재고량은 8,42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99만 

톤, 2018/19년 대비 2,788만 톤 증가하겠다.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은 1억 6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5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1,870만 ha로 2019/20년 대비 50만 ha 늘어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5.55톤에서 5.67톤으로 증가하겠다. 소비량도 6,8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하겠으며,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량은 2018/19년 3,975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9/20년에는 3,600만 톤까지 줄어

들겠으나, 2020/21년에는 3,8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

은 58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70만 톤 증가하겠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8/19년에 5,100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19/20년에 이어 2020/21년에도 5,000만 톤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

적이 620만 ha로 2019/20년과 같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8.07톤으로 차

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1,55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17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8/19년 

3,724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어, 2019/20년 및 2020/21년에는 3,400만 톤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출세 부과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생

산량과 수출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488만 톤으로 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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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비 51만 톤, 2018/19년 대비 251만 톤 증가하겠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3,9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311만 톤, 2018/19년 대비 31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

산 면적은 535만 ha로 전년 대비 36만 ha 늘어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7.19

톤에서 7.29톤으로 증가하겠다. 소비량은 2013/14년에 1,060만 톤까지 늘어난 이

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에는 5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5만 톤 증가

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6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3,3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00만 톤, 2018/19년 

대비 26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5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1만 톤, 2018/19년 대비 27만 톤 증가하겠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6/17년 1,755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

어들고 있으나, 2020/21년에는 1,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0만 톤 감소함

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1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2016/17년에 1,266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1,230

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그 해 생산 정도에 따라 증감 폭이 크며, 

2020/21년에는 23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기말 재고량은 213만 톤으로 2019/20

년 대비 60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30만 톤 증가하겠다.

표 9. 수출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미국 406.29 (▲59.24/▲42.03) 321.33 (▲15.12/▲10.86) 54.61 (▲9.52/▲2.15) 84.29 (▲30.99/▲27.88)

브라질 106.00 (▲5.00/▲5.00) 68.00 (▲1.00/▲1.00) 38.00 (▲2.00/▼1.75) 5.89 (▲1.50/▲0.70)

아르헨티나 50.00 (0.00/▼1.00) 15.50 (▲1.50/▲1.70) 34.00 (0.00/▼3.24) 4.88 (▲0.51/▲2.51)

우크라이나 39.00 (▲3.11/▲3.19) 5.20 (▲0.75/▼0.60) 33.00 (▲1.00/▲2.68) 1.56 (▲0.81/▲0.27)

남아공 14.00 (▼2.00/▲2.18) 12.30 (▼0.30/▲0.30) 2.30 (▼0.20/▲1.10) 2.13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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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USDA, WASDE-600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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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수입 시장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은 6,8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67만 톤, 

2018/19년 대비 39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8,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6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3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2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은 2,8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0만 톤, 

2018/19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55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5만 톤, 2018/19년 대비 14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입량은 1,8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0만 톤, 2018/19년 대비 164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옥수수 소비량은 1,600만 톤으로, 2019/20년 및 2018/19년과 같겠으며, 

수입량도 1,60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옥수수 소비량은 1,18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5만 톤, 2018/19년 

대비 9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1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만 톤, 2018/19년 대비 9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의 옥수수 생산량은 3,03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4만 톤, 

2018/19년 대비 4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7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5만 톤, 2018/19년 대비 2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입량은 1,76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만 톤, 2018/19년 대비 11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억 6,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7만 톤 감소함

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6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2억 

7,5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00만 톤, 2018/19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70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비해

서는 25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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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수입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68.30 (▲1.67/▲3.94) 87.00 (▲3.60/▼1.00) 23.00 (▲1.50/▼2.21) 7.89 (▼0.10/▲0.13)

멕시코 28.00 (▲3.00/▲0.40) 45.55 (▲1.05/▲1.45) 18.30 (▲1.00/▲1.64) 2.34 (▲0.15/▼2.75)

일본 0.00 (0.00/0.00) 16.00 (0.00/0.00) 16.00 (0.00/▼0.05) 1.45 (▲0.01/▲0.01)

이집트 6.40 (0.00/▼0.40) 17.20 (▲0.50/▲1.00) 11.00 (▲1.10/▲1.63) 1.59 (▲0.19/▼0.22)

한국 0.08 (▲0.01/0.00) 11.85 (▲0.45/▲0.90) 11.80 (▲0.40/▲0.94) 1.93 (▲0.02/▲0.09)

동남아시아 30.36 (▲0.64/▲0.42) 47.50 (▲0.95/▲2.20) 17.65 (▲005/▲1.19) 3.04 (▼0.12/▲0.06)

중국 260.00 (▼0.77/▲2.67) 275.00 (▲5.00/▲1.00) 7.00 (0.00/▲2.52) 200.05 (▼8.0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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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USDA, WASDE-598 MAR, 2020.5. 대두

5. 대두

5.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의 2020/21년 세계 대두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모두 2019/20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

며, USDA는 3억 6,300만 톤으로 8.0%, IGC는 3억 6,400만 톤으로 7.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4억 6,300만 톤으로 3.1%, IGC는 4억 300만 

톤으로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3억 6,100만 톤

으로 3.7%, IGC는 3억 6,300만 톤으로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억 6,200만 톤으로 

5.2%, IGC는 1억 5,700만 톤으로 3.3%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는 9,8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 감소할 것

으로 예상한 반면, IGC는 4,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는 27.1%로 2019/20년 대비 1.6%p 하락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IGC는 11.0%로 2019/20년 대비 0.3%p 상승할 것으로 내

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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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9/20
(추정)

2020/21
(5월 전망)

전년
대비

2019/20
(추정)

2020/21
(5월 전망)

전년
대비

2018/19
(추정)

2019/20
(5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336 363 8.0 338 364 7.7 366 339 -7.4

공급량 449 463 3.1 394 403 2.3 416 400 -3.8

소비량 348 361 3.7 356 363 2.0 354 357 0.8

교역량 154 162 5.2 152 157 3.3 150 153 2.0

기말 재고량 100 98 -2.0 38 40 5.3 60 47 -21.7

기말 재고율 28.7 27.1 10.7 11.0 16.9 13.2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5.2 국가별 수급 

5.2.1 수출 시장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2018/19년 1억 2,052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어 

2019/20년에는 9,679만 톤까지 떨어졌으나, 2020/21년에는 1억 1,226만 톤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3,351만 ha로 2019/20년 대비 316만 ha 늘어나

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19톤에서 3.35톤으로 늘어나겠다. 착유용 소비량이 

크게 늘어 전체 소비량은 6,164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07만 톤, 2018/19년 대비 11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6/17년 5,896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어 2020/21년에는 5,579만 톤에 이

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1,020만 톤, 2018/19년 대비 82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10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76만 톤, 2018/19년 

대비 1,371만 톤 감소하겠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0/21년에는 1억 3,1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3,830만 ha에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42톤까지 증가하겠다. 소비량은 4,765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75만 톤, 2018/19년 대비 28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출량은 2019/20년 8,40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2020/21년에는 8,300만 톤으로 

100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623만 톤으로 2019/20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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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5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 해서는 625만 톤 감소하겠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2014/15년 6,145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5,3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50만 톤 증가함에 반

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8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1,730

만 ha로 전년 대비 30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00톤에서 3.09톤

으로 증가하겠다. 착유용 소비량이 4,160만 톤에서 4,300만 톤으로 증가한 탓에 

전체 소비량은 5,0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1만 톤, 2018/19년 대비 27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량은 2020/21년 650만 톤으로, 2019/20년 대

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26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7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49만 톤 감소하겠다.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은 1,02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5만 톤, 2018/19년 

대비 1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365만 ha에, 단위당 수확량

은 ha 당 2.81톤에 이르겠다. 소비량은 41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만 톤, 

2018/19년 대비 2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6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만 톤, 2018/19년 대비 1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

말 재고량은 3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만 톤, 2018/19년 대비 18만 톤 감소

하겠다. 

표 12. 수출 시장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미국 112.26 (▲15.47/▼8.26) 61.64 (▲1.07/▲1.12) 55.79 (▲10.20/▲8.23) 11.03 (▼4.76/▼13.71)

브라질 131.00 (▲7.00/▲12.00) 47.65 (▲0.75/▲2.84) 83.00 (▼1.00/▲8.41) 26.23 (▲0.50/▼6.25)

아르헨티나 53.50 (▲2.50/▼1.80) 50.20 (▲1.51/▲2.75) 6.50 (▼1.50/▼2.60) 27.40 (▲0.40/▼1.49)

파라과이 10.25 (▲0.35/▲1.40) 4.10 (▲0.05▲0.28) 6.30 (▲0.40/▲1.40) 0.35 (▼0.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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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USDA, WASDE-600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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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수입 시장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1,7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0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5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930만 ha

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1.95톤에서 1.88톤으로 줄겠

다. 착유용 소비량 증가로 전체 소비량은 1억 1,140만 톤까지 늘어나겠으며, 

2019/20년 대비 720만 톤, 2018/19년 대비 9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입량은 9,6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0만 톤, 2018/19년 대비 1,34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72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0만 

톤, 2018/19년 대비 777만 톤 증가하겠다.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은 2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만 톤, 2018/19년 

대비 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91만 ha로 2019/20년 대비 2만 

ha 줄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88톤에서 2.86톤으로 감소하겠다. 소비량이 

1,73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49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대두 생산량은 40만 톤으로 미미한 가운데, 소비량은 647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2만 톤, 2018/19년 대비 2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적

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비량 증가로 인해 수입량도 61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2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수입 시장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중국 17.50 (▼0.60/▲1.53) 111.40 (▲7.20/▲9.40) 96.00 (▲4.00/▲13.46) 27.23 (▲2.00/▲7.77)

유럽연합 2.60 (▼0.03/▼0.06) 17.36 (▼0.10/▲0.10) 14.90 (▼0.20/▼0.08) 1.57 (▼0.06/▼0.04)

멕시코 0.40 (▲0.16/▲0.06) 6.47 (▲0.22/▲0.27) 6.10 (▲0.10/▲0.23) 0.19 (▲0.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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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USDA, WASDE-600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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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간들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음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교훈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증시는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중앙은행 차원에서 펑펑 뿜어대는 

돈의 힘에 기대어 마치 ‘코로나 19’는 없었던 양, 다 해결된 양 훨훨 날아갈 기세입니다. 

비록 WTI 선물가격에 국한된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마이너스 유가도 경험해 봅니다. 그리

고 갈수록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회자됩니다. 누구의 부

담으로 남을지 다들 뻔히 알면서도 돈을 뿌리는 자나 그 돈을 받는 자나 일단 쓰고 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 중 지금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곳은 과연 어

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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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코로나 19'로 인한 고통 & 그 와중에 펼쳐지는 머니게임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질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통하지 않았

다. 우리 인간들이 잘 모르기에 애초부터 신종(新種)이라고 불렀던 ‘코로나 19’  바

이러스는 이제 전세계로 퍼지면서 그야말로 팬데믹(pandemic)이 되고 있다([자료 

1] 참조). 

안정세를 찾아가는가 싶던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브라질, 러시아, 아프리카 등

으로 확산되면서 다시 치솟고 있고, ‘모범 방역 국가’로 자타가 공인하던 한국도 

끝까지 긴장하고 조심하지 못한 결과 이태원 클럽 사건 이후 다시 전국적으로 확

진자 발생 소식이 들려온다([자료 2] 참조).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를 살릴 것인가. 사람을 살릴 것

인가?”라는 명제를 두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있다. 제2, 제3의 확산이 두렵

기는 하지만 ‘Lock-down’ 상태를 마냥 끌고 가기에는 경제가 너무나 망가지고 있

고, 집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사람들의 인내심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jopok52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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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WHO(세계보건기구)의 Situation Report 124 ...5월 23일  

인용: WHO(세계보건기구), CNBC

[자료 2] 전세계 및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추이

인용: WHO(세계보건기구), 연합뉴스 

‘COVID-19’의 창궐과 그로 인한 세상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고 역사적이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분업 체제를 통한 경제 효율성 제고와 전후(戰後) 미국의 주도 

하에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Globalization(세계화)’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

이는 역사의 흐름이 크게 물줄기를 트는가 싶은 생각을 갖게끔 했던 것이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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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통령 당선 이후 작년 말까지 이어져 온 ‘美-中 무역전쟁’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가 일제히 멈춰서고(sudden-stop), 수입

에 의존하는 작은 부품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전 공정이 멈추어야 하고, 마스크 

같은 것만 하더라도 막상 필요할 때에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오프쇼어링(off-shoring)’ 열풍은 ‘리쇼어링(re-shoring)’으로 방향을 틀고 있

다.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에 혁명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誌가 명명한 ‘90% 이코노미’는 관련 삽화가 시사하듯이 단

순히 10%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그치지 않을 듯하다([자료 3] 참조). 금융위기 때나 

사스, 혹은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돌았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지구

촌 실물 경제가 치명적인 대미지를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富)와 일자리

가 사라졌다.

[자료 3] ‘코로나 19’ 이후의 ‘90% 경제’

인용: 조선일보, The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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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모더나(Moderna)’ 백신과 관련한 의구심 

인용: 조선일보, STAT, CNBC 

[자료 4]에는 지난 5월 18일 美 다우존스 지수를 991p(3.85%)나 급등시키는 모

멘텀으로 작용한 ‘모더나(Moderna)’의 코로나 19 백신 1단계 임상 시험 성공 운운

한 사건의 내막과 전후 사정을 정리하였다. 과학은 데이터(data)와 그를 통한 증명

으로 승부해야 하건만 모더나는 말(words)로 때웠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이라는 유치한 이름의 백신 TF(태스크 포스)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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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지 3일 만에(☞ TF를 이끌 수석 과학자 몬세프 슬라위 박사는 모더나의 주요 

투자자이자 이사회 멤버로 15만 5,438주의 스톡옵션도 보유) 고작 45명에 대한 임

상 시험 결과를 데이터 하나 제시하지 않고, 말로 성공하였다며 주가를 장 중 30% 

이상 띄우고(☞ 시장도 눈치를 챘는지 종가는 전일 대비 18% 상승에 그치고 다음

날에는 10% 하락) 그 날 바로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가 하

면, CFO와 CMO(Chief Medical Officer)는 보유 주식을 급등한 주가에 처분하기

도 하였다. 

조 바이든에게 여론조사에서 6~8% 포인트씩 뒤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혀 의학 전문가들과 언론의 질

타를 받기도 했다.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죽어 나가는 판에 재선(再選)을 위해서라

면 뭐라도 할 현직 대통령과 그의 주변에서 한 바탕 머니게임을 펼치며, “인생 한 

방!”을 외치고 있는 부류의 인간들이 있는 것이다(☞ 만약 모더나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필자는 이 무례한 표현에 대해 사과를 할 것이다). 

▮펀더멘털을 능가하는 유동성의 힘, 그리고 요원한 인플레이션  

‘코로나 19’가 글로벌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은 끔찍하다([자료 5~7] 참조). 모든 

경제지표들을 묘사하는 그래프들이 2020년 3월과 4월에 접어들면 지난 수십 년 

간의 지표 등락은 무의미한 점들의 미미한 등락으로 남고 위쪽으로 삐쭉 솟아오르

거나 아래쪽으로 푹 꺼지는 양상을 보인다(☞ 위든 아래든 불쑥 튀어나온 지표는 

예외 없이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 내지 붕괴를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에서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 차트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듯이, 세계 증시는 3월 중순 혹은 하순부터 바닥을 찍고 탄력적인 반등

세를 이뤄내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나스닥(NASDAQ), 한국의 코스닥(KOSDAQ), 

중국의 심천종합지수 등 IT 등 기술주나 바이오주 중심의 지수들은 작년 말 대비 

플러스를 시현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는 남의 일로 치부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는 첫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공격적인 정책당국의 

대응을 꼽을 수 있다. 금융위기 당시의 경험이 축적된 중앙은행들은 주저 없이 양

적 완화(QE)에 나서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풀어대고 있다([자료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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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적자 재정을 무릅쓴 재정확대 정책 덕분이다. 결

국은 후대(後代)의 부담으로 남을 정부 차원의 빚을 국채 발행을 통해 내면 중앙은

행들이 그 국채를 사주면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현찰이 지급되고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도 사주는가 하면 저리(低利)에 대출도 나가고 이런저런 

국책사업의 추진에 나서기도 한다. 

둘째, 설령 앞으로 2차, 3차에 걸친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있어도 최악은 이미 

지났다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경제 봉쇄도 이미 겪어보았으니, 마치 괴기영화에서 

살인마나 귀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난 뒤 편안하게 팝콘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 현상이다. 

[자료 5]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자료 인용: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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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6] 주요국 GDP 성장률 추이    

  

[자료 7] 미국의 실업률 추이   

인용: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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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 글로벌 4대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 증가 추이

셋째,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현상이 당장은 눈앞에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전통적인 화폐수량설에서는 ‘MV=PY'라는 항

등식에 입각하여,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는 화폐의 유통속도(V)와 생산량(Y)이라 

가정하면, 통화량(M)의 증가는 물가(P)의 상승을 촉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

래서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화폐적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현실은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신용경색(credit crunch) 현상은 개선되지 않아 대출을 통한 신용창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에다(☞ 그래서 유로존이나 일본의 은행들은 마이너스 예

치금 금리라는 페널티를 물어가며 중앙은행에 초과지준으로 돈을 쌓아둔다), 기업

들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가운데 지난 3월과 같은 자산시장 붕괴 당시 수반되는 

유동성 경색에 대비해 필요 이상의 현금을 쟁여두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는 금리인상을 제일 먼저 꼽을 수 있음에도 미

국의 연준(Fed)마저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시장 분위기라면 

말 다했다. 

넷째로는 공감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셧 다운, 일자리 상실 등의 이유로 지금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컴퓨터나 스마트 폰을 통한 주식매매를 비롯한 

자산시장에서의 거래 밖에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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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증시 및 국제유가 점검     

앞서 단기간에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무지막지하게 찍어대는 돈으로 인한 자산 인플레이션

은 이미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증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자료 9]에서 보듯이, 다우존스 지수는 아직 

‘코로나 19’로 인한 지수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한계(61.8% 피보나치 조정 레

벨 & 200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올라서지 못하는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보다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JP모건체이스 등 대부분의 주가에서 작동했던 기술적 보조지표에서의 ‘매 도 다

이버전스’가 아마존 주가에서도 관찰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즉, 돈으로 전

통적인 이론과 경험을 무위로 돌리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아마존 같은 FANG 주식

들에서도 언제든지 깊은 조정 장세가 도래한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자료 9] 뉴욕증시 주요 지수 및 주가 추이

차트 인용: 인포맥스(5/22 장 마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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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 아직은 ‘베어 마켓 랠리’로 인식하는 월스트리트 분위기

인용: CNBC

[자료 10]은 3월 하순 이후 뉴욕증시가 탄력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월

가에서는 아직 이러한 주가 상승을 ‘베어 마켓 랠리(☞ 약세장 하에서의 기술적 반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다수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온갖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향후 실적에 대해 가이던스 제시를 포기하는 마당에, 12개월 

후 예상 실적으로 지금의 주가를 나눈 주가수익률(PER: Price Earning Ratio)을 

제대로 산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S&P500 

지수의 PER가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당시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경계

하고 있다. 즉, 주식이 기업 실적 대비 너무 비싼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의미이

다. 

그리고 과거 위기상황 때마다 주가 하락 기간과 이번 하락장 이후 반등 국면을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실물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무엇보다도 대량의 실직

과 기업들의 도산 내지 자발적인 사업 포기를 유발하고 있는 작금의 ‘코로나 사태’ 

와중에, 과연 지난 2~3월의 급락으로 증시는 바닥을 확인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

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현재 상황에서의 차이점은 중앙은행과 정부 차

원에서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돈을 풀어대고 있다는 점이며, 시장에서 주가 고점

에 대한 경계심이 강할수록 렐리는 이어진다는 역설을 감안한다면, 버블 성격의 

상승장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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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1] 국내증시 동향 및 투자자 별 매매 동향

인용: 인포맥스(5/25 장 마감 후) 

                    

금년에는 국내 증시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첫째, 

주가가 한참 오르고 난 뒤에 추격매수에 나섰다가 곤경에 처하곤 했던 개인투자자

들이, 이번에는 주가 급락기에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자료 11] 

참조). 

금년 들어 5월 25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3조 원 넘는 누적 순매도

를 기록하는 동안, 개인들은 28조 4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

물을 받아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식 매수와 금

융당국이 9월까지 공매도를 제한한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의 1라운드는 개인투자들의 압승이라 할 만한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할 시절에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언택트

(untact)’ 종목의 대표주자 격인 카카오 주식의 주가 급등세를 보노라면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끝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Buy & Hold) 어지간하면 손실은 면하는 곳이 주식

시장이기는 하지만, 카카오 주가의 장기 추이에서 보듯이 버블 이후 조정 국면에

서는 주가가 반 토막 나는 상황도 견뎌낼 각오는 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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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2] 국제유가 및 미국의 원유시추공 수 추이

차트 인용: 인포맥스, 글로벌모니터 

[자료 12]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 4월 20일 WTI 선물가격이 배럴 당 마이너스 

40불까지 추락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만기일까지 청산되지 않은 포지션은 

현물 인수도를 해야 하는 WTI 선물(Futures) 시장의 거래 메커니즘 때문에 발생

한 것으로, 당시는 원월물 가격이 근월물 가격보다 높은 콘탱고(Contango) 현상

이 극심한 데에다, 막대한 재고로 인한 원유 저장시설 부족(☞ Tank top)에 시장

이 시달리던 때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후 유가 폭락을 위한 치킨 게임을 주도해 온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시 

'OPEC+'의 감산 합의를 이끌어낸 데에다, 5월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유럽 등지에

서 봉쇄 조치를 풀고 경제 활동 재개(Economy reopen)에 나서면서 원유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일제히 유가 반등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며, 국제유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추세적인 유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더 떨어지지 않

는 것만으로도 원유 시장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 미국의 원유시추공 수 추

이가 시사하듯이 저 분야도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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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 동향 및 전망                    

▮이 대목에서 살펴보는 ‘달러 스마일 이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지금 엄청난 규모로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달러가치는 약세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러나 현실에서

는 선진국 주요통화 6개를 대상으로 한 달러인덱스가 100 근처에서 고공행진을 이

어가고 있고, 이머징 통화들의 달러 대비 약세에도 쉽게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이럴 때에는 ‘달러 스마일’ 이론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자료 13] 참

조). 

美 달러화는 미국이 아주 잘 나갈 때에나 미국이 아주 힘들 때에(☞ 미국이 힘들

면 다른 나라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모두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

로 높은 미국의 금리와 양호한 미국 경제가 지난 몇 년 간의 달러강세 배경이었다

면, 지금은 위험 회피(risk aversion)와 현찰 확보가 우선인 시기이다.

[자료 13] 달러 스마일(Dollar Smile)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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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주식이 올라도 환율도 오르는 시기가 될 듯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900원에서 1,600원 직전까지 폭등하는 환율을 겪

기도 했지만, 이후 한국 원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율 흐름을 유지해 오면서, 

은연중에 “1,200원 위의 달러/원(USD/KRW) 환율은 한국의 위기 상황을 의미한

다”는 인식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자리잡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의 초기 단계라 해도 무방하다.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큰 한국으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수요의 위축

과 그로 인한 수출 급감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美-中 간의 갈등은 팬데믹 

이후 더욱 격화되는 중이다. 중국은 뒤늦게 연 전인대(全人代)에서 경제성장률 목

표치를 제시 못하는 대신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을 압박하며 미국과의 다툼에 있어

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피하고 싶어한다. 

홍콩증시와 홍콩달러 가치의 하락, 그리고 위안화의 약세도 불가피하다([자료 

14] 참조). 당분간 주식은 올라도 환율은 잘 내리지 않는 흐름을 맞이할 것으로 본

다. 아니 잘 안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재차 1,300원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료 14] 달러/원(USD/KRW) vs 달러/위안(USD/CNY) 

차트 인용: 인포맥스(5/2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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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지난 수 개월간의 건화물선 시황은 이 한 단어로 갈음할 수 있다. 최초 중국에

서 발생한 코로나19가 한국, 베트남 등 인근 국가로 전이되고, 유럽과 미국, 인디아 등을 

거쳐 남미 대륙까지 확산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은 순차적인 운영 중

단을 경험하였다. 최초 발원지인 중국이 가까스로 감염병을 통제하며 건화물선 시황도 회

복의 단초를 마련하는 듯 하였으나, 서구, 신흥국 등 타 권역으로의 연쇄적인 감염병 확산

과 이어지는 각국의 봉쇄령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정상화를 아직도 요원하게 만들고 있

다.

그림 1. 선형별 건화물선 지수 

자료: Baltic Exchange

통상 매년 2분기는 건화물선 시장의 계절적 성수기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DI는 5월 중 일시적으로 400 포인트 선이 붕괴되며 사상 최저치인 290 포인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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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포인트 가량을 남겨둔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후 중국, 인디아, 베트남 등 아

시아권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조금이나마 호전되며 태평양 중심의 회복이 나타

나고는 있으나, 남미를 비롯한 제 3세계 국가들의 감염 확산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

서 시황 회복의 지속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올해 전 세계 건화물 물동량의 대폭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과 같이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기 부양책 실시 및 

부분적으로 복원되고 있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재가동에 시황 회복에 대한 기대를 걸

어본다. 

1. 철광석ㆍ석탄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코로나19가 최초 중국에서 확산될 당시만 해도 국제 철광석 물동량에 대한 우려

는 중국의 수요 부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실제로 중국의 지난 3월 조강 생산

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였으며, 중국의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6.8%

로, 중국이 분기별 GDP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후 코로나19의 최초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봉쇄령이 각각 3월 

25일, 4월 8일에 해제되고, 중국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연달아 시행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건화물선 수요도 회복되는 듯 하였다. 중국의 

건설 현장 재가동에 따른 철강 판매량 증가, 철강 가격 상승, 철강 및 철광석 재고

량 감소 등 철광석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났다. 그 결과 중국

의 4월 조강생산량은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철광석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5%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며, 중국 단독

의 회복에 의존한 물동량 견인에 한계가 나타났다. 유럽의 이동 통제에 따른 철강/

철광석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호주와 브라질에 이은 세계 3위의 철광석 수

출국인 남아공이 3월 말부터 국가 봉쇄에 돌입하였으며, 주요 철광석 수입국인 일본

도 고로 가동 중단을 확대하며 철광석 해상물동량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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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호주 및 브라질 월별 철광석 수출량   그림 3. 중국 철광석 수입량 및 조강생산량

자료: ABARE,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중국통계국, 중국해관총서

중국의 조강 생산량 회복세는 5월에도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 이외 국가들의 부

진이 좀처럼 복구되지 않으며, 건화물선 시장에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

본, 한국 등 아시아 주요 철광석 수입국들의 부진으로 인해 해당 국가들로 판매되

었던 철광석들의 중국향 판매 전환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 걸친 제

철소 가동 제한으로 대서양 내 철광석 물동량 침체도 지속되었다. 5월 이후 남아

공과 유럽의 봉쇄가 완화되어 산업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는 있으나, 

철광석 물동량 증가로 이어지기 까지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 전월 전망치･전년 대비 증감은 2019년 물동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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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세계 2위의 철광석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본격 확산 중인 점은 현재 

철광석 물동량 회복에 가장 큰 부담 요인이다. 브라질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

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5월 초에는 브라질 북부 14개 도시가 봉쇄되는 상

황에 이르렀다. 브라질 당국은 광산업과 항만업은 봉쇄 예외 업종이라 운영에 문

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기 14개 봉쇄 도시들이 소재한 Para주와 Maranhao주

가 브라질 북부 철광석 생산 및 선적의 중심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철광석 해상 물

동량에 대한 차질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락슨은 브라질의 ‘20년 철광석 수출량이 광미댐 붕괴 사

고로 생산 능력이 크게 위축되었던 ’19년 보다는 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개월 내외의 강력한 봉쇄를 거쳐 브라질에서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제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면 브라질의 철광석의 원활한 공급은 당분간 어려워 

보이며, 중국 등의 수요는 올 1분기에도 나타났듯이 대부분 호주산으로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브라질의 철광석 공급 능력이 복구 되더라도, 전 세계적인 철강 수요 부진

으로 금년 철광석 물동량은 전년 대비 소폭의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남아공, 스웨

덴, 인디아 등 중소 수출국의 물량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석탄은 주요 벌크 화물 중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품목이다. 최초 

중국의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중국 내 탄광 운영 차질로 중국향 석탄 수입량이 증

가하였으나, 3월 이후 중국 내 생산이 정상화되며 해상 물동량도 원위치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 이어 세계　２위의 석탄 수입국인 인디아와 세계 4위의 석탄 수출

국인 남아공이 3월말을 기해 동시에 봉쇄에 돌입하며 석탄의 해상 물동량에는 큰 

타격이 발생했다. 이에 더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기 침체에 따른 전력 수요 부진

은 석탄의 수요를 한층 위축시키며 건화물선 시황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

하였다. 

지난 4월 극도의 부진을 기록했던 석탄의 해상 물동량은 5월 들어 서서히 회복

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디아와 남아공의 봉쇄령 완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 및 인디

아 몬순 도래 이전 석탄 재고 구축 활동, 중국의 산업활동 정상화 진행에 따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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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수요 증가 등이 태평양 위주의 석탄 교역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림 5.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 전년 대비 증감은 2020년 물동량 기준

그러나 최근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체 석탄 물동량은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클락슨은 ’20년 전 세계 석탄 물동량을 전년 대비 7.5% (9,700만 톤) 감

소한 11억 9,600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중국의 수입량은 ‘19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

로 예상하였으나, 인디아, 일본, 유럽, 한국 등 주요 석탄 수입국들의 물량이 큰 

폭으로 하향조정 되었다. 특히 인디아와 유럽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각각 15%, 

18% 감소하며 두드러지는 부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인디아의 높은 

석탄 재고량과 봉쇄 완화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수요 회복, 유럽의 전력 수요 부진

과 높은 천연가스 공급량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 수입국들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중국의 석탄 수입 

정책에 따른 해상 물동량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석탄 산업 보호를 위해 항만별 석탄 수입량을 할당하고 통관 물량을 통제하는 정

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5월 말 현재 중국 내 석탄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수입 

수요도 다소간 증가하고 있으나, 자국 내 석탄 공급 증가 또는 수력발전 등 대체 

에너지원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향 석탄 물동량은 언제든 다시 위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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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물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소맥 및 옥수수(잡곡) 물동량 추이와 전망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보호주의 확산 우려가 곡물 물동량 부진을 초래할 것이라

는 의견이 팬데믹 초기 제기된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자국 

내 식량 안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올 재배연도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 곡물 수출량에 대한 쿼터(quota)

를 부과하였으나, 예년 같은 기간의 수출량 추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물량 감소

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도 곡물 수출 제한을 검토하였으나, 자

국 내 넉넉한 곡물 재고량 처리를 위해 제한을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였

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각국의 봉쇄 및 이동 제한으로 외식이 감소하며 식재

료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곡물의 해상 물동량에는 별다른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 농무부(USDA)는 5월 보고서에서 2020/21 시즌에 대한 각 국의 곡물 생산량 

및 교역량 전망치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소맥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약 2% 증가한 1억 8,660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주요 수출국들의 물량에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난 3년 연속 흉작을 기록한 호주의 수출량

이 2017/18 시즌 수준으로 회복되고, 유럽은 재배 면적 축소에 따른 수출량 감소

를 전망한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아직 시즌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전망들에

는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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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이 국제 시장에 대한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작황 부진으로 시

즌 초반 극심한 수출 부진을 겪던 미국산 옥수수는 우크라이나의 시즌 후반 수출 

가용물량 소진 및 브라질의 이모작 옥수수 수확 이전의 공급 공백을 기회로  전년 

수준의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제 유가 폭락에 따른 미국 내 에탄올 수요 감소도 에탄올의 주 원료인 

옥수수의 수출 가용물량을 증가시켜 해상 물동량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5월 중

순 기준 미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4월 말 대비 15% 가

량 증가한 61.7만 bpd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평소 생산량 대비 약 40% 감

소한 수준이다. 

미국의 에탄올 산업이 자국 내 전체 옥수수 공급량 중 약 40%를 사용한다는 점

을 감안하면, 에탄올 생산 부진에 따른 옥수수 가용물량 증가는 미국의 옥수수 수

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브라질산 옥수수의 수출이 본격화되는 3분기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 서안 NOPAC 지역 항만을 통해 수출되는 비중

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건화물선 태평양 수역의 시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

로도 전망된다. 

반면 브라질산 옥수수는 자국 내 공급 부족 및 수요 증가로 인해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작년 하반기 공격적인 수출에 따른 자국 내 가용물량 

부족과 육류 수출 호조로 인한 사료 수요 증가는 브라질의 일차 생산분 옥수수를 

거의 전량 자국 내 수요 충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지난 4월 브라질산 옥

수수는 1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출량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대두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그림 7. 브라질 및 미국 월별 옥수수 수출량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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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USDA는 5월 보고서에서 2020/21 시즌 주요 농업국가들의 옥수수 생산량

이 일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히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전 시즌 대비 

17%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수출량 전망치에도 반영되

어, 2020/21 시즌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을 전 시즌 대비 8백만 톤 증가한 5,500만 

톤으로 예상하였는데, 아직 시즌 초반인 만큼 각 국의 재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이다. 

그림 8. 옥수수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U.S.D.A / 전월 전망치･전년 대비 증감은 2020/21 시즌 물동량 기준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선형과 화물에 걸친 부진이 나타나는 가운데 브라질의 

대두 수출은 건화물선 시장에 가장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였다. 미/중 무역협상 1

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는 지지부진했던 반면, 브라질산 

대두는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브라질 

헤알화 환율 약세 효과에 힘입어 폭발적인 수출량 증가를 기록하였다. 브라질의 

올 1~4월 대두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3,450만 톤에 이르고 있으

며, 특히 4월 수출량은 1,630만 톤으로, 기존의 월간 수출량 최대치를 약 400만 

톤 초과하며 기록을 갈아치웠다. USDA는 이를 반영하여 당초 7,700만 톤 수준으

로 전망하였던 브라질의 올 시즌 대두 수출량 전망치를 8,300만 톤으로 상향 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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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브라질 및 미국 월별 대두 수출량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그러나 브라질의 대두 수출이 올 시즌 현재까지 보여줬던 강력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브라질이 2019/20 시즌 (‘19.10월~’20.9월) 중 4월까지 

수출한 대두는 총 4,800만 톤으로, USDA가 전망한 8,300만톤 수출이 현실화될 

경우 올 시즌 잔여기간(5~9월) 중 월 평균 수출량은 약 700만 톤이 될 것이다. 이

는 작년 같은 기간의 평균 수출량 대비 50만 톤 낮은 수준이며, 2018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평균 200만톤 이상 낮은 수치이다. 더군다나 브라질의 5월 대두 수출량

도 현재까지의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할 경우 1,2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

망되고 있어,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은 가용 물량의 조기 소진으로 6월 이후 급감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10.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U.S.D.A / 전월 전망치･전년 대비 증감은 2020/21 시즌 물동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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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협의 이행을 위해 중국산 대두의 구매를 확대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남미 중심의 대두 물동량 지속 여부는 주의 깊

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건화물 물동량ㆍ선복량 추이와 전망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클락슨은 2020년 건화물선 물동량 예측치를 전년 대비 4.3% 감소한 약 50.29

억 톤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는 곡

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건화물 물동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비록 중국 및 아시

아, 유럽, 미국 등의 감염병 확산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라도 재확산이 가능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력을 감안하면, 물동량 회복에 대

한 낙관적인 예측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세계 각국이 자국 내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시도가 성공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주요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 전월 전망치･전년 대비 증감은 2020년 물동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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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화물선 선복량 추이와 전망

2020년 4월 말 기준 건화물선 선복량은 8.91억 톤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1,200

만 톤 가량 증가하였다. 연중 줄곧 운항원가를 하회하는 부진한 시황으로 인해 올 

초 노후선의 해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많은 인도량으로 공

급압력은 오히려 증가하여 시황 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더해 3월 말 이후 인디아, 방글라데시 등의 주요 선박해체 야드들이 코로

나19 확산으로 인해 봉쇄되며, 노후선의 해체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선대 증가를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조선소들의 인력 및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

생하며, 신조선의 건조 공정 및 인도 일정에 대규모의 지연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

동 중단되었던 해체 야드들도 5월 중순을 기점으로 가동이 재개되며 향후 경제성

을 담보하기 어려운 노후선들의 해체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초 기준 금년의 건화물선 선대 증가율은 Cape 5.3%, P'max 4.0%, S’max 

2.7%, Handy 1.2%로 각각 예상되었으나, 5월 중순 현재는 Cape 2.3%, P'max 

3.6%, S’max 2.6%, Handy 0.9%로 하향 조정되어, 공급 압력은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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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봉쇄 완화와 경기 부양책 효과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건화물선 시황도 다소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이 사

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강화를 통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

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

했던 강력한 전염병의 출현은 세계 무역의 위축, 무역 다각화, 디지털화 가속,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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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생산 증가 등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지 건화물선 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에 대한 거시적인  움

직임이므로, 향후 보다 큰 시각으로 변화를 탐지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브라질 대두와 미국 옥수수의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화물선 용선시장과 

연료가격이 동반 약세를 기록하며 곡물의 해상운임도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

다. 금년 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 시행에 따라 연료비 인

상에 의한 운임 상승 우려가 다수 제기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석유 수요 

감소 및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증산 경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붕괴 수준으로 폭

락하였다. 그 결과 1월 초 톤당 700불을 상회하던 저유황유 가격은 5월 현재 톤당 

약 250불로 하락하여, 1월 초의 고유황유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14. 노선별 곡물 운임 추이

(단위: US$/ton)

구  분 USG PNW BRZ

현  물 33.60 16.01 19.85

2020년 39.3 19.3 27.1

2019년 45.1 24.1 33.6

3년 평균 43.3 23.2 32.1

3년 최고 52.3 29.9 43.0

3년 최저 33.6 15.4 19.9

자료: Clarkson

사우디를 포함한 OPEC 국가들과 러시아가 무리한 증산 경쟁을 종료하고 감산

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유가 약세로 인한 운임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화물선 시황도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어 주요 곡물 항로의 운임도 곧 

저점을 지나 회복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화물선 시장도 연료유가

도 모두 강력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므로, 곡물 운임도 당분간 낮은 

수준의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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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동향: 곡물 선물은 5월 22일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옥수수 -18.1%, 대두 

-12.8%, 소맥 -9.2%를 기록하였다. 4월 말 대비로도 옥수수 -0.8%, 대두 -2.5%, 소맥 

-2.9%를 기록하였다. 최근 러시아 등의 소맥 작황 우려 등에도, 미국 농무부의 5월 

WASDE 보고서에서 글로벌 곡물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한되며 전체적으로 조정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에 정치적 알력 재점화 우려 속에, 최근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에 

대한 기대로 반등했던 곡물 가격이 반락한 것도 가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곡물 전망: 1) 선진국들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 2) 글로벌 제약업체들의 코로나19 백

신 개발 가능성, 3)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도입과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회복

을 위한 정책적 지원 언급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상품 시장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 

다만 곡물 시장은 1) 미국 농무부 5월 수급 전망, 주간 Crop Progress 등을 통해 글로

벌 수급 우려는 제한적임을 확인한 점, 2) 미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美/中간 무역갈등 재

연 우려, 3) 가을 이후 코로나 재확산 우려 잔존 등이 곡물 가격 반등을 제한할 전망이다. 

에너지 동향: WTI 원유 선물 가격은 5월 22일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45.6%를 기

록하였다. 4월 후반까지는 1)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2) 미국 원유 선물 

시장 만기를 앞두고 현물인수도에 필요한 원유 저장시설 부족 문제로 패닉 셀링이 발생한 

점 등이 가격 급락 요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1) 미국의 원유 시추 설비 가동 

중단 움직임, 2)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 등으로 5월 22일 기준으로 WTI 원유선물 

가격은 4월 말 대비 +77.8%를 기록하며 급반등하였다. 

에너지 전망: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원유 감산 움직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 등으로 WTI 원유 선물은 추가 하락이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1) 가을 

코로나 재확산 우려, 2)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美/中간 무역 분쟁 재부각 가능성 등

은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를 둔화시키며 유가 선물 반등 폭을 제한할 요인이다. 따라서 향

후 이들 요인들로 인한 유가의 밴드권 움직임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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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닉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한 하락 경계 심리

표 1. 5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5월 22일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전년말比 (%) -18.1% -12.8% -9.2% -23.3% -6.9% -45.6%

전월말比 (%) -0.6% -2.5% -2.9% +0.6% -3.8%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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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전년말比 (%) -17.6% -10.5% -6.4% -23.7% -3.2% -69.4%

3월 말比 (%) -6.6% -3.5% -7.9% -1.9% -8.1% -8.9%

곡물 선물은 5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옥수수 -18.1%, 대두 

-12.8%, 소맥 -9.2%를 기록하며 하락하였다. 4월 말 대비로도 옥수수 -0.8%, 대

두 -2.5%, 소맥 -2.9%를 기록하였다. 최근 러시아 등의 소맥 작황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무부가 5월 12일 발표한 WASDE 보고서에서 글로벌 곡물 수급

에 대한 우려가 제한되며 전체적으로 조정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에 코로나 발생에 대한 책임론과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

급을 제한하는 무역분쟁 재점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에 대한 기대로 반등했던 곡물 가격이 반락한 것도 가격 조정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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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옥수수 선물 가격 일간 차트(출처: 삼성선물)

그림 2. 대두 선물 가격 추이 차트 (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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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oybean Meal 선물 가격 일간 차트 (출처: 삼성선물)

그림 4. 소맥 선물 가격 일간 차트 (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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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곡물 선물 가격 전망 

▮코로나 패닉에서 경제활동 재개로의 전환은 가격 급락 제한 요인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일본 정부들은 경제활동 재개로 정책 방침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경제 공황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최근 발표된 미국의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등의 세부 내역인 향후 전망 지수들을 보게 되면 심리 개선이 조

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최근 미국을 비롯

한 각국 증시와 원유, 구리 선물의 반등 폭이 확대되었다. 

지난 4월 전망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물론 과거 2008년 리먼 사태 경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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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점진적으로 시

장 우려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이 같은 견해는 여전히 유효하며, 실

제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은행도 이 같은 정책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5. 미국 S&P 500 mini 주가 지수 선물 차트 (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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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리 선물 일간 차트 (출처: 삼성선물, 연결선물 기준)

▮美 농무부 5월 WASDE 보고서: 글로벌 곡물 수급 우려는 제한적

지난 5월 12일 발표된 USDA의 5월 WASDE 리포트에서는, 미국의 2020/21년

도 곡물 기말재고율 전망치는 옥수수 22.4%(전년도 15.2%), 소맥 43.8%(同 

46.0%), 대두 9.4%(同 1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글로벌 2020/21

년도 기말재고율은 옥수수 29.2%(전년도 28.1%), 소맥 41.2%(同 39.4%), 대두 

27.3%(同 28.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들 전망치를 보면, 미국의 대두 기말재고율 하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

으나, 반면 글로벌 대두 기말재고율은 27.3%로 글로벌 수급 우려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간 무역분쟁 우려가 미국 대선이 실시될 11월 초까지 

이어진다면 미국산 대두 가격의 상승 폭을 제한할 요인이다.   

▮미국 주간 Crop Progress 내용도 곡물 선물 가격 반등 제한 요인

지난 5월 17일 발표된 주간 Crop Progress 발표에 따르면, 옥수수의 파종 진척율

은 전주대비 13pt 상승한 80%를 기록하여 로이터 조사 전망치 평균인 81%는 하회

하였으나, 과거 5년 평균 71%, 전년동기 44%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아

율은 전주대비 19pt 상승한 43%로 5년 평균 40%, 전년동기 16%를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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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두의 파종 진척율은 전주대비 15pt 상승한 53%로 시장 전망 평균치인 

56%를 하회하였지만, 5년 평균치 38%, 전년동기 16%를 상회하였다. 또한 발아율

은 전주대비 11pt 상승한 18%로 5년 평균 12%, 전년동기 4%를 상회하였다. 따라

서 현재로서는 작황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며, 이는 옥수수와 대두 가격의 반등

을 제한할 요인이다.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美/中 무역분쟁 재연 우려

지난 4월 이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국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질책하는 한편, 2) 향후 

IT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및 관련 IT 기기 수출 제한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

인 하였다. 

실제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확산 초기에 親中 성향을 보이면서 신속한 

방역체계 구축에 실패하였다며, 향후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WHO에 

대한 자금지원을 영구히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5월 15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직접적인 결과

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기업이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성

명문을 발표했다. 

▮중국 전인대도 홍콩 보안법 초안 발표하며 양국간 정치적 알력 부각

5월 22일 개최된 중국 전인대 상무회의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제출하

여 중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선동이나 테러, 외부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처벌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

으로 同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홍콩에 대해 향후 

관세 혜택 등을 박탈할 수도 있으며, 중국에 투자한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홍콩

이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1)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로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

장에서는 최근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를 하회하는 여론조사 지지율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며, 2) 중국의 시진핑 주석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해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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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치적 입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올해 연말까지는 미/중간 외교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 동

안 시장에서 기대해왔던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산 곡물 수입에 나서는 것을 제약

할 요인으로 작용하며, 미국 곡물 선물가격의 반등을 제약할 부분이다. 

물론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파기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이나, 미국 대선 일정이 끝날 때까지 이 같은 양국간의 분쟁은 이어질 전망

이며, 이는 곡물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곡물 선물 전망 요약: 수급과 美/中 정치적 알력으로 가격 반등 제한

최근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 일본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고, 또한 모데나, 화이자를 비롯한 글로벌 제약업체들

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추

가적인 경기부양책 도입,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언급 등

을 감안할 때,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브라질 등 남반구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가을 이

후 북반구에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은 글로벌 경

제의 회복 속도를 제한할 요인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곡물 시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회복을 위한 중국 배싱(맹비난?)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곡물 

가격의 반등 폭을 제한하는 외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기상악화로 인한 수급 불안 요인이 부각된다면 언제든지 가격은 반등하겠

지만, 현재로서는 지난 5월 12일의 미국 농무부의 WASDE 수급전망 보고서, 그리

고 최근 5월 15일에 발표된 주간 Crop Progress 보고에서 나타났듯이, 글로벌 수

급 우려는 제한적이어서 미국산 곡물 가격의 반등 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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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선물 동향과 전망 

2.1 에너지 선물 동향: 감산 및 경제활동 재개 기대로 급반등 하였으나

표3. 5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5월 22일 종가 기준)

품목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전년말比 (%) -45.6% -51.5% -20.9% -38.7% -14.7%

전월말比 (%) +77.8% +18.3% -11.3% +31.8% +1.8%

표4. 4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4월 말 종가 기준)

품목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전년말比 (%) -69.4% -59.0% -10.8% -53.5% -16.2%

3월말比 (%) -8.9% -17.3% +19.2% +32.6% +5.2%

WTI 원유 선물 가격은 5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45.6%를 기록

하였다. 

4월 후반까지는 여전히 1)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부각, 2) 3월 

6일 OPEC 플러스 회의에서 추가 감산 합의 불발 후, 사우디가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마켓쉐어 확보 전쟁을 선언하며 가격 급락을 유도한 점, 3) 미국 원

유 선물 시장 만기를 앞두고 현물인수도를 할 경우, 필요한 원유 저장시설 부족 문

제가 부각되며 선물 매수 포지션 보유자들의 패닉 셀링이 발생한 점 등이 가격 급

락 요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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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WTI 원유선물 일간: 단기 폭락 후 경기 침체 우려 완화되며 반등 (출처: 삼성선물)

하지만 1) 사우디가 의도한 것처럼 채산성이 낮은 미국 셰일오일 생산업체들의 

각종 원유 시추 설비 가동 중단 움직임이 늘어나고, 2)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이 둔

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하면

서,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등, 5월 22일 기준으로 WTI 원

유선물 가격은 4월 말 대비 +77.8%를 기록하며 급반등한 상황이다. 

2.2 에너지 선물 전망

▮선진국들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은 유가 추가 하락 제한 요인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일본 정부들은 경제활동 재개 방침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공황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등의 향후 전망 지수들을 보게 되면 심리의 개선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실제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5.6%를 기록할 것으

로 예상하는 한편, 2021년에는 +4.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 

4월 전망치 +2.8% 대비 대폭 상향 수정하였다. 또한 실업률은 2분기에 15.1%를 

기록하고, 3분기에 15.8%로 고점을 기록한 후 4분기에는 11.5%로 하락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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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였다.

이 같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최근 유가는 급반등하였다. 특히 예

상치를 상회한 중국의 제조업 관련 지수와 중국의 4월 원유 정제 규모가 일평균 

1,310만 배럴로 3월 대비 11% 증가한 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미국

의 원유재고 감소 흐름, 5월 15일 발표된 미국의 원유 채굴 관련 Rig 숫자 추가 

감소 흐름 등도 유가 급반등에 힘을 보탠 요인들이다. 

물론 여전히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남아 있고, 브라질 등 남반

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여, 가을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유가의 추가 상승을 제한할 요인이므로 주

의가 필요하다. 

▮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움직임도 가격 급락 제한 요인

지난 4월 전망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마켓쉐어 전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

국과 러시아정부와 원유생산 기업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들 국가간의 감산 합의 이행이 원유 가격의 추가 하락을 제한할 요인인데, 

최근 들어 OPEC 플러스 국가들 가운데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등이 

합의보다 더 큰 규모로 감산하겠다고 공언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가 반등에 일조하

였다.  

지난 2014년의 원유 가격 전쟁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었기에 결국 사우디와 러시

아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감안한다면, 이들 국가들의 감산 공조 기대는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사우디 또한 각종 국가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며, 러시아도 유가 급락은 루블화 약세와 국내 경기침체 

우려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美/中 무역 분쟁 재연 우려로 원유 선물 가격은 밴드권 움직임 예상

앞서 곡물 시장 전망에서 언급했듯이, 美/中간 정치적 알력 부각 가능성은 유가 

선물 가격 반등 폭을 제한할 요인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중국 맹비난을 통해 지지율 회복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올

해 연말까지는 미/중간 외교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글로벌 경기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68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 사용량 증가 기대를 

제한할 부분이다. 

▮에너지 시장 전망 요약: 가격 지지 요인 부각. 단 추가 상승 폭도 

제한

최근 들어 선진국들위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 속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

고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도 확대되고 있어, 유가는 추가 하락이 제

한되며 단기 밴드권 진입을 예상한다. 특히 지난 3, 4월의 유가 급락에는 항공업

체와 셰일오일 생산업체들의 도산 가능성 부각에 따른 급격한 안전자산 선호 확대

도 일조하였는데,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은 회사채 매입을 언급하며 이 같은 신용불

안 확산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지난 4월 전망에서 언급하였듯이, Fed가 단기간 내에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

행하고, 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는 양적완화 조치

를 재도입함에 따라, 극단적인 기업부도에 대한 우려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이

며 이는 금융 및 상품 시장에는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다만 1) 브라질 등 남반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9월 

이후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2) 미국의 11월 초 대선

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 美/中간 무역 분쟁을 재부각시킬 

가능성 등은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를 둔화시키며 유가 선물 반등 폭을 제한할 요

인이다. 따라서 향후 이들 요인들로 인한 유가의 밴드권 움직임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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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은 지역별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구도가 정착하고 있다. 북미, 남미, 호주, EU 

등이 수출국인 반면에,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 등을 비롯하여, 중동, 남아시아, 아프

리카 등의 개도국이 수입국으로 분화하고 있다. 

곡물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용도로 소비된다. 즉 식용, 사료용, 연료용 등이다. 용도면

에서 볼 때, 곡물은 포식 상황의 식료(food) 보다는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사료(feed)의 역할

이 중시되어 왔다. 그리고 1991년 이후 옥수수를 중심으로 연료(fuel)로서의 역할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곡물이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어떤 축종을 생산하는가에 따라 소비량은 달라진

다. 즉 축산물 1kg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곡물을 옥수수로 환산하면, 쇠고기는 11kg, 돼

지고기는 7kg, 닭고기는 4kg, 계란은 3kg이 소요된다.1) 선진국의 곡물 소비량은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개도국의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료로서의 곡물수요는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구조이다. 

또한 축산물의 경우, 축종 간에도 사료 경합이 발생한다. 돼지고기에서 쇠고기로 소비가 

전환되면 그 만큼 사료곡물의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쇠고기나 돼지고기에서 닭고

기로 전환되면 사료곡물의 소비는 줄어든다.    

사료용 곡물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옥수수로 

특화되는 한편, EU에서는 밀, 보리, 귀리, 호밀 등 맥류로 특화되는 특징이 있다. 향후 관

심의 대상은 동아시아에서 과잉 기조에 있는 쌀의 사료화에 대해서도 주목할 점이다. 곡물

의 총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사료용의 비율은 현재 35% 정도이다. 앞으로 개도국을 중심으

로 소득 증가에 의한 육류 소비 증대가 함에 따라 사료용의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입국 입장에서 사료용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 사료곡물 가격의 안정화 등의 관

점에서, 세계 사료곡물의 수급동향이나 가격동향, 주요 생산국, 소비국, 수출국의 동향 등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도 중요한 관심사항이 된다. 

사료곡물：최근 수급동향과 장기 수요
김태곤(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 taegon555@naver.com

1) 일본 농림수산성이 일본의 사육방법을 근거로 하여 육류 1kg을 생산하는데 필요로 하는 곡물을 옥수

수로 환산한 비율이다(農林水産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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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곡물의 수급과 가격 동향

▮수급 동향

미국 농무부(USDA)가 발표한 2020/21년도 세계 곡물 및 대두에 관한 수급전망

에 의하면, 생산과 소비가 함께 증가하되, 생산이 소비를 상회하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즉 2020년 5월 현재 코로나 19의 영향은 거의 소멸한 것

으로 보인다<표 1>. 

  - 생산량：27.52 억 톤(전년대비 3.3% 증가) 

  - 소비량：27.06 억 톤(전년대비 2.2% 증가) 

  - 기말재고량：8.68 억 톤(전년대비 5.6% 증가)

  - 기말재고율：32.1%(전년대비 1.0%포인트 증가)

작물별 동향을 보면, 먼저 밀은 EU에서 수확면적과 단수의 감소, 미국에서 단

수 감소에 의한 감산이 예상되지만, 호주에서 최근 수년간의 한발에 의한 감산에

서 회복되고 있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에서 증산이 예상되어 사상 최고의 생

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량은 중국과 인도에서 증가하고, EU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말재고율은 41.2%로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

할 것으로 낙관한다.  

옥수수는 미국에서 수확면적 증가에 의한 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4억 톤을 상

회하고, 브라질, 우크라이나, 멕시코, 캐나다에서 증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량

은 미국, 중국, EU 등에서 증가한다.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7.9% 증가 전망이다. 

아시아에 집중하는 쌀의 세계 생산량은 태국과 중국에서 증산, 5.02억 톤이 생

산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 USDA. 2020. 5. 12.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2020년 5월 1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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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곡물 및 대두 수급동향과 전망(2020.5.1 기준)

      (억 톤)

2018/19 2019/20
(전망)

2020/21 (참고)
2012/13(예상) (전년대비)

전체
(곡물)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26.23
26.38
8.04

30.5%

26.64
26.47
8.21

31.0%

27.52
27.06
8.68

32.1%

3.3%
2.2%
5.6%
1.0

22.96
22.85
4.78

20.9%

밀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7.30
7.35
2.79

38.0%

7.64
7.49
2.95

39.4%

7.68
7.53
3.10

41.2%

0.5%
0.7%
5.1%
1.7

6.60
6.80
1.80

26.4%

옥수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11.23
11.43
3.21

28.1%

11.14
11.21
3.15

28.1%

11.87
11.62
3.40

29.2%

6.5%
3.7%
7.9%
1.2

8.99
8.77
1.45

16.5%

쌀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4.96
4.84
1.77

36.5%

4.94
4.90
1.80

36.8%

5.02
4.98
1.84

37.0%

1.7%
1.6%
2.1%
0.2

4.76
4.65
1.23

26.5%

대두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3.60
3.43
1.13

32.8%

3.36
3.48
1.00

28.8%

3.63
3.61
0.98

27.3%

7.9%
3.7%
-1.9%
-1.6

2.69
2.65
0.58

21.9%

  주：⑴ 곡물전체는 밀, 옥수수, 쌀, 잡곡(보리, 귀리, 호밀, 조, 수수)의 합계임. 대두는 곡물에 포함되지 않음. 

      ⑵ 밀은 밀과 밀가루의 합계임.

      ⑶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소비량) ×  100 임.

      ⑷ 곡물년도는 북반구, 남반구,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미국은 밀은 (6～5월), 옥수수(9～8월), 쌀(8～7월), 

대두(9~8월)임. 

      ⑸ 기말재고율의 전년대비는 %포인트 차이임. 

      ⑹ 참고란의 2012/13년은 최근 수급이 가장 긴박했던 연도임. 

자료：USDA(2020.5.12)

한편 대두는 세계 생산량은 미국에서 수확면적 증가에 의한 증산, 브라질과 아

르헨티나에서도 증산이 예상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다.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감소한 사료 수요가 다시 회복함에 따라 소비

량은 증가하여,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격 동향 

밀 가격은 시카고상품거래소 4월말 현재 부셀(bu)당 5 달러 전반을 기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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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급이 긴박했던 2012년 8월에 9달러를 상회한 적도 있으나, 최근 3년간은 5 

달러 전후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옥수수는 미국에서 재배의향조사에서 예상을 상회한 점, 원유가격 하락에 의한 

에탄올 수요 감소, 코로나 19의 영향에 의한 미국 내 축산업 조업정지 등의 요인으

로 가격은 하락하여, 4월말 현재 부셀 당 3달러로 떨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최저 

수준이다. 2012년은 8달러를 넘어선 적도 있다. 

쌀은 톤 당 556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3) 2012년 가격 수준에 접근

하고 있다.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가뭄에 의한 공급량 감소, 코로나19의 영향에 의

한 사재기, 베트남의 수출할당량 설정 등의 요인으로 4월 상순 톤당 590 달러를 

기록한 적이 있다. 5월 이후 베트남이 수출할당량을 해제함에 따라 약간 하락하는 

경향이다. 

대두는 4월말 현재 부셀 당 8달러 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최저 수준이

다. 2020년 1월 이후 남미의 풍작 전망, 4월 이후 브라질의 수확 개시, 미국산의 

수출 감소,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미국 축산업의 조업정지 등의 영향이다. 2012년

은 17 달러를 넘어선 적이 있다. 

곡물가격은 2000년대에 들어와 사료용이나 연료용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

급부족의 요인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되어 2012/13년에는 폭등한 바가 있다. 이후 

현재까지는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와 최근 3년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

다. 

▮코로나19의 영향

또한 2020년 초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수출국의 일시적인 수출제한 조치로 

인하여 가격 상승이 있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세르비

아, 인도, 베트남 등에서 밀･밀가루나 쌀에 대한 일시적인 수출제한이 있었다(日

本農業新聞. 2020년 4월 3일). 그러나 그 영향은 곡물시장을 교란할 정도는 아니

었다. 2020년 5월 현재 주요 생산국의 공급 증가에 의해 쌀을 제외하고는 가격안

정을 회복하고 있다. 특히 사료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옥수수의 경우 생산량이 소

비량을 상회하여 기말재고량이 증가하는 한편, 가격은 전년에 비해 약간 하락하고 

있다<표 2>.  

3) 태국 국가무역거래위원회의 2020년 5월 제1주 수요일 FOB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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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코로나 19 발생 전후간의 가격비교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5월 제1주말)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 5월 제1주말)

밀(달러/bu)
옥수수(달러/bu)

쌀(달러/톤)
대두(달러/bu)

5.22
3.12
556
8.47

4.28
3.63
425
8.30

  주：시카고상품거래소 가격이며, 쌀은 태국국가무역거래위원회 가격.

자료：日本農林水産省(2020. 5). 

2. 사료곡물의 수급동향과 전망

▮사료용 곡물의 지역성

곡물의 용도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다. 식용, 사료용, 연료용 등이다.4) 그동안 

연료용(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이 제3의 수요로서 곡물가격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이오 연료는 ‘이산화탄소 중립적’이어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 ‘재생가능’하

다는 특징에서, 주요 국가(미국, 브라질, EU, 일본, 중국, 인도 등)는 대폭적인 증

산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이것이 곡물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최근 석유

가격 하락이나 대체연료 개발 등에 의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사료용 곡물은 옥수수와 맥류이다. 미국과 남미에서는 주로 옥수수가 사료용으

로 이용되고, EU에서는 밀, 보리, 귀리, 호밀 등 맥류를 사료용으로 이용한다. 이

렇게 지역별로 구분된 배경에는 높은 단수에 의한 공급과잉이 있다. 과잉 작물을 

사료용으로 전환하되, 단수 증가와 기술 진보 등의 영향이 가세하여 특화하고 있

다.  

사료곡물의 주요 생산국은 미국, 중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고, 수출국

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EU 등이다. 

4) 미국의 옥수수를 보면(2020년), 전체 소비량 중에서 사료용이 37.1%이고, 연료용이 35.0%, 식용(착

유용) 등이 14.3%로서 국내에서 소비 또는 재고로 처리되고, 13.5%가 수출된다. 이것이 2029/30년

에는 총소비량 4.05억 톤 중에서 연료용 35.9%, 사료용 39.7%를 계획하고 있다(USD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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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곡물의 주요 수입국은 EU, 멕시코, 일본, 중국, 한국 등이다. 우리나라도 

사료용 곡물을 2018년 1,052만 톤 정도 수입하는 등 소위 사료곡물 수입 1,000만 

톤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가격의 안정화는 이제 축

산농가의 경영안정이나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표 3>. 

표 3. 한국의 사료곡물 수입량(2018년)

수입량(만 톤)

옥수수
밀

대두
기타
합계

779
146
100
27

1,052

                   주：대두는 착유용겸 사료용임.

                 자료：농림축산식품부(2019).

▮사료용 곡물의 소비량

가축의 사료는 ‘조사료’와 ‘농후사료’로 구분된다. 조사료는 건초나 사일리지 등

으로 단백질량은 적지만, 초식동물인 소에게는 소화기능을 안정화시키는 필수 사

료이다. 농후사료는 옥수수, 수수, 밀, 보리 등 곡물로서 충당되며, 에너지나 단백

질량이 풍부하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의하면, 곡물의 소비량을 용도별로 보면(2020년), 아시아에

서 주로 생산되는 쌀은 전량 식용으로 소비된다. 밀은 식용 등이 82%, 사료용이 

18%로서 주로 식용으로 소비되지만 EU에서는 사료용 비율이 높다.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옥수수는 식용･연료용 등이 37%, 사료용이 

63%이다. 특히 미국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사료용 비율이 높은 편이

다. 기타 곡물(보리, 귀리, 호밀, 수수, 조 등)은 대체로 식용 등이 41%, 사료용이 

59%로 추이한다. 

그리고 대두는 곡물로 분류되지 않아서 별도 항목으로 발표한다. 용도별로는 식

용 등이 6%, 대두유로 가공되는 것이 87%, 그리고 직접적인 사료용이 7% 정도이

다. 대두의 경우는 대두유로 가공되고 남은 대두박도 대부분(99%)이 사료용으로 

사용된다.  



쌀
(4.95억톤)

밀
(7.48억톤)

옥수수
(11.56억톤)

기타
(보리,수수등)
(2.92억톤)

식용, 연료용 등(공업용, 종자용) 
19.98억톤(65%)

사료용
10.69억톤(35%)

대두
(3.61억톤)

대두박

100% 82% 18% 63%37% 41% 59%

87%

6%

100%

1% 99%

대두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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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년도 세계 곡물 및 대두 소비량은 30.67억 톤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료용으로 소비되는 것이 10.69억 톤으로, 총소비량의 3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작물별로 그 내역을 보면, 옥수수 7.29억 톤을 비롯하여, 

밀 1.37억 톤, 대두 0.27억 톤(대두박 제외), 보리나 수수 등의 기타 곡물 1.72억 

톤이다<그림 1> <표 4>.  

그림 1. 작물별 사료용 곡물의 소비율(2020.5)

  주：사료용 곡물의 소비량 전망(2020년).

자료：USDA(2020.5.12) 등을 참고로 필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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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작물별 사료용 곡물의 소비량(2020년)

소비량(억 톤) 사료용(억 톤) 비율(%)

  밀
  옥수수

  기타 곡물
  대두
  합계

7.48
11.56
2.92
3.61
30.67

1.37
7.29
1.72
0.27
10.69

18
63
59
7
35

자료：<그림 1>.

▮사료용 곡물의 장기 수요

사료용 곡물의 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일본 미츠이물산전략연구소(三井物産戦略

研究所)의 분석에 의하면, 2050년 곡물 수요량은 2013년 대비 식용 등은 1.12배, 

사료용은 1.62배, 합계 1.33배 증가할 것으로 시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곡

물 수요는 사료용이 주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표 5>.   

표 5. 사료용 곡물(밀･옥수수)의 장기 수요(2050년)

2013년(실적) 2050년(시산)

수량
(억톤)

용도별비율
(%)

수량
(억톤)

2013년 대비
(배)

식육수요 2.91 - 4.72 1.62

밀･옥수수 생산량
   사료용
   식용등

17.05
6.97
10.08

100
41
59

22.64
11.30
11.34

1.33
1.62
1.12

주：⑴ 밀･옥수수의 용도별 수요는 2013년 생산량에 차지하는 사료용 소비량의 비율을 ‘사료용’으로 하고, 나머지

는 ‘식용등’으로 하였음.    

⑵ 사료용은 식육수요와 동일 신장률로, 식용 등은 식용곡물의 신장률로 각각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음.

⑶ 1인당 식육소비량의 상한을 미주･호주에서는 120kg, 그 이외 지역은 80kg으로 설정하였음. 

⑷ 탄성치(1인당 식육소비량 변화율/1인당 실질GDP 변화율)는 최근 5년간 각국 실적을 사용하였음(단지 탄

성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0으로 처리). 

자료：三井物産戦略研究所(2017.12).          

향후 옥수수와 밀에 의한 사료용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과

연 생산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한다. 곡물의 공급 증가는 

‘경지면적’과 ‘단수’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경지면적은 남미나 사하라 이남의 개도국에서는 확대가 예상되지만,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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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축소하는 경향이다. 그래서 2050년 경지면적은 2013년에 비해 5% 정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2013년 15.8억 ha에서 2050년 16.6억 ha). 

그래서 2050년까지 곡물 공급량을 1.33배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경지면적 5% 

확대를 전제한다면, 단수를 1.27배(=1.33/1.05)로 높여야 한다. FAO와 OECD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7년 농업전망에서는 2026년까지 10년간은 연 1% 증가가 가

능하다고 하지만, 2050년의 장기가 되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단수 신장률이 정체하고 있다. ha 당 단수가 5톤을 넘어서는 

국가에서는 단수 증가가 매우 낮은 단계로 들어간다. 고품질 종자나 화학비료 등

의 추가 투입으로는 더 이상 단가 증가가 곤란하다는 의견이다(三井物産戦略研究

所. 2017. 12).

3. 요약 및 전망

곡물가격은 수입국의 식량문제뿐 아니라 농업 관련 산업, 축산업, 식품산업에 

이르는 등 광범위한 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화의 전개에 따라 주요 기

업이나 국가는 곡물시장에 높은 관심을 가진다.   

곡물시장에서의 대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즉, 바이오 에탄

올 등 연료용 수요가 미국을 비롯하여, EU, 일본, 중국 등에서 대폭 확대되고 있

다. 또한 인구 증가와 소득 향상 등을 배경으로 중국과 인도 등에서 수요 증대가 

전망된다. 

향후, 곡물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수출국, 수입국), 시장 간(식료용, 연료용, 사

료용), 산업 간(농업, 공업)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특히 사료용 곡물

의 장기 수요는 식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축산

업에 있어서는 원료확보대책이나 원가절감대책 등이 경영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

다. 이러한 가운데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2019년 중앙1호 문건에서 미맥 등의 곡물 자급이 국가의 중요 과제로 제

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2월 5일 발표한 1호 문건에서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

하여 농산물 수요에 적합한 수입을 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나 코로나19 등의 충격에 대응하여, 곡물･채소･육류 등은 수입도 포함

한 안정적인 공급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연간 1,300만 톤 정도의 사료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사료곡물 자급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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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하기 위하여 현재 공급 과잉인 쌀의 사료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쌀 농업은 논

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단수가 높은 품종을 보급하면 조사료인 볏짚과 사료

곡물을 동시에 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배합사료 가

격안정제도, 사료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곡물 가격 면에서는 2020년 5월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은 사료곡물 시장에서는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하락하는 기조이

다. 중국을 비롯하여 수요 감소가 지적되고 있어 가격 하락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

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는 한(2050년), 식육 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의 

수급은 긴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입국 입장에서는 사료곡물의 주요 생산

국, 소비국, 수출국, 수입국 등에 관한 동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고, 사료곡물

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사료의 품질 향상, 사료곡물의 가격안정

제도나 비축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사료곡물：최근 수급동향과 장기 수요

79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2019. �양정자료�.

日本農林水産省. 2020.5. ｢米国農務省穀物等需給報告｣.

日本農林水産省. 2005. ｢知ってる？日本の食料事情｣.

農畜産業振興機構. 2020.5. �畜産の情報� 2020年 5月号(https://www.alic.go.jp/joho-c/jo

ho05).

三井物産戦略研究所. 2017.12. ｢世界の穀物需給の行方｣. 戦略研レポート.

日本農業新聞. 2020년 4월 3일.

USDA. 2020.5.12.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USDA. 2020.2.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Part 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선물시장의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한 곡물 거래전략 83

<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1편) 호주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103

(제2편) 호주 낙농업 현황과 업계의 M&A 진행 상황 140

(제3편) 호주 육우산업의 환경 정책과 육우농가의 대응 163

(제4편)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환경의 변화와 TPP11 협정의 영향 195





선물시장의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한 곡물 거래전략

83

선물시장의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한 곡물 거래전략

윤병삼(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5)

1. 베이시스(Basis)와 곡물거래

베이시스(basis)는 어느 지역의 현물가격과 특정 결제 월의 선물가격 간의 차이

를 의미한다. 즉, 

베이시스(b) = 현물가격(S) - 선물가격(F)  

현물가격(옥수수) $4.00/bu

선물가격(12월물) $4.20/bu

베이시스(basis) -$0.20/bu

위의 예에서는 현물가격이 12월물(DEC) 선물가격보다 ￠20(= $0.20)만큼 더 

낮다. 이 경우 곡물 트레이더들은 베이시스가 “20 under(off) December”라고 표

현한다. 

현물가격(옥수수) $4.15/bu

선물가격(12월물) $4.00/bu

베이시스(basis) +$0.15/bu 

반대로 위의 예에서는 현물가격이 12월물(DEC) 선물가격보다 ￠15(= $0.15)만

큼 더 높다. 이 경우 곡물 트레이더들은 베이시스가 “15 over(on) December”라고 

표현한다. 

* bsyoon@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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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시스는 선물가격을 기준으로 표현되며,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에 비해 얼마

나 할인(discount) 또는 할증(premium)된 상태인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베이시스

는 선물가격을 특정 지역의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지역화(localizing)하는 역

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베이시스는 지역의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직

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첫째는, 보유비용 또는 재고유지비용(carrying charges)

으로, 여기에는 보관료, 보험료,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수송비용으로 

바지선(barge), 철도, 해상운임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해당 지역의 수급상황으

로, 곡물의 품질, 가용 재고량, 소요량, 지역 날씨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는, 

상･하차비 등의 취급비용, 중간상인의 이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마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베이시스도 그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예컨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가 위치한 일리노이(Illinois) 지역의 

옥수수 베이시스가 –30 Dec에 형성되는 반면 멕시코 만(Gulf of Mexico) 지역(예

컨대, Louisiana의 New Orleans)의 옥수수 베이시스는 +40 Dec에 형성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두 지역 간에는 거리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존재한다. 지역적

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수송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베이시스

도 상승(증가)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곡물을 

유인해오려면(끌어오려면), 그만큼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베이

시스도 커지게(상승하게) 된다.

해당 지역 현물시장의 수급상황도 베이시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

이다. 어느 지역에 곡물 부족현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현물가격은 선물가격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현물가격에서 선물가격을 뺀 베이

시스는 음(-)의 값일 경우 그 절대값이 더 작아지거나 양(+)의 값일 경우에는 그 

절대값이 더 커지게 된다. 즉, 베이시스가 강화(상승; strengthening basis)된다. 

베이시스가 강화되면 매도자는 더 높은 가격에 곡물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베

이시스의 강화는 곡물의 매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대로 어느 지역에 곡물 수요가 부진하거나 대량의 곡물이 공급될 예정이라면, 

해당 지역의 현물가격은 선물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된다. 이 경우 

현물가격에서 선물가격을 뺀 베이시스는 음(-)의 값일 경우 그 절대값이 더 커지

거나 양(+)의 값일 경우에는 그 절대값이 더 작아지게 된다. 즉, 베이시스가 약화

(하락; weakening basis)된다. 베이시스가 약화되면 매입자는 더 낮은 가격에 곡



선물시장의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한 곡물 거래전략

85

물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의 약화는 곡물의 매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

한다. 

<그림 1>부터 <그림 3>은 곡물 수출항이 위치한 멕시코 만(Gulf of Mexico) 지

역에서 지난 200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형성된 옥수수, 대두 및 소맥의 베

이시스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그림에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이가 베이시

스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 현물가격이나 선물가격이 큰 폭으

로 변동했던 것에 비해 베이시스는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왔다. 이와 같이 베

이시스는 현물가격이나 선물가격에 비해 훨씬 더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된 변

동 패턴을 보인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림 1. Gulf of Mexico의 옥수수 베이시스(2000년 1월~2020년 3월)

자료 : CME Group, “Gulf Basis Update - Corn, Soybeans, and Wheat”, updated April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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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ulf of Mexico의 대두 베이시스(2000년 1월～2020년 3월)

자료 : CME Group, “Gulf Basis Update - Corn, Soybeans, and Wheat”, updated April 1, 2020. 

그림 3. Gulf of Mexico의 소맥 베이시스(2000년 1월～2020년 3월)

자료 : CME Group, “Gulf Basis Update - Corn, Soybeans, and Wheat”, updated April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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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곡물의 가격을 표시할 때 단위당 얼마의 가격으로 호가(呼價)하는 이른

바 ‘flat price’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예컨대, 쌀 10kg 한 포대에 29,000원과 같

은 식이다. 

반면 미국의 곡물 유통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직접표시방법보다는 선물가격을 기

준으로 하여 베이시스로 표시하는 간접표시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예컨대, ‘12월

물 옥수수 선물가격이 $3.75/bu일 때 5,000 부셸(bu)의 옥수수를 -15 Dec(￠15 

under December)에 구매하였다’와 같은 식이다. 여기서, -15 Dec의 베이시스를 

flat price로 바꾸어 표현하면, 옥수수 구매가격은 선물가격보다 ￠15(=$0.15) 낮

은 $3.60/bu이 된다.

곡물 트레이더들의 전형적인 거래방식은 베이시스의 호가(呼價)를 통해서 이루

어진다. 즉, 트레이더들은 곡물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입호가(bid)에 해당하

는 매입베이시스(buy basis)를 제시하는 한편, 곡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도호가(offer)에 해당하는 매도베이시스(sell basis)를 제시한다. 

그리고 매입베이시스와 매도베이시스의 차이가 바로 수익의 원천이 된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곡물 트레이더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시스 트레이더(basis 

trader)라고 할 수 있다. 곡물 트레이더들의 매매 의사결정은 궁극적으로 베이시

스의 변동에 기초하는 것이지 곡물의 가격 변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곡물 트레이더가 12월물 옥수수 선물가격이 $3.75/bu일 때 5,000 부셸

(bu)의 옥수수를 -15 Dec(￠15 under December)에 구매하였다가, 백투백

(back-to-back) 거래로 -10 Dec(￠10 under December)에 다시 판매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베이시스 거래를 flat price로 바꾸어 표현해보면, 옥수수 5,000 부

셸(bu)을 $3.60/bu에 구매하였다가 $3.65/bu에 판매한 것이 된다. 결국 이 거래

를 통하여 ￠5/bu(= $0.05/bu)의 수익(총수익 $250 = $0.05/bu × 5,000 bu)을 

올린 셈이다.

여기서, 베이시스 -15 Dec는 매입베이시스(buy basis), 그리고 베이시스 -10 

Dec는 매도베이시스(sell basis)가 된다. 그리고 매입베이시스와 매도베이시스 간

의 차이는 ￠5/bu(= $0.05/bu)이다. 

곡물 매매가격의 차이와 베이시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둘 다 모두 ￠5/bu(= 

$0.05/bu)로 동일하다. 결국 곡물거래에서 매매가격의 차이가 베이시스의 차이로 

바꾸어 표현되었을 뿐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

요컨대, 곡물거래는 베이시스로 시작해서 베이시스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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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곡물거래의 요체(要諦)는 보다 낮은(lower), 즉 보다 약한(weaker) 베이시

스에 곡물을 구매하여 보다 높은(higher), 즉 보다 강한(stronger) 베이시스에 곡

물을 판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곡물의 매도베이시스가 매입베이시스보다 더 

높아야, 즉 더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일반 상거래에서 상품을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 이익이 발생하는 것과 전적으로 동일하다.   

2. 베이시스(Basis)의 기록 및 활용

어느 시점에 형성되고 있는 베이시스 호가(呼價)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것

인지 또는 낮은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베이시스 기록을 참조하는 것

이 필요하다. 곡물가격은 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베이시스는 급격하게 변

화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베이시스 패턴에 기초하여 미래의 

베이시스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베이시스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일은 현물가격 수준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에 대비하여 헤징할 때 전반적인 헤지성과(hedging performance)

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베이시스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본인의 거래상

대방이 제시하는 베이시스 또는 현물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급받는다. 현물가격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선물가격을 차감하여 베이시스로 환산한다. 여기서, 거래상대

방은 곡물 엘리베이터, 트레이더, 가공업자, 공급사 등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베이시스를 기록하는 주기도 일일 단위 또는 주간 단위가 될 수 있다. 주간 단위

로 베이시스를 기록할 경우는 보통 주간의 중간 날, 즉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 하루

를 정하여 베이시스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베이시스를 기록하는 방법도 표, 차트 등 매우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지

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Excel 스프레드시트(spread sheet)를 이용하는 방법일 것

이다.

<표 1>은 아이오와(Iowa) 지역에서 주간 단위로 옥수수 베이시스를 기록한 사

례를 보여주고 있다. 베이시스는 최근월물을 기준으로 한 베이시스뿐만 아니라 원

월물들을 기준으로 한 베이시스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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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옥수수 주간 베이시스(weekly basis) 기록의 사례

(단위 : $/bu, Iowa 기준)

월/주간 12월물(Dec) 3월물(Mar) 5월물(May) 7월물(Jul)

10월

1주 -0.39 -0.48 -0.52 -0.55 

2주 -0.39 -0.48 -0.51 -0.55 

3주 -0.33 -0.42 -0.47 -0.51 

4주 -0.37 -0.47 -0.52 -0.56 

11월

1주 -0.35 -0.44 -0.49 -0.52 

2주 -0.32 -0.41 -0.46 -0.50 

3주 -0.30 -0.38 -0.44 -0.47 

4주 -0.28 -0.36 -0.41 -0.45 

12월

1주 -0.26 -0.36 -0.42 -0.45 

2주 -0.24 -0.32 -0.39 -0.43 

3주 -0.30 -0.36 -0.41 

4주 -0.30 -0.37 -0.41 

5주 -0.30 -0.37 -0.42 

1월

1주 -0.29 -0.35 -0.40 

2주 -0.29 -0.34 -0.38 

3주 -0.28 -0.34 -0.37 

4주 -0.29 -0.34 -0.37 

2월

1주 -0.28 -0.34 -0.37 

2주 -0.28 -0.34 -0.36 

3주 -0.28 -0.33 -0.35 

4주 -0.28 -0.32 -0.34 

3월

1주 -0.28 -0.30 -0.31 

2주 -0.31 -0.32 -0.33 

3주 -0.31 -0.32 

4주 -0.31 -0.33 

5주 -0.33 -0.34 

4월

1주 -0.33 -0.35 

2주 -0.33 -0.34 

3주 -0.31 -0.33 

4주 -0.31 -0.32 

5월

1주 -0.33 -0.30 

2주 -0.34 -0.29 

3주 -0.26 

4주 -0.27 

6월

1주 -0.27 

2주 -0.27 

3주 -0.26 

4주 -0.27 

5주 -0.29 

7월
1주 -0.40 

2주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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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주간
12월물(Dec) 3월물(Mar) 5월물(May) 7월물(Jul)

Avg Max Min Avg Max Min Avg Max Min Avg Max Min

10월

1주 -0.27 -0.03 -0.43 -0.36 -0.15 -0.53 -0.41 -0.11 -0.60 -0.45 -0.04 -0.67 

2주 -0.26 -0.02 -0.44 -0.35 -0.12 -0.54 -0.40 -0.06 -0.60 -0.44 0.01 -0.67 

3주 -0.29 -0.10 -0.45 -0.38 -0.09 -0.54 -0.43 -0.03 -0.63 -0.46 0.04 -0.71 

4주 -0.29 -0.08 -0.46 -0.38 -0.10 -0.55 -0.44 -0.07 -0.64 -0.47 0.00 -0.71 

11월

1주 -0.27 -0.05 -0.46 -0.36 -0.08 -0.55 -0.41 -0.04 -0.62 -0.44 0.06 -0.70 

2주 -0.25 -0.03 -0.46 -0.34 -0.07 -0.55 -0.39 -0.04 -0.62 -0.43 0.06 -0.69 

3주 -0.23 0.00 -0.45 -0.31 -0.03 -0.52 -0.36 0.01 -0.59 -0.39 0.13 -0.66 

4주 -0.21 0.00 -0.42 -0.28 -0.04 -0.51 -0.34 -0.01 -0.57 -0.37 0.09 -0.65 

12월

1주 -0.18 0.02 -0.36 -0.27 -0.05 -0.47 -0.33 -0.04 -0.54 -0.37 0.04 -0.62 

2주 -0.16 0.01 -0.37 -0.24 -0.03 -0.44 -0.31 -0.04 -0.51 -0.35 0.02 -0.58 

3주 -0.22 0.00 -0.42 -0.29 -0.04 -0.48 -0.33 -0.01 -0.56 

4주 -0.22 0.01 -0.40 -0.28 -0.02 -0.46 -0.33 0.00 -0.54 

5주 -0.21 0.02 -0.38 -0.27 -0.01 -0.44 -0.32 0.02 -0.51 

1월

1주 -0.20 0.03 -0.37 -0.26 0.01 -0.43 -0.30 0.06 -0.50 

2주 -0.19 0.05 -0.36 -0.24 0.06 -0.43 -0.28 0.13 -0.50 

3주 -0.19 0.02 -0.37 -0.25 0.01 -0.44 -0.28 0.09 -0.51 

4주 -0.19 0.02 -0.37 -0.24 0.02 -0.45 -0.28 0.11 -0.52 

2월

1주 -0.19 0.04 -0.38 -0.25 0.03 -0.46 -0.28 0.11 -0.53 

2주 -0.20 0.05 -0.39 -0.25 0.04 -0.47 -0.28 0.14 -0.54 

3주 -0.19 0.08 -0.42 -0.24 0.10 -0.49 -0.27 0.20 -0.56 

4주 -0.19 0.09 -0.41 -0.23 0.14 -0.48 -0.25 0.26 -0.55 

3월 1주 -0.19 0.02 -0.40 -0.21 0.18 -0.47 -0.22 0.37 -0.53 

위의 <표 1>에서 결제월간 베이시스의 차이는 곧 결제월간 스프레드가 된다. 예

컨대, 10월 첫째주에 12월물(Dec) 기준 베이시스는 -0.39이고, 3월물(Mar) 기준 

베이시스는 -0.48이다. 두 베이시스 간의 차이는 0.09로, 12월물과 3월물 간의 

스프레드가 $0.09/bu(= ￠9/bu)임을 나타낸다. 

이를 수식화하면, 12월물 기준 베이시스는 (S - 12월물)이고, 3월물 기준 베이

시스는 (S - 3월물)이 된다. 따라서 두 결제월간 베이시스의 차이는 [(S - 12월물) 

- (S – 3월물)] = (3월물 - 12월물), 즉 3월물(MAR)과 12월물(DEC) 간의 스프레

드가 된다.  

표 2. 과거 5년간 옥수수 주간 베이시스(weekly basis) 기록의 사례

                                                        (단위 : $/bu, Iowa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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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주간
12월물(Dec) 3월물(Mar) 5월물(May) 7월물(Jul)

Avg Max Min Avg Max Min Avg Max Min Avg Max Min

2주 -0.20 0.00 -0.38 -0.21 0.21 -0.45 -0.22 0.39 -0.53 

3주 -0.20 0.21 -0.44 -0.22 0.39 -0.51 

4주 -0.21 0.16 -0.42 -0.23 0.31 -0.49 

5주 -0.22 0.08 -0.41 -0.23 0.27 -0.48 

4월

1주 -0.20 0.16 -0.40 -0.23 0.28 -0.48 

2주 -0.20 0.16 -0.39 -0.21 0.34 -0.46 

3주 -0.19 0.18 -0.39 -0.20 0.33 -0.45 

4주 -0.20 0.15 -0.39 -0.21 0.35 -0.44 

5월

1주 -0.22 0.02 -0.38 -0.19 0.38 -0.44 

2주 -0.23 -0.05 -0.38 -0.18 0.41 -0.44 

3주 -0.16 0.45 -0.43 

4주 -0.16 0.44 -0.43 

6월

1주 -0.16 0.43 -0.43 

2주 -0.16 0.45 -0.48 

3주 -0.16 0.49 -0.47 

4주 -0.16 0.47 -0.46 

5주 -0.19 0.33 -0.44 

7월
1주 -0.29 -0.13 -0.43 

2주 -0.33 -0.13 -0.46 

<표 2>는 <표 1>과 같은 방식으로 매년 베이시스를 기록하여 지난 5년 동안 축

적된 베이시스의 평균(Avg), 최저값(Min) 및 최고값(Max)을 보여주고 있다. 

곡물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과거 3년 내지 5년 동안 축적된 베이시스 기록을 많

이 사용한다. 이러한 베이시스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호가되고 있는 베이시스가 

과거의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인지 또는 낮은 수준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현재의 베이시스가 과거의 최저값 또는 최고값 중 어느 것에 근접한 것인지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수준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과거의 베이시스 기록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지난 몇 년간의 베이시스 평균치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및 경험에 달려 있다. 일반

적으로 3년 평균치, 4년 평균치, 5년 평균치, 그리고 5년간의 베이시스 중 최고값 

및 최저값을 제외한 나머지 3년간의 평균치, 이른바 ‘올림픽 평균(Olympic 

average)’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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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베이시스 기록을 활용하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자. 10월 첫째주에 

산지 인근의 엘리베이터(elevator)에서 옥수수를 -40 Dec(￠40 under December)

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한다면, 이 오퍼(offer)를 수용할 것인가? 

지난 5년간의 베이시스 기록을 살펴보면, 평균이 -0.27(￠27 under December), 

최고값(Max)이 -0.03(￠3 under December), 그리고 최저값(Min)이 -0.43(￠43 

under December)이었다. Elevator가 제시한 매도베이시스(sell basis) -40 Dec

는 지난 5년간의 베이시스 중 최저값에 근접할 만큼 매우 낮은(약한) 수준이다. 따

라서 엘리베이터(elevator)가 제시한 오퍼(offer)를 받아들여 옥수수를 구매한다

면, 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 해에 걸친 베이시스 기록을 보유할 경우의 이점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 

연도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올 봄의 파종기에 예년보다 

강우량이 많아 옥수수 파종이 지연되었다면,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던 해의 베이

시스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의 베이시스 추이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한 곡물거래

과거의 베이시스에 대한 정보는 곡물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매우 다양하게 이

용될 수 있다.

3.1. 예상매도가격(ESP) 및 예상매입가격(EBP)의 산출

베이시스 정보는 미래의 예상매도가격(expected selling price; ESP) 또는 예상

매입가격(expected buying price; EBP)을 계산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매도헤지

를 통한 순매도가격(NSP; net selling price)은     로 계산되는 한편, 

매입헤지를 통한 순매입가격(NBP; net buying price)은     로 계산된

다. 즉, 헤지를 시작하는 현재시점의 선물가격()에다 헤지를 종료(청산)하는 시

점의 베이시스()를 합산하여 계산된다. 

우리는 헤지를 시작하는 현재시점에서 을 미리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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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의 추정치, 즉 을 구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예상매도가격

    및 예상매입가격    을 계산해 낼 수 있다. 즉, 

예상 가격(expected price) = 선물가격(futures price) + 예상 베이시스(expected basis)

여기서, 예상 베이시스, 즉 의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과거 3년 또는 

5년간의 베이시스 평균이 자주 활용된다. 

예컨대, 어느 대두 농가가 대부분의 대두를 10월 셋째 주에 판매한다고 가정하

자. 5월 15일 현재 11월물 대두 선물계약은 $9.75/bu에 거래되고 있다. 베이시스 

기록을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10월 셋째 주에 형성되었던 11월물 대두 선물 기

준 베이시스의 평균은 -25 Nov($0.25 under November)이다. 그리고 현재의 대

두 수급상황은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대두의 예상 매

도가격(ESP)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5월 15일의 
11월물 대두 선물가격

+ 10월 셋째 주의
예상 베이시스

= 예상매도가격
(ESP)

$9.75/bu -$0.25/bu = $9.50/bu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 Y사료회사는 2월 1일 현재 6월 첫째 주에 구매

할 옥수수에 대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현재 7월물 옥수수 선물

계약은 $3.80/bu에 거래되고 있다. 베이시스 기록을 살펴보니, 지난 5년간 6월 첫

째 주에 형성되었던 7월물 옥수수 선물 기준 베이시스의 평균은 +25 Jul($0.25 

over July)이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옥수수의 예상매입가격(EBP)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월 1일의 
7월물 옥수수 선물가격

+ 6월 첫째 주의 
예상 베이시스

= 예상 매입가격
(EBP)

$3.80/bu +$0.25/bu = $4.05/bu

예상 매도가격(ESP) 또는 예상 매입가격(EBP)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은 새

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10월 현재 어느 곡물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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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터(elevator)가 농가로부터 1년 후에 판매할 대두에 대한 매입호가(bid)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시기상 아직 1년이나 넘게 남았기 때문

에 인근의 엘리베이터(elevator)나 트레이더들도 아직 매매호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변에 참조할 만한 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베이시스 기록을 살펴본 결과, 지난 5년간 10월에 형성

되었던 11월물 대두 선물 기준 베이시스가 평균 –20 Nov($0.20 under 

November)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년도 11월물 대두 선물가격에다 예상 베이

시스(expected basis) -20 Nov를 합산한 결과, 대두의 예상매입가격(EBP)이 도

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엘리베이터(elevator)는 자신의 이윤 폭을 좀 더 가미하

여 농가에게 –22 Nov($0.22 under November)의 매입 베이시스(buy basis)를 제

시하였다. 대두 농가가 이 베이시스를 수락할 경우 엘리베이터(elevator)는 소중

한 거래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3.2. 현물 매매호가(Bid-Offer)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

베이시스 정보는 현물에 대한 매입(bid) 또는 매도(offer) 호가를 그대로 받아들

일 것인지, 아니면 선물로 헤지한 다음 베이시스가 향상되기를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곡물을 판매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구매자의 매입(bid) 제의를 수락할 것

인지, 아니면 매입 제의를 거부하고 매도헤지를 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에 베

이시스 정보를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상황>

5월 1일 옥수수 파종에 들어간 농가가 올해 수확할 옥수수의 판매계획을 미리 

세우고자 한다. 인근의 엘리베이터(elevator)에 문의한 결과, 11월 15일까지 옥수

수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3.95/bu의 매입가격(bid)을 제시하고 있다. 당일 12월물 

옥수수 선물은 $4.35/bu에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엘리베이터

(elevator)가 제시하는 현물 매입가격을 받아들여 옥수수를 판매할 것인가?

<거래전략>

엘리베이터(elevator)가 제시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을 이용하여 베이시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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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결과, 베이시스는 -40 Dec($0.40 under December)가 된다($3.95 - 

$4.35 = -$0.40). 지난 3년 동안 축적해온 베이시스 자료를 검토한 결과, 11월 초

에 형성되었던 12월물 옥수수 선물 기준 베이시스의 평균은 -30 Dec($0.30 

under December)이다.

엘리베이터(elevator)가 제시한 베이시스 -40 Dec는 과거 3년간의 베이시스 평

균 -30 Dec에 비해 무려 ￠10나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베이시스가 강화될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엘리베이터(elevator)의 매입가격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기로 한다. 

다만, 현재의 옥수수 선물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선물계약을 

매도하여 헤지(short hedge)하기로 한다. 현재 상황과 같이 베이시스가 이례적으

로 낮다(약하다)는 것은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세, 바꾸

어 표현하면,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강세라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현물이 약세인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 현물을 매도하기 보다는 강세인 선

물을 매도하여 헤지한 다음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 베이시스가 보다 강화

될(상승할) 때 옥수수를 판매하는 한편 선물계약을 환매하여 헤지를 청산하기로 

한다. 

<결과>

매도헤지를 시행할 경우 예상매도가격(ESP)은 다음과 같다.

5월 1일의 
12월물 옥수수 선물가격

+ 11월 초의 
예상 베이시스

= 예상 매도가격
(ESP)

$4.35/bu -$0.30/bu = $4.05/bu

매도헤지를 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순매도가격(NSP)에 영향을 미

칠 유일한 변수는 실제로 실현되는 베이시스와 예상 베이시스 간의 차이다. 만약 

옥수수를 판매하고 아울러 매도헤지를 청산하는 시점에 실제 실현되는 베이시스가 

예상 베이시스보다 높다면(강하다면), 순매도가격(NSP)은 예상 매도가격(ESP) 

$4.05/bu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만약 실제 베이시스가 예상 베이시스보

다 낮다면(약하다면), 순매도가격(NSP)은 예상 매도가격(ESP) $4.05/bu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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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만약 엘리베이터(elevator)의 매입호가(bid)가 $3.95/bu이 아니라 

$4.15/bu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12월물 옥수수 선물가격 $4.35/bu을 기준으로 

베이시스를 계산해보면, -20 Dec($0.20 under December)가 된다. 베이시스 

-20 Dec는 과거 3년간의 베이시스 평균 -30 Dec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강한) 

수준이다. 이것은 엘리베이터(elevator)가 매입하겠다고 제시한 옥수수 현물가격

이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엘리베이터(elevator)의 매입

호가(bid) $4.15/bu를 받아들여, 올해 수확할 옥수수의 일부 물량이라도 분할해서 

판매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다.

다음으로, 곡물을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판매자(공급자)의 매도 제의(offer)

를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 제의를 거부하고 매입헤지(long hedge)를 할 것인

지에 관한 의사결정에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상황>

9월 1일 현재시점에서 내년 1월 초에 인도될 옥수수를 구매하고자 한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공급사들로부터 현물 매도호가(offer)를 제시받아 비교해

본 결과, 가장 유리한 가격은 $3.85/bu이다. 그리고 내년 3월물 옥수수 선물은 

$3.65/bu에 거래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사가 제시하는 현물 매도

가격을 받아들여 옥수수를 구매할 것인가?

<거래전략>

공급사가 제시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을 이용하여 베이시스를 계산한 결과 베

이시스는 +20 Mar($0.20 over March)가 된다($3.85 - $3.65 = +$0.20/bu). 지

난 5년 동안 축적해온 베이시스 자료를 검토한 결과, 1월 초에 형성되었던 3월물 

옥수수 선물 기준 베이시스의 평균은 +8 Mar($0.08 over March)이다. 공급사가 

제시한 베이시스 +20 Mar는 과거 5년간의 베이시스 평균 +8 Mar에 비해 무려 

￠12나 더 높은(강한)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베이시스가 약화될(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공급사의 매도 제의(offer)를 그냥 넘겨버리기로 한다. 

다만, 향후 옥수수 가격이 상승할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옥수수 선물

계약을 매입하여 헤지(long hedge)하기로 한다. 현재 상황과 같이 베이시스가 이

례적으로 높다(강하다)는 것은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강

세, 바꾸어 표현하면,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세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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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물이 강세인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 현물을 매입하기 보다는 상대적으

로 약세인 선물을 매입하여 헤지한 다음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 베이시스

가 보다 약화될(하락할) 때 옥수수를 구매하는 한편 선물계약을 전매하여 헤지를 

청산하기로 한다. 

<결과>

매입헤지를 시행할 경우 예상매입가격(EBP)은 다음과 같다.

9월 1일의 
3월물 옥수수 선물가격

+ 1월 초의 예상베이시스
= 예상매입가격

(EBP)

$3.65/bu +$0.08/bu = $3.73/bu

마침내 12월 15일에 이르러 베이시스가 +6 Mar($0.06 over March)까지 약화

되는(하락하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베이시스 +6 Mar는 예상 베이시스 +8 

Mar보다도 낮은 수준이므로 지체 없이 옥수수를 구매함과 더불어 3월물 옥수수 

선물을 전매하여 헤지를 청산한다. 

당일의 3월물 옥수수 선물가격은 $3.95/bu이고, 옥수수 구매가격은 선물가격에 

베이시스를 더한 $4.01/bu(= $3.95/bu + $0.06/bu)이 된다.

이제 매입헤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현된 순매입가격(NBP)을 계산해보도록 하

자. 궁극적으로 옥수수를 구매한 가격은 $4.01/bu이고, 선물거래를 통한 이익은 

$0.30/bu(= $3.95/bu - $3.65/bu)이다. 따라서 옥수수 순매입가격(NBP)은 

$3.71/bu(= $4.01/bu - $0.30/bu)이 된다. 실현된 순매입가격(NBP)은 공급사가 

제시한 가격 $3.85/bu보다 무려 $0.14/bu나 낮아진 가격이다. 

표 3.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한 매입헤지(long hedge)의 결과

날짜 현물시장(S) 선물시장(F) 베이시스(b)

9월 1일 $3.85(short) $3.65(long) +$0.20

12월 15일 $4.01(long) $3.95(short) +$0.06

손익 -$0.16 +$0.30 =-$0.14

순매입가격 $3.71/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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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옥수수 순매입가격(NBP) $3.71/bu이 예상매입가격(EBP) $3.73/bu보

다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매입헤지를 청산하는 시점에 실제로 실현

된 베이시스 +$0.06/bu가 예상 베이시스 +$0.08/bu보다 $0.02/bu만큼 더 낮아

졌기(약화되었기) 때문이다.    

3.3. 곡물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결정

곡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매입호가(bid), 그리고 곡물을 판매하려

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매도호가(offer)가 제각각 다르듯이, 매매호가에 반영되어 

있는 베이시스 수준도 제각기 다르다. 곡물의 구매자 입장에서는 여러 판매자(공

급자)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약한) 베이시스를 제시하는 판매자(공급자)를 선택하

는 것이 당연히 가장 유리하다. 반대로 곡물의 판매자 입장에서는 여러 구매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강한) 베이시스를 제시하는 구매자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유리하다.

3.4. 곡물의 구매, 판매 및 저장 여부에 대한 결정   

곡물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판매자가 제시한 베이시스가 과거의 베이시스 평균

치보다 낮으면 곧바로 현물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판매자가 제시한 

베이시스가 과거의 베이시스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으면 곧바로 현물을 구매하기

보다는 선물을 매입하여 헤지(long hedge)한 다음 베이시스가 하락하기를(약화되

기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곡물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구매자가 제시한 베이시스가 과거의 베이시스 

평균치보다 높으면 곧바로 현물을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구매자가 제시

한 베이시스가 과거의 베이시스 평균치보다 훨씬 더 낮으면 곧바로 현물을 판매하

기보다는 선물을 매도하여 헤지(short hedge)한 다음 베이시스가 상승하기를(강

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앞서 다루었던 것처럼, 베이시스 테이블에서 결제월간 베이시스의 차이는 

곧 결제월간 스프레드가 된다. 선물가격 스프레드는 현재 시장에서 곡물을 기꺼이 

구매하려고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곡물을 저장할 것을 권고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신호를 곡물의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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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프레드가 곡물의 저장비용보다 작다면, 이것은 지금 시장에서 곡물을 원

하고 있으니 판매하라는 신호가 된다. 반대로 만약 스프레드가 곡물의 저장비용과 

같거나 오히려 크다면, 이것은 곡물을 판매하기보다는 저장할 것을 권고(권유)한

다는 시장의 신호(market signal)가 된다.

예컨대, 1월 15일에 지난 5년간의 베이시스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옥수수 3월

물과 5월물 간의 평균적인 스프레드가 ￠8/bu(= $0.08/bu)이었다. 즉, 5월물이 3

월물에 비해 평균 ￠8/bu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었다. 한편 현재 옥수수 3월물과 

5월물은 ￠6.5/bu(= $0.065/bu)의 스프레드에 거래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에서 옥수수를 저장할 것인가 또는 판매할 것인가?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스프레드는 과거의 평균적인 스프레드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시장에서 추가적인 저장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된다. 따라서 당일 옥수수를 판매하는 것을 고려해볼만하다. 

한편, 만약 베이시스가 저장비용을 충당할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할(강화

될) 것이 예상된다면, 옥수수 판매를 유보하고 매도헤지에 들어갈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과거의 베이시스 자료를 보유하고 현재의 시장 상황과 비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곡물의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산

임에 틀림없다.

3.5. 헤지 시 결제월의 선택에 대한 결정

선물시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어느 한 결제월이 다른 결제월에 비해 특

이하게 더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마케팅 목적에 따

라 가장 유리한 결제월을 선택하여 헤지를 실행할 수 있다.

예컨대, 11월 1일에 공급사로부터 5,000 부셸(bu)의 옥수수를 $3.48/bu에 구매

하였다고 하자. 당일 12월물 옥수수 선물은 $3.53/bu에 거래되고 있는 한편, 내년 

3월물 옥수수 선물은 $3.62/bu에 거래되고 있다. 옥수수의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매도헤지를 하고자 할 때, 어느 결제월을 이용하여 헤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각각의 선물가격을 기준으로 베이시스를 계산해보면, -5 Dec($0.05 under 

December)와 -14 Mar($0.14 under March)가 된다. 저장비용과 과거의 베이시

스 패턴을 고려해본 결과, -5 Dec의 베이시스도 그런대로 괜찮지만, -14 Mar의 

베이시스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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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매도헤지에서는 베이시스가 강화될수록(상승할수록) 순매도가격

(NSP)이 더 높아져서 보다 유리해지게 되는데, 3월물 기준 베이시스가 강화될(상

승할) 여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월물을 이용하여 헤지하기 보다는 3월물을 이용하여 헤지를 하고 베

이시스가 강화되기를(상승하기를) 기다린다. 이후 베이시스가 예상한 수준까지 강

화(상승)되는 시점에 옥수수를 판매함과 아울러 3월물 선물을 환매하여 헤지를 청

산한다.

3.6. 헤지의 시행 여부, 개시시점 및 청산시점에 대한 결정

곡물의 매입자는 현재 시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베이시스(매입자 입장에서 볼 때 

매입베이시스)가 과거의 베이시스 수준보다 크게 높을(강할) 경우 현물을 바로 구

매하기 보다는 매입헤지를 한 다음 베이시스가 하락(약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과거의 베이시스 정보는 매입헤지를 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를 결정하

는 기준을 제공한다. 일단 매입헤지를 시행한 다음에는 베이시스가 예상한 수준, 

즉 과거의 베이시스 평균 수준으로 하락(약화)할 경우 매입한 선물을 전매하여 헤

지를 청산한다. 이와 같이 과거의 베이시스 정보는 언제 매입헤지를 청산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기준도 아울러 제공한다.

한편, 곡물의 매도자는 현재 시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베이시스(매도자 입장에서 

볼 때 매도베이시스)가 과거의 베이시스 수준보다 크게 낮을(약할) 경우, 현물을 

바로 판매하기 보다는 매도헤지를 한 다음 베이시스가 상승(강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과거의 베이시스 정보는 매도헤지를 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를 결정하

는 기준을 제공한다. 일단 매도헤지를 시행한 다음에는 베이시스가 예상한 수준, 

즉 과거의 베이시스 평균 수준으로 상승(강화)할 경우 매도한 선물을 환매하여 헤

지를 청산한다. 이와 같이 과거의 베이시스 정보는 언제 매도헤지를 청산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기준도 아울러 제공한다.

요컨대, 과거의 베이시스 정보는 헤지의 시행 여부 및 시점, 즉 헤지를 할 것인

가 말 것인가, 그리고 언제 헤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아울러 

베이시스 정보는 헤지의 청산 시점, 즉 언제 헤지를 청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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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 제공한다. 그 외에도 과거의 베이시스 정보는 매우 이례적인 베이시스가 형

성될 경우 이를 이익 실현의 기회로 바꾸거나 또는 손실을 회피하는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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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호주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허 덕 *

김수연 **

1. 서론

호주가 곡물 생산 대국이기도 하지만, 축산 대국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호주에서 축산이란 주로 소(牛) 산업이다. 여기에서 소 산업이란 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육우산업과 우유 및 유제품을 목적으로 하는 낙농을 주로 일컫는다. 

호주가 세계의 축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하지만, 호주 국내 

사정으로 인해 축산물 생산량이나 수출량의 변동이 심하다. 여기 말하는 국내 사

정의 대부분은 기상조건에 의한 생산 변동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2008년 

이후 2020년 2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뭄1)과 산불2) 그리고 홍수3) 등의 영

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huhduk@krei.re.kr 

** KREI 연구원, 축산관측 담당자, sykim0722@krei.re.kr

1) 2018년도 호주의 가뭄은 400년만의 가뭄이라고 일컬을 만큼 심각했으며, 2019년도에도 가뭄이 계속 

이어졌다. 2018년도 호주 가뭄은 호주 동부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목초 생육악화에 따라 낙농가들이 

사육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강하고, 도축되는 암소 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감소폭이 확

대되었다(출처: ‘호주, 가뭄 영향으로 7월 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4.2% 감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11월호). 2019년 후반기부터 2020년 2월 10일 현재에는 동부지역 최악의 홍

수로 가뭄에 이은 산불 또는 들불 확산을 진정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출처: 한국

경제신문 2020년 2월 10일자 기사, ‘호주, 산불 가니 홍수 피해…12만 가구 정전’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21028057)

2) 언론에서는 호주 ‘산불’로 자주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들불과 산불 모두 해당한다. 

3) 2011년도 호주에서는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었으며, 2019년도에 이어 2020년 2월 현재에 이르기까

지 홍수의 피해도 적지 않다. 2020년 2월 8일에도 뉴사우스웨일즈주를 중심으로 한 호주 동부에서 

홍수가 다시 발생하였다. 이 홍수도 22년 만의 최악 폭우로 홍수피해로 고심하고 있는 호주 시드니

에 물이 불어나고, 시드니 북부에 위치한 나라빈 라군(Lagoon･석호)에서는 불어난 물을 따라 석호 안

으로 들어온 듯한 상어가 목격되어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시드니는 2020년 2울 8일(현지시

간)부터 주말 이틀 동안 400㎜의 비가 쏟아졌다. 이는 보통 2달 동안 내리는 비의 양으로 2011년 최

악의 홍수보다 크고,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내린 최악의 폭우로 기록되었다.(출처: 나우뉴스 2020년 

2월 8일자 기사, ‘최악 홍수, 시드니서 바다에서 떠밀려온 ‘상어’ 포착’, https://nownews.seoul.co.kr/

news/newsView.php?id=202002106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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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축산업은 경종에 비해 기상조건의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기상조건의 영향은 축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는 오히려 기상조건의 

영향을 가축의 먹이가 되는 곡물을 통해 나타나는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지난 2019년 3월에는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

S)4) 주최로 호주의 생산자가 최근의 뉴사우스 웨일스(NSW)주 가뭄과 퀸즈랜드

(QLD)주 홍수 피해에서 어떻게 벗어나, ‘향후 10년간 1,000억 호주 달러 규모(8조 

1,000억 엔=85조 500억 원)의 산업’이라는 목표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

장방법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이 글에서는 호주가 2018년도 이후 2020년 초반까지 겪었던 가뭄과 산불 그리

고 이어진 심각한 홍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서6), 이러한 기후적 영향이 호주의 

축산부문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7). 

다만, 이 글에서는 아직 호주 산불 관련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선은 가뭄(旱魃)과 홍수의 영향에 국한하여 축산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8). 특히, 현재 입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2019년 3

월 당시 논의되었던 주제 중 호주의 쇠고기, 우유, 유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의 수

급전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본다9). 이어 호주의 축산업 회복을 위해 수립한 방

법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 본다.  

이 글 중 특히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호주의 연도는 7월~이듬해 6월이며 환율

은 1호주 달러=850.5원(2019년 3월 말일 TTS-달러 환율 80.64엔=850.5원10)), 1 

미국 달러=1,176원(2019년 3월 말일 TTS-달러 환율 111.99엔=1,176원)을 적용하

였다. 또한, 각 주의 약칭에 대해서는 <그림 1>과 같이 표기한다. 또한 ABARES의 

4) 농업 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조직이며, 농축산물의 수급전망과 생

산자 경영동향 등 정보를 수집, 분석, 공표하고 있다. 

5) ABARES 사무국장인 스티브 해트 필드 도트 박사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임.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Federation)이 ‘2030년까지 호주 농축산업을 1,000억 호주 달러 규모

의 산업’이란 목표를 가리키며, 호주 정부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6) 호주의 기상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

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호(2020년 4월호)를 참조 바란다. 

7) 호주 육우산업에 한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호(2020년 4월호)를 참조 바란다. 

8) 호주 산불의 영향에 대해서는 정보가 입수 되는대로 원고를 작성하여 본 지에 게재하고자 한다. 

9) 이 원고에는 2019년 3월 이후 발생한 가뭄이나 산불 그리고 홍수의 영향을 감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 동향과 전망임을 밝혀둔다. 2019년 3월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도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원고를 작

성하여 본지에 게재하고자 한다.

10) 원/엔 환율은 10.5원=1엔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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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은 통상의 기상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림 1. 호주의 행정구분

2. 호주의 최근 기상상황

본격적으로 축산물 수급 동향과 향후 전망을 하기에 앞서, 최근 호주의 기상상

황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2019년 11월 중순에는 호주의 밀 벨트 거의 전체가 건조한 날씨여서 밀, 보리, 

캐놀라의 작황상태에 좋았다. 건조한 날씨가 성숙 중인 동계작물 품질 유지에 도

움이 된 반면, 가뭄으로 황폐해진 동호주지역에서는 면화와 수수 작황 전망이 계

속적으로 좋지 않았다. 게다가 뉴사우스웨일즈(NSW)와 퀸즈랜드(QLD) 남부에서 

산불이 번져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다.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요인일 

것이다. 

당시의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동호주에서는 평년 수준이었지만, 남호주(SA주)

11) 호주의 최근 기상상황에 대해서는 본 지 허 덕 외, ‘주요 곡물 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해외곡물

시장동향｣ 2020년 1호(2월호)에 게재한 부분에서 호주부분만을 뽑아 요약･정리한 것이다. 2020년 2

월 이후의 기상에 대해서는 본지 지난 호(2020년 9권 2호)와 이번 호(2020년 9권 3호)의 이충식,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을 참조하길 바란다.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06

는 평년보다 1∼2°C 낮았으며, 최고 기온은 20°C 대∼ 30°C 정도로 약간 높은 수

준이었다. 하지만, 서호주(WA주)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C 높아 동계작물 

성숙과 건조를 도왔다. 

11월 중하순에는 밀 벨트 대부분에서 2주 연속 건조한 날씨로 밀, 보리, 캐놀라

의 성숙과 수확을 촉진하고 있었다. 동호주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 면화

와 수수 조기 수확량 전망이 여전히 좋지 못했다. 서호주는 기온이 평년 수준, 남

호주(SA주)와 동호주는 평년보다 2∼4°C 높았다. 주요 산불지역인 남부와 동부에

서는 주 중간에 최고 기온이 낮은 섭씨 40도 대까지 올라갔는데, 뜨거운 날씨가 

강풍과 결합되면서 동계작물 건조를 촉진하기는 하였으나, 험악한 산불을 더욱 부

채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1월 말에는 서호주와 남동호주에서는 대체로 날씨가 건조하여 밀, 보리, 캐놀

라의 건조와 수확 작업에 유리하였다. 밀 벨트 내 다른 곳들에서는 약간의 비로 뉴

사우스웨일즈 북부와 퀸즈랜드 남부 일부의 가뭄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 하

지만 수확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밀과 기타 동계작물들에 미치는 영

향은 극히 적었다. 이듬해 초까지도 파종이 이루어지는 수수의 경우, 추가 파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호주의 대부분 지역의 심각한 장기 

가뭄을 종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12월 초순에는 동호주에 산발적 소나기가 내려 면화와 수수 생육에 도

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 지역에도 많은 부분에는 장기 가뭄이 계속되어, 생장 중인 

하계작물들에는 건조현상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동호주에서는 동계 곡류와 유지

작물들 수확이 계속되었다. 밀 벨트 내에 있는 남호주와 서호주는 전체적으로 건

조하여 동계작물 건조를 도와, 밀, 보리, 캐놀라 수확이 촉진되었다. 

12월 초･중순에는 퀸즈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해안구역 광범위한 지

역에 내린 소나기로 가뭄이 다소 해갈되었지만, 내륙 깊숙한 주요 하계작물 재배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이 지역의 면화, 수수, 기타 하계작물 수확량 

전망치는 계속 좋지 못했다. 

하지만, 밀 벨트 내 다른 곳에서는 밀과 기타 동계작물 수확이 촉진되었다. 서호

주의 남쪽 먼 곳, 남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에는 수확작물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밀 수확은 종결된 상태였다. 산불과 관련된 금지령 때문에 빅토리아에서

는 수확이 중단되었다고 전해졌다. 그렇지만 날씨가 뜨겁고 건조해서 대부분 지역

에서는 오히려 수확시기를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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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에는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남퀸즈랜드와 뉴사우스웨일

즈 북부의 건조지 하계작물은 상태가 대체로 불량하였다. 하계작물 재배 초기이기

는 하지만, 동호주의 많은 곳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장기 가뭄은 계속되고 있

었다. 밀 벨트 내에 있는 남호주와 서호주는 건조하여 동계작물 수확작업이 끝나

가는 상태였다.

12월 말에도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남퀸즈랜드와 북뉴사우스웨일즈의 날씨가 계

속 건조하여 면화, 수수, 기타 하계작물 수확량 전망이 계속 좋지 않았다. 기온은 

높은 30°C 대에서 낮은 40°C 대여서 하계작물의 증발 손실량이 높게 유지되었다. 

역으로 남호주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마지막 동계작물 수확에 도움이 되었지만, 

서부 일부에는 소나기가 잠깐 내려 야외작업을 일시 정지되기도 하였다. 

2019년 12월 말~2020년 1월 초순에는 남퀸즈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에서 국지

성 소나기로 표토 수분이 일부 보충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하계작물 전망에 

대한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뜨겁고 바람 부는 날씨로 장기 가뭄의 영향은 더

욱 악화되어, 면화와 수수의 상태가 계속 나쁜 상태였다. 더욱이 산불 또는 들불은 

시골 동호주 일부 등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2020년 1월 초순에도 퀸즈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의 가뭄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다. 지나가는 소나기는 가뭄으로 떨어진 면화, 수수 및 기타 하계작물 수확량 

전망치를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주 후반에는 다소 시원한 날씨로 산불이 

남호주와 동호주에 국한되는 모습을 보였다.

산불은 2020년 2월 초에 내린 비로 진압되었으나 하계작물 주요 재배지의 가뭄

은 해갈되지 않았다. 2020년 2월 중순 기준 평균 표토 수분은 평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2019/20년 하계작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된다.

3. 쇠고기 수급 동향과 전망

3.1 육우 사육두수

2014년 이후 가뭄에 따라 호주의 육우 사육두수는 암소를 중심으로 한 도태에 

의해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7년에는 기상조건 회복으로 증가세로 돌아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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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2018년에는 호주의 축산 주산지12)인 퀸즈랜드주(QLD) 및 뉴사우스웨일

즈주(NSW)를 중심으로 20년만의 광범위한 가뭄이 발생하였다. 그 영향으로 암소

를 중심으로 도축두수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소 사육두수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

다. 2019년 호주의 소 사육두수는 2,240만 두로 전년 대비 5.9%가 감소하여, 

2000년 이후 2번째로 적은 두수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2). 

그림 2. 호주의 소 사육두수 동향과 전망

2019년에도 기상조건의 악화로 소 사육두수는 감소하고, 쇠고기 생산량, 수출

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성우 도축두수가 가뭄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였다

는 사실 때문이었다.

소 사육두수는 2019년 7월에 예측하였던 수치와 같은 2,600만 두(전년 대비 

7.3% 감소)로 상당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축두수의 경우에는 주

요 육용우 생산지역에서 발생하였던 가뭄으로 암소의 출하보류가 증가하면서, 

2019년 7월 예측에서는 다소 상향 조정하여 840만 두(전년 동기대비 6.7% 증가)

로 상당한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12) 호주 전체 소 사육두수 중 QLD 주에서 전체의 46.6%, NSW주에서 21.2%를 차지하며, 이 두 주에

서 67.8%를 사육하고 있다. 호주의 가축 사육분포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

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 <그림 3>을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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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쇠고기 생산량도 237만 6,000톤(전년 동기대비 3.8% 증가)으로 다소 증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도 많은 생산자가 기상조건 회복에 따

른 사육두수 확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때, 소 사육두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

으로 내다보았다. 

육우 사육두수는 기상과 소 거래가격에 크게 좌우된다. 때문에, 2025년 6월 말 

시점에서 소 사육두수는 2019년 대비 7.7% 늘어난 2,410만 두로 보고 있다. 하지

만, 과거 30년간의 추세를 감안하면 상하 10%(±10%) 정도의 범위에서 증감할 가

능성이 있다고 한다. 

3.2 도축두수, 쇠고기 생산량 

2018/19년도에는 가뭄에 따라 암소를 중심으로 도태가 진행되면서 육우 도축두

수는 838만 두(전년도 대비 5.8% 증가)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

림 3).

그림 3. 도축두수 및 쇠고기 생산량 추이와 전망

주 1: 각 년도 6월말 시점

   2: 2019년은 추정치, 2020년 이후는 예측치

자료: ABARES

도축두수의 내역을 보면, 숫소는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30만 4,000마리

였고, 암소는 전년 동기보다 14.4% 증가한 33만 8,000마리로 전년 동월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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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두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암소의 비율은 52.7%로, 2018년 4월 이후 그 해 

11월을 제외하고는 암소 도축비율이 50%를 넘어 번식 암소 도태에 따른 축군 축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2019년 소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도축두수의 경우에는 주요 육용우 

생산지역에서 발생하였던 가뭄으로 암소의 출하보류가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10.0% 증가한 870만 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쇠고기 생산량도 235만 2,000톤(전년 대비 5.1% 증가)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많은 생산자가 기상조건 회복에 따른 사육두수 확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때,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0년 2월 초까지 지속

된 가뭄으로 1분기 소 사육두수는 감소하나, 쇠고기 생산량 및 수출량은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부터 지속된 가뭄과 산불의 영향으로 성우 도축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호주통계국(ABS)13)에 따르면, 2020년 1월 성우 도축두수는 퀸즈랜드 주 중심

(QLD 및 뉴사우스웨일즈 주(NSW))으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한 암소 및 숫소 도태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64만 3천 마리를 기록하였다(그림 4).

그림 4. 호주 성우 도축두수 추이

자료: 호주통계국(ABS)

도축두수는 2018/19년도에는 가뭄에 따라 암소를 중심으로 도태가 진행되면서 

838만 두(전년도 대비 5.8% 증가)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5).

13)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홈페이지 http://www.ab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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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축두수 및 쇠고기 생산량 추이와 전망

2019년 12월 10일 ABARES의 ‘Agricultural Commodities’에서는, 2019/20년

도(7월~이듬해 6월) 쇠고기 수급 전망을 발표14)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9/20년도 소 총사육두수는 그동안 가뭄의 영향에서 축군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암소를 중심으로 도태를 계속, 2,350만 두(전년도 대비 5.4% 감소)로 다소 감소하

여, 1990년대 초반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총 소 사육두수 감소

로 소 도축두수는 841만 두(3.4% 감소), 쇠고기 생산량은 225만 9,000톤(3.9% 감

소)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2019/20년도에는 도축두수 감소에 따라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지만, 그 뒤에는 도축두수 증가 및 암소도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저하됨에 

따라 1마리당 도체중(屠體重)이 증가함으로써 쇠고기 생산량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5).

쇠고기 수출 물량은 쇠고기 생산량의 감소로 116만 톤(전년대비 5.0% 감소)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수출 대상국별로 보면, 중국 수출 물량이 지난 전

망(2019년 9월)보다 상향 조정되었다. 그동안 호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던 일

본과 순위가 바뀌어, 2019/20년도에는 중국이 최대의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14)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홈페이지(www.alic.go.jp)의 축산-해외정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1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

향｣ 2020년 4월호 <그림 14>와 관련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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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우 가격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소 사육농가로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를 조기에 출

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수소 이외에도 농가가 경영을 안

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 보유하려고 하였던 암소마저 출하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소는 수소에 비해 체중이 다소 가벼운데, 비교적 무게가 가벼운 암

소의 출하 증가에 따라 1두당 도체중은 284.2kg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

에 비해 0.4% 감소한 것이며, 당시 쇠고기 생산량(지육기준)은 20만 3,968톤(전

년 동기대비 8.4% 증가)이 되었다.

한편, 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도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꼽

는다. ABARES는 ‘Agricultural Commodities’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1

분기까지 쇠고기 국제 및 국내 거래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아시아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많은 국가에서 돼지고기 공

급이 부족하게 되어,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돼지고기 대신 쇠고기로 육류 수요가 대체되는 현상으로 호주의 거래 가격은 쇠

고기 1kg당 500호주 센트(전년 대비 12.1% 상승, 1호주 달러=79엔 기준, 395엔

=4,147.5원)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6. 육용우 가축시장에서의 평균 거래가격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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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육용우가축생산자사업단(MLA)16)에 의하면, 2019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심각한 사료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감소되

어 사육하던 축군(畜群)이 줄었기 때문에, 역대적으로도 업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해인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 해외의 호주 축산

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 호주 내의 쇠고기 가격은 안정세를 이루고 있었다. 가뭄으

로 목초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고 목초비육업자의 수요가 낮아지게 되면서, 호주에

서 육우 거래가격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EYCI 가격17)이 2019년 3월 12일 기준

으로 소 도체중 1kg당 385호주 센트(304엔=3,192원)로 떨어졌는데, 이는 2014년 

12월 이후 최저가였다. 하지만, 빅토리아 주에 내린 강우로 이후 상승세로 전환, 

수 주 내에 500호주 센트(395엔=4,147.5원)를 상회하게 되었다(그림 7). 

그림 7. 최근 EYCI 가격 추이

16) Meat & Livestock Australia 약칭 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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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동부지구 미성숙우 지표가격(Eastern Young Cattle Indicator). EYCI는 호주의 일반 소시장을 나타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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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의 소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소만 포함된다. 여기에는 도살, 축사보충, 또는 로트피딩 등의 용도

로 구입한 소가 포함된다. EYCI는 MLA/SFE(호주축산공사/시드니 선물교환 소 선물계약)의 근거로

도 사용된다.(출처: 일본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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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강우로 8월에는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고, 11월에도 

국제적으로 늘어난 수요를 배경으로 호주의 쇠고기 가격이 약간 상승하였다. 하지

만, 그 때에도 500호주 센트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19년 12월 18

일 기준으로 EYCI 가격은 483 호주 센트(382엔=4,011원)를 기록하였다. 

한편, 국제시장에서는 대미 가공용 쇠고기가격(90CL, FAS18))를 중요한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이 가격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1kg당 968호주 센트(765엔

=8,032.5원)로 정점을 찍었다. 그 뒤에도 928호주 센트(733엔=7,695.5원)를 기

록하는 등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 육우･쇠고기 생산의 흐름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육우, 쇠고기 생산의 흐름도(이미지) 

18) 90CL(케미칼린)은 적육률(赤肉率 90%의 가공용 쇠고기 벌크 팩, FAS는 호주의 항구의 선측도(船側

渡) 가격(price of alongside the ship) 또는 본선인도가격이라고도 한다. 선박이 접안되어 있는 육지 

부두와 접한 선박의 부분이나 선박과 접한 육지부분. 해운실무에서는 화물이 선측으로 넘어왔을 때 

또는 선측에서 넘어갈 때 누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는지에 따라 가격조건이 결정되며, 그러므로 

‘선측’은 가격조건의 분기점이 된다.(출처: 선박항해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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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쇠고기 수출

호주는 쇠고기를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시장에 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호

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많은 일본이나 한국은 목초비육에 의한 쇠고기보다는 곡물

비육 쇠고기를 선호하고 있다19). 이에 먼저 호주에서 쇠고기 수출을 위한 사육의 

형태인 곡물비육장(feedlot)20)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곡물비육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의 사육두수는 2019년 9월 기준

으로 볼 때 7분기 연속 100만 두를 넘는다. 호주 곡물비육장협회(ALFA21))와 호주

식육가축생산자사업단(MLA)은 분기마다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곡물비육

장 사육두수 조사 결과(2019년 7~9월)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9

년 9월 말 곡물비육장 사육두수는 111만 9,329두(전년 대비 0.7% 감소)로 2016년 

10~12월 조사 때 이후 11분기 만에 전년 동기를 하회하기는 하였지만, 7분기 연속 

100만 두를 넘어섰다.

또 2019년 7~9월 곡물비육 소의 도축두수는 77만 두로 전년 동기에 비해 3.0%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의 곡물비육 소가 도축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곡물

비육 소 도축두수 증가 이상으로 가뭄의 영향을 더 받은 목초 비육우 도축두수가 

증가하면서 34.6%에 그쳤다(그림 9).

19) 호주의 쇠고기 수출국별 비중과 곡물비육우의 판매처별 비율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

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의 관련 내용을 참조할 것. 

20) 비육장(feedlot, 肥育場). 울타리를 치고 주로 농후사료를 급여하여 가축, 특히 소를 비육시키는 노

천사육장. 육우비육장.(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21) The Australian Lot Feeders’ Association. ALFA는 호주 소 피드롯(곡물비육장) 산업을 대표하는 최

고 전국기관이다. ALFA 회원은 호주 소 피드롯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출처: ALFA 홈페이지: 

https://www.feedlots.com.au/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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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호 전망치, A)

2019년

(금번 추정치, B)
전년대비 
증감율(%)

전회대비(B-A)

소 총 사육두수 (천 두) 27,965 28,052 26,000 26,200 -7 200

소 도축두수 (천두) 7,158 7,873 8,100 8,500 8 400

쇠고기 생산량 (천 톤) 2,130 2,289 2,291 2,408 5 117

1두당 지육중량(kg) 298 291 283 283 -3 0

그림 9. 곡물비육우 및 목초비육우 도축두수 추이

MLA에 따르면, 2019년 7~9월 곡물비육 쇠고기 수출량은 8만 1,233톤으로 전

년 대비 2.4% 감소하였다. 수출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ASF(아프리카 

돼지열병)발생에 따른 대체 수요에 의해 1만 9,990톤으로 전년 대비 45.2%나 증

가하였지만, 한국으로의 수출은 1만 3,973톤으로 전년대비 16.5% 감소하고, 일본

으로의 수출 또한 3만 3,518톤으로 전년 대비 14.2% 감소하는 등 상당히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LA는 2019년 쇠고기 수출 물량이 과거 3번째로 많을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MLA는 “Industry projections 2020”에서 발표한 2019년 쇠

고기 생산량 추정치는 <표 1>과 같다.

표 1. MLA의 육우산업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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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호 전망치, A)

2019년

(금번 추정치, B)
전년대비 
증감율(%)

전회대비(B-A)

쇠고기 수출량 (천 톤) 1,015 1,126 1,130 1,229 9 99

생우 수출 두수 (천 두) 855 1,089 1,150 1,299 19 149

주 1: 소 사육두수는 6월말 시점

   2: 송아지 및 송아지고기 제외

   3: 쇠고기 생산량은 지육베이스. 수출량은 선적중량 베이스

자료: MLA, ‘Industry Projections 2019 October Update’.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20년 1월호에서 

재인용 

호주의 2019년 1~9월의 대(對) 중국 수출량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의한 

대체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3% 늘었으며, 향후에도 대폭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2019년 8월 중순에는 호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S

G)22) 발동 기준인 17만 4,500톤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이프가드가 발동하고, 관세

가 12%로 상승하였지만, 중국은 춘절23)(春節, 중국의 설날)을 위해 사전에 재고를 

늘리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다고 한다24). 

22) safeguard, 약자로 SG.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

려가 있을 경우 GATT 가맹국이 발동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이다.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정에 규

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

이프가드의 유형으로는 수입물품의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

한 금융 등의 지원이 있다.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GATT 협

정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협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

제해 준다는 의미에서 세이프가드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조항(GATT 제19조)을 '면책조항' 또는 '도피

조항(escape clause)'이라고도 한다. 이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정당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반덤핑ㆍ상계 관세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도 발동요건이 엄격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

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

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이 수

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23) 춘절(春節, Chinese New year). 매년 음력 1월 1일을 중심으로 치르는 중국 문화권의 새해맞이 명

절.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섣달그믐에는 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만두를 빚고 딤섬, 

생선과 두부 요리, 술 등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어 나누어 먹는다. 중국의 국가 지정 공휴일은 3일

이며 지방에 따라 열흘에서 2주, 길게는 한 달까지 쉬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춘절 기간은 음력 12월 

23일에 시작해 새해의 음력 1월 15일 원소절까지 거의 한 달간 지속된다. 중국에서는 섣달 그믐날 

밤에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즐긴다. 중국의 춘절 요리는 지방마다 다르지만 만두(饅頭), 팥빵인 

두포(豆泡), 떡의 일종인 연고(年桀), 끼니 사이에 먹는 간단한 식사인 딤섬(點心), 두부(豆腐), 찹쌀로 

만든 간식 미화당(美花糖) 등이 공통적으로 장만하는 대표 음식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의 

축제･기념일 백과, 류정아, 오애리, 김홍희, https://terms.naver.com/)

24) 호주의 쇠고기 SG 발동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부문의 해외정보, ｢豪州牛肉に特別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18

중국의 수요 증가는 쇠고기 수급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호주의 대

미 가공용 쇠고기 가격(90CL, FAS)을 치솟게 하고 있다. 2019년 11월 제2주에는 

1kg당 840.6호주 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49.9%나 상승하여(639엔=6,709.5

원), 1호주 달러=76엔=798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ABEARS의 전망치 발표에 의하면, 2019/20년도에는 생산량 감소에 따라 수출

도 감소하지만, 이후에는 생산량 회복에 따라 수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단가는 주요 수출 상대국에서의 경쟁으로 2021/22년도까지 하락세가 될 것으

로 내다보았다.  

2019/20년도 이후에는 일본과 한국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 중국시장에

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산 쇠고기와 경쟁이 격화되어 쇠고기 수출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야기할 것으로 보면서, 육우 거래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

다. 그렇지만 가격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비교적 높은 가격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 일본으로의 수출

2018/19년도에는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일본 수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2.6% 증가한 32만 톤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

구 감소와 낮은 경제 성장률에 따라 일본의 대호주 쇠고기 수요 증가는 한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미국으로의 수출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소 사육두수는 피크에 달하였고, 육우 거래가

격 하락도 예상되기 때문에, 2021/22년도에는 대미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

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 중국으로의 수출

호주로서는 중국이 주요 수출 상대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커다란 증가를 기대할 

セーフガード発動(中国)｣(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506.html)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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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장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 상대국을 늘려, 호주산보다 저렴

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산 쇠고기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 전체가 증가하면서 2018/19년도에는 대중국 수

출이 증가하였으며, 호주는 중국을 일본, 미국에 이어 3번째 수출 시장국으로 보

고 있다. 또 그 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경쟁 격화로 가격이 저렴한 남미산 

쇠고기와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3.5 생우(生牛) 수출 

2018/19년도 생우(도축장 직행 소 및 비육 송아지25))의 수출두수는 생체 수출

용 육우 주산지인 북부준주(NT), 퀴즈랜드 주(QLD) 북부의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전년보다 27.2% 증가한 112만 5,000두로 추정된다(그림 10).

2019년 1월 말부터 2월 상순까지 QLD주 북부에서 홍수가 발생하였다. 당시까

지는 아직 피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 십만 마리의 소가 죽었다고 알려

졌다. 이 홍수 피해가 향후 생우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그림 10. 생우(도축 직행 및 비육 송아지) 수출두수 추이와 전망 

25) 원문에는 소우(素牛)로 되어 있으나 송아지로 번역하였다. 송아지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송아지 

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육성우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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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제품 수급 동향과 전망

4.1 원유 생산량

호주의 2018/19년도 원유 생산량은 879만 킬로리터(kl)로 907만 톤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26)되며, 2019/20년에는 853만 킬로리터(879만 톤 상당)로 전망된다. 

이러한 원유 생산량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각각 5.7%, 3.0% 감소한 것으로, 

1995/96년도 이후 23년 만에 900만 kl를 밑도는 수준이다(그림 11).

그림 11. 원유 생산량 및 1두당 유량 추이와 전망

주 1: 각 년도 6월말 시점

   2: 2019년은 추정치, 2020년 이후는 예측치

자료: ABARES

이는 호주 동부를 중심으로 한 가뭄으로 사료가격 폭등 및 관개용 취수 가격 상

승에 따른 비용 상승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낙농가가 젖소를 도태하였기 때문

이다. 2019년 6월 말 시점의 젖소 경산우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5.2% 감소한 148

만  두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140만 두로 전년보다 더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그림 12).

26) 우유의 비중은 1.0320~1.0365(15℃)이다.(출처: 네이버 화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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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젖소 경산우 사육두수 추이와 전망

주 1: 각 년도 6월말 시점

   2: 2019년은 추정치, 2020년 이후는 예측치

자료: ABARES

2019/20년도 이후 호주는 다른 주요 유제품 수출국과 주 수출국 시장에서 격렬

한 경쟁을 배경으로, 생산자 지불 유대는 명목 기준으로는 조금 상승하지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기준으로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되면, 낙농가 증산 의지는 향상되지 않고, 젖소 

경산우 사육두수는 보합 또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보조사료 급여량 

증가 등에 따라 1두당 유량 증가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원유 생산량은 거의 보합

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2024/25년도 원유 생산량은 900만 킬로

리터를 회복하지 못한 채, 2017/18년도 대비 6.6% 감소한 871만 킬로리터(898만 

톤 상당)로 지속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2 원유의 용도별 이용

원유 생산량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국내 음용유 수요는 이민 등에 의한 

인구 증가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음용유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10년도에는 25%였던 것이 2018/19년도에는 28%

로 증가하였으며, 2023/24년도에는 30%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13). 

즉, 유제품으로 이용되는 원유의 비율은 2023/24년도에는 69%로 70% 선이 붕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제품으로 이용되는 원유량은 2018/19년도 63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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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킬로리터에서 2023/24년도에는 606만 6,000킬로리터로 3.9%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13. 원유의 용도별 비율 추이 및 전망

4.3 유제품 수출 

유제품 주요 4대 품목의 수출 물량 전망은 <그림 14>와 같다. 유제품에 이용되

는 원유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많은 유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

이 높아, 앞으로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치즈 생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보았

다.

2019/20년도에는 호주 국내 원유 생산 동향 및 음용유 수요 동향 그리고 해외의 

유제품 수요 동향을 보면, 탈지분유가 14만 톤(전년도 대비 7.5% 감소), 전지분유 

3만 5,000톤(동 6.6% 감소), 버터 1만 9,000톤(동 8.0% 감소)으로 감소하고, 치

즈도 15만 9,000톤(동 4.3% 감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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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유제품 품목별 수출량 추이와 전망

주 1: 각 년도 6월말 시점

   2: 2019년은 추정치, 2020년 이후는 예측치

자료: ABARES

2023/24년도까지는 계속 다른 수출국과 험난한 경쟁에 노출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생산량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유제품 수출량은 보합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제품 수출액은 2018/19년도 32억 4,900만 호주 달러(2조 

9,032.5억 원=2,765억 엔)에서 2024/25년도에는 실질 기준(2018/19년도 미국 달

러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수치. 이하 같음)으로 31억 1,100만 호주 달

러(2조 5,515억 원=2,430억 엔)로 4.2%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4.4 유제품 국제가격 

2023/24년도까지 주요 유제품 4개 품목의 국제가격 전망을 명목 기준으로 보

면, 탈지분유는 2018/19년도 이후, 버터, 치즈 및 전지분유는 2020/21년도 이후 

상승세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질 기준으로는 탈지분유 외의 품목은 하

락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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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유제품 국제가격 추이와 전망

이는 세계적으로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지만, 뉴질랜드(NZ), 유럽연합(EU), 미

국, 아르헨티나 등 주요 유제품 수출국의 공급량이 증가하여 경쟁이 격화될 것으

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19/20~2023/24년도 사이, 버터는 실질 기준으로 1톤당 4,000~4,100달러

(470만 4,000원~482만 1,600원=44만 8,000엔~45만 9,200엔) 대, 치즈는 

3,500~3,600달러(411만 6,000원~423만 3,600원=39만 2,000엔~40만 3,200엔) 

대, 전지분유는 2,700~2,900달러(317만 5,200원~341만 400원=30만 2,400

엔~32만 4,800엔) 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탈지분유는 지금까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었으나,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소득 향상에 따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탈지분유 가격이 상승하여 2023/24년도에는 2,500달러(294만 원

=28만 엔) 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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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생산자 지불 유가 

호주의 원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국내의 음용유 점유율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수출용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호

주의 생산자 지불 유가는 유제품의 국제가격 영향을 받기 쉽다. 2018/19년도에는 

1리터당 46.6호주 센트(399원=38엔, 전년도 대비 1.3% 하락)로 약간 상승이 예상

되지만, 심각한 가뭄에 따른 사료가격 폭등 등 생산비용 증가에 맞추지 못하여 낙

농경영은 급속도로 압박되고, 결과적으로 젖소 도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그림 

16).

그림 16. 생산자 지불 유가 추이 및 전망 

2019/20년도 이후에는 다른 주요 수출국인 NZ, EU, 미국, 아르헨티나 등 때문

에 계속 어려운 경쟁에 노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명목 기준으로는 약간 상승하지

만 실질 기준으로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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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유제품 수입

원유 생산량이 둔화되고 이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유제품 수요가 다양화되

는 가운데, 유제품 주요 수출국인 호주에서도 유제품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7/18년도 유제품 주요 3개 품목의 수입량을 보면, 치즈 11만 1,000톤(수출 물

량 대비 65% 상당), 버터 3만 6,000톤(수출물량 대비 222% 상당), 전지분유 2만 

9,000톤(수출물량 대비 60% 상당)으로 상당한 수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버터는 수출량의 2배 이상 수량이 수입되고 있다(표 2). 

표 2. 유제품 수입상황(2017/18년도)

단위: 톤

품목
수입량

(1)
생산량

(2)
수출량

(3)
소비량(4)=
(1)+(2)+(3)

수출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
(1)/(3)×100

소비량에 대한 
수입량의 비율
(1)/(4)×100)

비고

치즈 111 378 171 318 65% 35%
수입상대국 NZ 57, 
미국 28, EU 25

버터 36 92.7 16.2 112.5 222% 32%

전지분유 29 82.5 48.7 62.8 60% 46%

자료: AB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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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의 

정보’ 2020년 1월호에서 재인용

ABARES에서는 향후 전망 수치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중기적으로도 지금까지

의 추세가 계속되어 유제품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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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산물 소비 및 유통 관련 최근 이슈

5.1 호주의 건강 지향 고조-헬스 스타 레이팅27), 유기농 식품, 글루텐 

프리- 

호주에서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8))의 조사29)

에서도 순위는 서서히 내려가고는 있지만,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회원국 35개국 

중 미국, 칠레, 멕시코 등에 이어 제9위의 비만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호주인이 한번에 먹는 음식 분량이 많고, 맥주나 와인을 마시는 

빈도가 많다는 점, 패스트푸드, 고기파이, 피시 앤드 칩스 등 고칼로리 음식을 선

호하는 식생활 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근 계속된 경기 호조로 호주에서는 노동자 임금상승,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웰빙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도시에는 헬스클럽이 넘치는 오피스 빌

딩에 샤워가 설치된 곳도 많으며, 점심시간에는 달리기나 요가, 스포츠를 즐기는 

비즈니스맨을 쉽게 볼 수 있다. 

식품부문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호주에서는 과거에는 생선이나 김 등 

해초를 먹는 습관은 없었지만, 2015년 정도 전부터 ‘생선은 건강에 좋다’라는 견해

가 확산되면서 초밥이나 회와 같은 일본 음식이 ‘건강한 요리’로서 인기를 얻는 등 

기존 식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27) Health Star Rating은 포장된 식품의 전반적인 영양 프로필을 평가하고 별 1개당 1⁄2개에서 별 5개

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전면 라벨링 시스템이다. 그것은 유사한 포장 식품을 비교하는 빠르고, 쉽고, 

표준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스타가 많을수록 더 건강한 선택이다.(출처: 호주 HSR 홈페이지, 

http://www.healthstarrating.gov.au/internet/healthstarrating/publishing.nsf/Content/About-health-st

ars)

2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홈페이지 

www.oecd.org). 상호 정책 조정 및 정책 협력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

고, 나아가 세계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 및 협력기구이다. 제2차 세

계대전으로 몰락한 유럽 경제의 극복을 위해 미국의 마셜플랜에 의해 1948년 발족한 유럽경제협력

기구(OEEC)를 모태로, 개발도상국 원조 문제 등 새로운 세계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1961년 9월 30

일 파리에서 발족되었다. OECD가 OEEC와 다른 점은 OEEC가 유럽의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한 데 

비해 OECD는 서방세계 전체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면에서

도 OEEC가 유럽국만을 회원국으로 한 데 비해, OECD는 유럽 이외의 미국, 캐나다 등 서방 선진국

과 남미 국가를 회원국으로 포함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29) OECD 2014년 6월 및 호주 건강 설문 조사 11/12

(자료: 호주 HSR 홈페이지, http://www.healthstarrating.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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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레스토랑의 메뉴나 소매점 식품에는 헬스 스타 레이팅, 유기농, 글루텐 

프리, Non-GMO(유전자변형 작물 무사용), Non-Artificial(식품 첨가물 없음), 

채식 주의자(비건, 완전 채식 주의자, 달걀이나 유제품도 먹지 않음)용 등 많은 건

강식품 표시가 있다. 또 건강식품 전문점이나 비타민제, 영양제를 판매하는 드러

그 스토어 소매점도 많다. 

사진 1 

시드니 시내에는 피트니스짐이 아주 많다.

사진 2 

드러그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영양보조제

이러한 건강식품에 관한 주요 이슈인 헬스 스타 레이팅 제도와 유기농 식품, 글

루텐 프리 식품에 대해서 소개한다. 

가) 헬스 스타 레이팅(Health Star Rating, HSR)

호주 정부와 OECD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호주는 성인의 63%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어린이 4명 중 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

다.30) 호주 정부는 긍정적인 영양소가 더 많고 비만과 음식과 관련된 만성 질환과 

관련된 위험한 영양소가 더 적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식단에 기여하

고, 더 나은 건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좋은 식품을 인증해 주는 방법

을 고안할 필요성을 느꼈다. 

30) OECD 2014년 6월 및 호주 건강 설문 조사 11/12(OECD June 2014 and Australian Health Survey 

11/12).(자료: http://healthstarrating.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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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지에서 개발된 헬스스타(Health Star) 인증 시스템은 호주, 주 및 지

방 정부가 산업, 공공 보건 및 소비자 그룹과 협력하여 개발하였으며, 시스템을 개

발한 호주, 주, 지방 정부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 시스템은 2014

년 6월부터 도입되어 향후 5년간을 기한으로 식품업계의 자발적인 지원 하에 시행

되고 있다. 시행 2년 후에는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와 5년 후에는 공식적인 검토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헬스 스타 레이팅은 호주 연방정부31)가 2015년에 도입한 식품의 영양가를 최고 

다섯 개의 별(0.5 조각 단위)으로 평가하는 임의 표시 시스템이다. 표시에는 에너

지, 지방량, 설탕량, 염분량, 식물섬유량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을 종합한 

건강도가 ‘별의 수’로 식품 라벨에 표시된다(그림 17). 

그림 17. HSR 표시 예

이 표시는 현재까지는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비용 없이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표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다른 일

반 식품에도 점차 보급되고 있으며, 호주에 가면 이 표시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제도 출범 시 호주 연방정부와 각 주･준주 정부, 소비자단체, 식품산업 관계

자들 사이에서 2년 이상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32) 이 제도는 뉴질랜드

31) 연방 정부 공식 사이트

(http://healthstarrating.gov.au/internet/healthstarrating/publishing.nsf/Content/home)

32) 2016년에 실시된 경과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시행 1년째인 2015년 

말 시점에서는 HSR을 채용하는 제품이 363개 제품이었지만, 2년째인 2016년 시점에서는 2,031개 

제품에 채용되었다. 또, 많은 업체가 더 높은 별(스타)을 얻기 위해 제품개량에 노력한 결과, 염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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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도입되어 있다.

HSR로 인해 식품 패키지의 성분표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기 쉽도록 한

눈에 식품 건강도를 알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식품산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널리 침투되고 있다. 

하지만, 당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의 영양가가 높이 평가되는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보급 정도가 조사되고, 도입으로부터 5년 

후인 2020년을 목표로 의무화가 검토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이루어질 의무화 검

토결과에 대해 주목이 집중되어 있다. 

나) 오가닉(Organic) 

오가닉(유기재배)란 화학합성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유기비료 등

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농법을 말한다. 호주에서는 유기농전문점, 전용코너를 가진 

슈퍼마켓도 많이 있어 오가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식품뿐 아니라 화

장품이나 생활잡화 등 분야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33). 

일반적인 오가닉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과거 다년에 걸친 화학물질(제초제, 살충제, 비료, 호르몬제, 착색료, 향료 

등)을 생산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연수는 인증기관에 따라 다르다). 

∙ 생산, 유통 공정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은 것 

∙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것 

호주에서는 오가닉 재배식품의 인증에 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에 의한 규제

는 존재하지 않고, 연방 정부가 인정한 오가닉 인증 단체가 독자적 기준을 마련, 

운용하고 있다. 

나 당분 함유량이 적고 식이섬유 등이 많은 제품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 리포트에서는 소비자의 

HSR에 대한 인지도와 별 마다의 제품 수, 프로모션 캠페인 성과보고, 관계자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점 등 수많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33) 채소 생산자대표 단체인 오스베지(AUSVEG)에 따르면, 호주의 오가닉 상품의 농지는 2015년 이후 

23% 증가하였으며, 2016년 시점에서 세계의 유기농 생산품을 생산한 농지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슈퍼마켓의 유기농식품 매출액은 24억 호주 달러(1,944억 엔=2조 412억 원)에 이른다. 또한, 채소뿐

만 아니라 쇠고기와 유제품, 주류, 더 최근에는 콜라 등 청량음료 등 폭넓은 분야에서 유기농 제품

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가닉 쇠고기 시장규모는 5억 6,400만 호주 달러(456억 엔=4,788억 

원)으로 유기농 제품 전체 중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가공 식품에 이어 제2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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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식품 제조업체들은 임의(유료)로 인증 단체가 실시하는 심사를 받고, 심

사를 통과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다는 구조이다. 인증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과거 일정 기간에 걸쳐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지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것, 생산공정에서 비오가닉 원료 혼입이 없는 것 등 단체에 따라 다

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각 인증단체 심사를 통과한 상품은 해당 단체에서 발행

하는 오가닉 표시를 할 수 있다. 호주 농업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Resources, DAWR)34)가 인정하는 단체는 아래 <표 3>의 5개 단

체이다. 

표 3. 호주의 오가닉 인증단체

자료: DAWR.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豪州の農畜産物需給見通し-2019年豪州農業需給観測会議から-, ｢축산의 

정보｣ 2019년 5월호에서 재인용.

또한 상기의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을 얻어 발행된 오가닉 표시 이외에도 기업 

자체 기준에 따라 제조된 ‘자칭 오가닉’ 식품도 유통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약을 

사용한 식품이라도 상품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오가닉’으로 표시된 상품도 존재한

다. 소비자에게 지식이 없을 경우, 상기 ‘인증 오가닉’과 ‘자칭 오가닉’의 차이를 모

르고 ‘인증 오가닉’으로 혼동하여 구매하였지만, 실제로는 보통 제품이었다’라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34) 현재는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DAWE, 웹사이트

(https://www.agriculture.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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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루텐 프리

글루텐은 밀, 보리, 연백 등 곡물에 포함된 단백질의 일종으로, 셀리악병35) 환

자가 섭취하는 경우에 컨디션 불량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세리악병은 글루텐

에 대한 면역반응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자기면역질환으로, 호주 성인의 2% 가량이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증상의 완화를 위해 등장한 글루

텐 프리 제품인데, 최근에는 유명 배우나 모델 등이 미용과 건강을 위해 생활에 적

용하여 화제가 되었다. 현재는 식생활 스타일의 하나로 일반에 정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글루텐 프리 제품에는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하나는 원래 글루

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료로 만든 상품으로써, 컨테미네이션(contamination, 

제조 라인 등에서 알러지 물질 혼입)도 없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통상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료를 변경함으로써 글루텐이 포

함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글루텐 프리 간장의 경우에는 밀 대신 쌀을 

사용하고 있다. 원료나 유통량 차이로 판매가격은 글루텐이 들어간 상품보다 

10~20% 정도 높지만, 소비기한 및 보존방법 등에 큰 차이는 없다. 

또한 세리악병 환자가 글루텐 프리식을 섭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인

정되지만, 일반 소비자까지 유행이 퍼졌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글루텐 프리식사는 통상 식사보다 비용이 17% 높은 미량 원소와 

비타민이 부족할 우려 외에,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 증가로 인한 심장발작과 뇌경

색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등, 열기가 과열되어 있는 한편에는 법 정

비36)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도 많다.

35) 셀리악병(celiac disease). 소장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장 내의 영양분 흡수를 저해하는 

글루텐에 대한 감수성이 일어남으로써 증세가 나타난다. 이 질환은 대부분 생후 2주의 유아에서부터 

1년 정도의 어린이에게서 시작되며, 드물게는 성인이 된 후에 처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위험인자

는 가족 중에 셀리악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와 임신 및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

며, 대부분 유전된다. 보통 글루텐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2~3주 정도면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한다. 증세는 밀가루 음식을 먹기 시작한 유아의 경우에 체중감

소 또는 체중증가가 서서히 나타나며, 식욕저하가 일어난다. 배설물이 묽고, 색이 옅으며, 양이 많

고, 나쁜 냄새가 나며, 자주 방귀를 뀐다. 또한 배가 부풀어 오르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며, 입안에 궤양이 생긴다. 피로하거나 창백해 보이는 얼굴, 피부 발진, 

뼈의 통증 등 빈혈이나 비타민 결핍증이 나타나며, 어린이의 경우에는 다리가 약간 휘기도 한다. 드

물게는 글루텐을 섭취하지 않는데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치료법은 우선 글루텐이 함

유된 식품의 섭취를 중단한다. 그 다음에는 빈혈 치료를 위한 철 및 엽산 함유 제제나 칼슘과 복합 

비타민 함유 제제 등을 복용하고, 심한경우에는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한 코티손계 약물을 경구 

투여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36) 글루텐 프리의 표시에 관해서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기관(FSANZ)의 알레르겐물질 표시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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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글루텐 프리 관련 단체 등은 다음과 같다. 

표 4. 글루텐 프리 관련 단체

Coeliac Australia
셀리악병 환자를 위한 전 호주 규모의 비영리단체. 이 단체에 의하면, 전 호주에
서 셀리악병 환자로 진단된 사람의 수는 약 2만 5,000명.

Gluten Free Expo
연 1회, 전 호주 4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글루텐 프리 최대 전시회.

Gluten Free Eating Directory
2008년 시작한, 레스토랑의 글루텐 프리 메뉴를 검색할 수 있는 WEB 서비스

출처: 각사 홈페이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豪州の農畜産物需給見通し-2019年豪州農業需給観測会議から-, 

｢축산의 정보｣ 2019년 5월호에서 재인용.

5.2 시드니에서의 일본산 와규(和牛)37)의 유통 상황 

시드니 중심부에서 차로 20분, 시드니 공항 주변의 도매시장 일각에 위치한 ‘라

이트 더 부처즈’를 찾아 사장인 라이트 클레이턴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2018년 5월 일본에서 호주행 쇠고기 수출을 재개38)한 이 회사는 호주 수입 재

개 이후 첫 일본산 와규고기 수입자이다. 

이 회사는 식육 대형 도매업자이며 호주산 Wagyu를 포함한 쇠고기 조달, 수출

적용된다.(http://www.foodstandards.gov.au/consumer/foodallergies/pages/allergen-labelling.aspx).

‘글루텐 프리’라고 라벨에 표시하는 경우 일체의 글루텐이 검출돼서는 안된다. ‘저 글루텐’을 표시하

는 경우에는 글루텐 함량이 200ppm 미만(0.02% 미만)만 가능하지만, 세리악병 대책으로서는 효과

가 적어, 호주에서는 그다지 저글루텐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제품은 보이지 않는다. 

37) 일본 소인 화우(和牛)의 영어 표기가 wagyu인데, 구분을 위하여 일본산은 와규, 호주를 비롯한 일

본 이외 국가산 화우종은 wagyu로 표기하도록 한다. 

38) 일본산 쇠고기는 2001년 9월 소 해면상뇌증(BSE)발생 이후 17년간 호주로 수출이 중단되었지만, 

일･호 두 정부 간 협의 결과, 2018년 5월 29일 일본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절차에 기초하여 인증을 

받은 시설부터 호주로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호주 측은 일본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호주 검역당국으로부터 수입허가증 발행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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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생햄(하몽39))을 수입한 것도  

이 회사이다.

이 회사는 타사에 앞선 2018년 7월 수입 허가증 발행을 받은 뒤, 첫 번째 배로 

카고시마 현산(鹿児島県産) 와규를 1톤 정도 수입하였다. 일본 식육기업을 통해 수

입한 첫 번째 배는 모두 A5 또는 A4등급40) 서로인41), 텐더로인42) 등 고급 부위가 

중심이었다. 판매가격은 1kg 당 200호주 달러(17만 100원=1만 6,200엔) 선에서 

호주산 Wagyu의 3~5배 정도 고가였지만, 곧바로 호주 각지 고급 레스토랑, 호텔 

등에 판매되었다. 사무소 겸 가공실에는 일반 소비자도 구입 가능한 직매점도 병

설되어 있다. 라이트 사장에 따르면, ‘일본산 화우를 다루면서 호주산 Wagyu와 일

39) 하몽(Jamon). 하몽은 돼지 뒷다리의 넓적다리 부분을 통째로 잘라 소금에 절여 동굴과 같은 그늘에

서 곰팡이가 피도록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 건조･숙성시켜 만든 생햄이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생햄

으로 19세기경부터 성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몽은 열을 가하지 않고 서늘한 그늘 아래에서 오랜 

시간 말릴 때 제대로 된 맛이 나는데, 보통 1년 정도의 건조와 숙성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오랜 시

간 동안 변하지 않고 그 맛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하몽 자체를 얇게 잘라 먹기도 하며, 샌드위치

와 같은 음식에 곁들여 먹기도 한다.

   하몽은 흰돼지로 만든 하몽 세라노(Jamon Serrano)와 흑돼지로 만든 하몽 이베리코(Jamon iberico)가 

있는데, 하몽 세라노는 하몽 이베리코보다는 낮은 등급으로 6~12개월 정도 숙성시켜 만든다. 하몽 

이베리코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산간지방의 이베리아종 흑돼지로 만든 것으로, 

이 지역의 돼지는 산악지대에 방목하면서 도토리만 먹고 자라 다른 지역 돼지에 비해 근육층이 발

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조하고 추운 지방에서 만들어 다른 하몽에 비해 숙성 기간이 2

배 이상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육질이 쫀득하면서도 질기다.

    하몽 이베리코는 돼지에게 먹이는 사료의 종류에 따라 이베리코 데 데세보(Iberico de decebo), 이베

리코 데 레세보(Iberico de recebo), 이베리코 데 베요타(Iberico de bellota)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 흑돼지로 만든 것을 데세보라 하여 가장 낮은 등급으로 치고, 도토리만을 먹

인 흑돼지로 만든 것으로 베요타라고 해서 가장 최고 등급으로 여긴다. 특히 하몽 이베리코 중에 돼

지발톱이 까맣게 되어 ‘검은 발’이라는 뜻의 ‘파타 네그라(pata negra)’라고 불리는 하몽이 최상급으로 

여겨지는데, 파타 네그라에는 다른 하몽에는 없는 비타민 B와 E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

인 여러 지역에서 하몽 이베리코가 생산되지만 에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와 안달루시아(Andalusia) 

지방에서 만든 것을 최고로 여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40) 일본의 와규 쇠고기 등급체계는 육량등급 A, B, C 3등급과 육질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 등

급으로 나누어지는 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육질등급은 숫자가 높을수록 품질이 좋은 쇠고기이다.(자

료: 농촌진흥청, ｢주요국의 육류등급제도｣, 1998.8.) 

41) sirloin. 소 지육의 부분육의 명칭으로 스트립 로인(strip loin)이라고도 부른다. 등심의 제1 요추부터 

제6 요추 사이에 상당하는 부분이다. 가슴 최장근으로 섬유결이 곱고 육질이 부드럽다. 쇠고기의 부

위 중에서는 육질이 가장 좋다. 근내지방이 적절히 들어간 것은 풍미도 뛰어나고 주로 스테이크용 

고기로 이용된다. 고기 부위는 로인(loin. 허리고기)이지만, 맛이 좋은 점에서 sir이라고 했다. 지방이 

적어서 스테이크(steak), 로스트, 불고기에 적합하다. 영국의 찰스Ⅱ세가 즐겨먹던 고기로서 이 스테

이크는 남작의 작위를 받을 만큼 훌륭하다 하여 Loin에다 Sir를 붙여 Sirloin이 되었다고도 한다.(출

처: 네이버 지식사전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42) Tenderloin. 쇠고기 부위 중 인기가 높으며 스테이크로 이용되고 있다. Chateaubriand는 소의 등뼈 양

쪽에 붙어 있는 가장 연한 안심의 머리 부분을 말하며, Filet는 안심 스테이크로 이용한다. Tournedo는 

필렛 앞쪽 끝 부분을 잘라 베이컨을 말아 구워낸 것이며, Filet Mignon은 필렛 뒤쪽 끝 부분을 잘라 

베이컨을 말아 구운 것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조리용어사전, https://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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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산 와규의 샘플을 비교 검토하였지만, 일본산 와규는 마블링43)과 육질, 맛 등 

품질 면에서 차이가 확연하여 아주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차별화가 된

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한다.

첫 번째 배편의 판매가 호조를 띠자, 그 후에도 일본산 와규는 계속적으로 수입

되고 있다. 라이트 사장은 ‘일부에는 호주 국내 Wagyu업계에 영향을 우려하고도 

있지만, 원래 품질, 가격이 다른 두 제품은 공존이 가능하다. 호주의 소비자, 특히 

부유층에게 최고 품질의 일본산 와규를 제공함으로써 호주산 Wagyu가 최고 품질

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게 된 것이다. 품질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

다는 측면에서도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입 재개 당초에는 새로움이라

는 이미지로 순조로운 판내세를 보였지만, 부유층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정착하려

면 꾸준한 프로모션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사진 3 

사무소겸 가공장 외견 

사진 4 

직매장의 고기

사진 5 

카고시마현 산 
스트립로인(서로인). 
1kg당 213달러

사진 6 

창고에 쌓여있는 
일본산 화우

43) 고기 안에 서리가 내린 모양이라 하여 상강도(霜降度)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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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호주에서는 동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암소도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 사육두수는 2019/20년에도 계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쇠고기 수출 물량은 2019/20년도에는 줄었지만, 중국으로

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왕성한 쇠고기 수요로 인해 증가할 

전망이다.  

쇠고기 생산에서는 현재에도 이전의 가뭄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는 소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생산 감소가 예상되면서, 가뭄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

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드롯이 가뭄에 따른 목초부족의 영

향을 완화시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곡물 수확부진으로 인해 사료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비용증가가 수익을 압박하고 있다. 향후 호주 쇠고기업계의 우려 사

항으로는 (1) 기상악화와 육우거래 가격 하락에 따른 소 사육두수 더욱 감소, (2) 

중국시장에서 남미산 쇠고기와 경쟁 심화, (3) 퀸즈랜드 주(QLD)의 홍수로 인한 

생우 수출 차질을 꼽았다.  

호주의 원유 생산량은 2018/19년도에는 가뭄으로 인해 상당히 줄었으며, 

2019/20년에도 이후에는 해외 유제품시장에서 수출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생산자지불 유대는 저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낙농가 증산의지는 향

상되지 않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할 전망이다. 한편, 호주 국내의 우유･유제품 수

요는 인구 증가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유제품 수출 물량은 부가가치가 높은 치

즈를 제외하고는 감소할 전망이다.  

원유 생산에 대해서는 가뭄에 따른 생산 감소에 이어 앞으로도 생산자 지불 유

가 상승이 예상되지 않아, 원유 생산 증가는 예상되지 않는다. 한편, 인구 증가에 

따라 국내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용 유제품 생산이 감소하여 수입 증가가 전

망되고 있다. 

향후 호주 낙농유업계의 우려 사항으로는 (1) 일･EU 경제연대제휴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44))에 의한 일본 치즈 시장의 경쟁 심화, (2) 미국

44) 경제(연대)제휴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이 관세철폐와 비관

세장벽 인하 등 통상상 장벽 제거뿐만 아니라, 체결국간의 경제거래 엔활화, 경제제도의 조화 미 

ㅊ서비스･투자･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경제영역에서의 제후ㅠ 강화･협력 촉진 등을 포함하는 조약이

다.(출처: (일본)フリー百科事典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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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무역전쟁이 중국 유제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 (3) 호주 낙농유업계의 ‘행동규

범’ 대응이 꼽힌다. 행동규범 추진에 대해서는, 낙농가와 유업체의 원유 거래에서 

양측 간 힘의 균형을 적정하게 하고, 낙농인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호주 정부가 법제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다. 

TPP11협정45)에 의해 호주로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와 유제품에 관한 

단계적 관세 삭감이나, TPP 쿼터 설정이 이루어져, 호주 축산물 생산 동향에 관심

이 쏠리지만, 쇠고기, 유제품 모두 단기적으로는 생산 증가가 예상되지 않으며, 수

출 여력도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호주 축산 상황의 변화는 곡물 수요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략

적인 방향성만 보면, 앞으로 가뭄, 산불, 홍수 등으로 인한 육우와 젖소 사육두수

를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기상상황 악화에 의해 곡물 

생산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은 바, 당장은 사료곡물 국내조달이 어려울 것이다. 즉, 

2020년도 전반까지는 호주가 곡물 수출량이 줄어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 곡물년도부터는 기상상황만 양호하다면 즉각적으로 공급이 가능

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곡물의 국내수요 중 사료곡물 수요는 가축두수

가 회복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만큼 서서히 증가하여, 앞으로 당분간 호주의 곡물 

수출 가능량은 많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국제 곡물시장에서 가

격 하락의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 곡물시장에서 곡물을 수출하는 각 국가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호

주가 곡물 수출대국인 만큼 당분간 호주 축산이 회복할 때까지는 국제곡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심이 요구된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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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지적재산권(특허･저작권 보호기간 등)･투자에 관한 규칙(rule) 등 이다.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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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이 완료되었으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등 4개국은 2018년 11월 15일 현재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다.(출처: 일본농무성, www.maff.go.jp). 호주의 TPP11에 고나한 구체적인 내

용은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호(2020년 

4월호)를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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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4년 6월 및 호주 건강 설문 조사 11/12(OECD June 2014 and Australian Health 

Survey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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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2편) 호주 낙농업 현황과 업계의 
M&A 진행 상황

허 덕 *

김수연 **

1. 서론

호주에서는 2018년부터 이어진 기상 조건 악화1)로 인해 우유 및 유제품 주산지

(낙농 주산지)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 낙농업계도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가뭄, 

산불, 홍수로 이어진 기상조건 악화로 젖소를 조기 도태시키는가 하면, 젖소의 생

산성도 떨어져 원유(原乳) 공급이 감소되고, 수출량 또한 제한되는 사태를 겪기도 

하였다. 

호주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태평양 인근 11개 국가들과 ‘TPP11(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112)’이라는 무역협

* 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huhduk@krei.re.kr 

** KREI 연구원, 축산관측 담당자, sykim0722@krei.re.kr

1) 2018년도 호주의 가뭄은 400년만의 가뭄이라고 일컬을 만큼 심각했으며, 2019년도에도 가뭄이 계속 

이어졌다. 2018년도 호주 가뭄은 호주 동부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목초 생육악화에 따라 낙농가들이 

사육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강하고, 도축되는 암소 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감소 폭이 확

대되었다(출처: ‘호주, 가뭄 영향으로 7월 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4.2% 감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11월호). 2019년 후반기부터 2020년 2월 10일 현재에는 동부지역 최악의 홍수

로 가뭄에 이은 산불 또는 들불 확산을 진정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출처: 한국경

제신문 2020년 2월 10일자 기사, ‘호주, 산불 가니 홍수 피해…12만 가구 정전’(https://www.hankyu

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21028057)). 호주 기상 악화로 인한 축산물 수급 영향에 대해서는 

허 덕, 김수연, ‘호주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6월호(9권 3호),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을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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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지적재산권(특허･저작권 보호기간 등)･투자에 관한 규칙(rule) 등 이다.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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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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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발효3)되면서, 수출 측면에서는 해외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호주의 원유 생산 감소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적으로 유업체들의 흡수 합병 및 통합(M&A4))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낙농 선진국이라는 호주에서도 유업체들의 흡수합병 또는 통합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성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글에서는 먼저, 최근 호주의 우유 및 유제품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서, 

품목별로 시장의 변화 사정을 엿보기로 한다. 이어 호주에서 유업체들의 M&A 확산 

추세의 결과로써 나타나고 있는 호주 유업계의 변천과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유업 회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원유 확보를 위한 각 유업체

의 유가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또한, 호주의 유업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원유 

유통과 비용 절감에 대한 대응방법도 함께 알아본다. 

이 글에서 이용되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2019년 말의 호주달러, 미국달러, 일본 

엔화, 한국 원화 환율을 적용하며, 엔화의 한화 환산은 2019년 말 평균 환율인 1엔

=10.5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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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호주의 TPP11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

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을 참조 바란다.  

4) M&A(Mergers & Acquisitions)란 외부경영자원 활용의 한 방법으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의미한다. 

M&A의 뜻을 살펴보면 기업의 인수는 대상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

을 말하며, 기업의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여 법률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

하는데, 최근 M&A가 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기업의 인수와 합병 그리고 금융적 관련을 맺

는 합작관계 또는 전략적 제휴 등까지 포함시켜 M&A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M&A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 및 이윤추구동기가 되며, 안정성과 성장력의 동기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으며, 인수, 

합병을 통한 기업 또는 사업간 시너지(Synergy) 효과와 함께 투자나 시간 절약 효과를 가져온다. 

M&A의 방법으로는 주식인수와 기업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이 있는데, 주식인수는 매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주식인수 형태를 취하게 되면 회사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주식 자체만 매수대상이 되므로 거래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이점이 있

다. 기업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경제적, 법적 실체

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합병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법

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대가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과 합

병교부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기업분할은 회사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

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회사를 분할회사라 하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회사를 분할신설회사라 한다. 한편 영업양수도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지므로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조직, 인원, 권리와 

의무 등 영업에 필요한 유･무형 자산 일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독립된 영업부문이 동일성

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NEW 경제

용어사전, 미래와경영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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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의 우유 및 유제품 최근 수급 동향

데어리 오스트랄리아(Dairy Australia, DA5))에 따르면, 호주의 원유 생산량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8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을 밑돌았다. 특히 

2019년 4월의 호주 원유 생산량(58만 1,300 킬로리터)은 전년 동월 65만 3,800 

킬로리터에 비해 11.1%나 감소하면서 큰 하락 폭을 기록하였다. 2019년 12월부터 

2월까지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였으나, 평년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

준이었다. 

호주의 원유 생산량은 주로 10월에 절정을 맞이하지만, 가뭄의 영향으로 건초, 

곡물 등과 같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원유 생산비용에 부담을 지게 되었고, 매년 경

산우 두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10월 원유생산량도 전년 동월보다 

5.4% 감소한 96만 2,500 킬로리터(99만 1,341톤 상당6))이었다.

그림 1. 호주의 원유 생산량 추이

  주: 연도는 7월부터 익년 6월까지임.

자료: 데어리 오스트랄리아(Dairy Australia)

5) DA는 2003년 7월에 구 호주 낙농청과 구 낙농연구개발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업계 단체이다. 호주에

서는 정부로부터 농업 생산자에 직접적인 지원은 실시하지 않고, 과징금(Levy)로 불리는 자금을 생산자

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DA에서는 그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마케팅이나 연구 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6) 우유의 비중은 1.0320~1.0365(15℃)이며, 리터를 kg으로 환산 시 이용되는 계수로 사용하면 된다.(출

처: 네이버 화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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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가뭄의 영향이 비교적 적었던 동부지역의 타즈매니아 주(TAS)는 

2019년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6개월 연속 원유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하였고, 빅토리아 주(VIC) 역시 2019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2개월 연속 원

유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호주에서 생산된 원유의 상당 부분은 유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2019년 

10월의 유제품 품목별 수출 물량은 전지분유 및 치즈가 전년 동월보다 상회하였지

만, 탈지분유와 버터 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DA가 발표한 2019년 

10월 주요 유제품 4개 품목의 수출 물량을 보면, 전지분유 및 치즈가 전년 동월을 

상회한 반면, 탈지분유와 버터 류는 전년 동월을 크게 밑돌았다(표 1, 그림 2).

표 1. 최근 호주 유제품 품목별 수출량의 증감 비교

단위: 톤

품목 2018년 10월

2019년 10월 2019년 7-10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탈지분유 15,441 11,144 -27.8 27,118 -42.4

전지분유 3,956 5,176 30.8 15,469 -9.4

버터 류 1,260 620 -50.8 3,957 -26.9

치즈 13,747 14,636 6.5 50,539 -5.2

주 1: 버터 류에는 버터오일 포함.

    2: 제품중량 베이스

자료: D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수급동향 우유･유제품/호주, 축산의 정보 2020년 2월호에서 재인용

그림 2. 유제품 품목별 수출량 및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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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분유 수출량은 원유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2019년 10월 기준

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8% 늘어난 5,176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8년 5월 이후 

17개월 만에 전년 동월을 상회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이는 전년 동월 실적이 적었

던 탓도 있다.

치즈 수출량은 다른 품목보다 수출량 감소율이 적은 편이다. 2019년 10월 기준

으로 치즈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6.5% 늘어난 1만 4,636톤이었다. 이는 2019

년 4월 이후 6개월 만에 전년 동월을 상회한 것이다.

2019년 10월 탈지분유 수출량은 특히 2019년 7월 이후 대폭적인 수출 감소가 

계속되었다. 당시 탈지분유 수출량은 전년 동월대비 27.8% 줄어든 1만 1,144톤이

었다. 탈지분유 수출은 2019년 2월 이후 9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을 밑돌았지만, 

수출 감소율이 완화되어 그나마 회복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10월까지 탈지분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감소되었었기 

때문이다.

2019년 1월~5월 사이에는 버터 류의 수출이 전년 동월을 크게 웃돌았었다. 하

지만, 이후 전년 동월 실적을 밑돌기 시작하면서 2019년 10월에는 버터 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8% 감소한 620톤으로,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을 밑돌았다. 

또한 수출물량은 3개월 연속 1,000톤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연도별 데이터를 검토해 보면, 2018/19년도(7월~이듬해 6월) 주요 유제품 4개 

품목의 수출 물량이 버터류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실적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 수출하는 버터 류의 수출 대상국가 중 중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하

는 물량이 증가하였다. 2018/1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33.0%가 늘어난 1만 9,733

톤이 이들 국가로 수출되어, 2012/13년도 이후 6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유는 아시아로의 수출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탈지분유

는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43.0% 증가하는 등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이 줄

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3.5% 줄어든 15만 1,203톤으로 나타났다.

전지분유는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39.1% 감소한 것을 비

롯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7.0%가 줄어든 5만 5,139톤으로 대폭 감소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 수준은 2014/15년도 이후 4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치즈는 전체의 절반가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일본으로의 수출 또한 

전년대비 2.3% 줄어든 8만 4,800톤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8%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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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6,070톤이었다. 치즈 수출량은 장기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기존 체

다치즈 주축에서 프림7) 또는 크림치즈8)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체다치즈 이외의 수출량은 약 7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19년도에는 유제품, 전지분유, 버터류 등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2018/19년도와 2012/13년도의 주요 유제품 4개 품목에 대해 수출량 및 수입량 상

황을 보면, 품목별로 차이를 보인다(그림 3).

그림 3. 유제품 수출입량 추이

2018/19년도에는 가상조건 악화로 인해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2012/13년

도와 비교하여 탈지분유와 치즈는 일정한 수출량이 확보되었지만, 전지분유와 버

터 류는 크게 줄었다. 

7) (일본) 커피에 추가하여 먹는 밀크 대용의 흰색 분말로, 상품명으로도 사용된다.(출처: 네이버 일본어 

사전, https://ja.dict.naver.com/#/)

8) 크림 치즈(Cream Cheese). 지방 6~8%의 크림을 원료로 숙성이 되어 있지 않아 맛이 부드럽고 매끄

럽다. 특히 미국에서 인기 있는 치즈이며, 일반 치즈와 달리 짠맛 대신 약간 신맛이 나고 끝 맛이 고

소하다. 수분 함량이 높고 지방이 45% 이상 들어 있는데, 지방 함량이 65%를 넘으면 더블 크림치즈

라고 한다. 발효에는 보통 스타터와 레닌을 함께 사용하지만 더블크림치즈는 스타터만으로 발효시킨

다. 쉽게 상하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하고, 카나페, 샌드위치, 샐러드드레싱, 디저트 요리, 쿠키, 치즈

케이크 등의 재료로 사용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조리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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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입량을 보면, 그 사이 대부분 품목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전지분유

와 버터 류는 수입량이 수출량을 상회하여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3. 호주 유업계의 변천과 현황

3.1 주요 유업 회사와 현황

　2019년 기준 호주의 주요 대규모 유업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대규모 유업체 개요

명칭 자본 주요제품
집유량 점유율
(2018/19년도)

샤프트 데어리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자본 분유, 버터, 치즈 약 30%

호주 폰테라사 뉴질랜드 자본 분유, 치즈 약 20%

베가사 국내 상업계 치즈, 락토페린 약 10-15%

락타리스 오스트랄리아사 프랑스 자본 우유, 유음료, 요구르트 약 10-15%

라이온사 일본 자본(기린사) 우유, 유음료, 치즈 약 10%

  주 1: 일부 추정치 등을 포함.

     2: 2019년 9월말 시점

자료: DA. 각 사 홈페이지. ALIC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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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畜産の情報｣ 2020년 1월호에서 인용

호주 유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 새 회사나 공장 인수 등 큰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014년 캐나다 자본인 샤프트 데어리 오스트랄리아(Shaft Dairy Australia,

SDA) 사에 의해 워낸블루치즈&버터크림 사 인수, 2016년 몽우유업(蒙牛乳業, 중

국기업) 자회사에 의한 바라 사 인수, 그리고 2017년에는 호주 최대의 유업체인 

머레이골밴(MG) 사가 SDA 사에게 인수되었다(그림 4). 

이러한 인수･합병 추세에 따라 머레이골밴(MG) 사의 최대 생산 거점이었던 클

로이트 공장을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Consumer 

Commission, ACCC9))의 결정에 근거하여 베가 사가 인수하면서, 호주 유업계의 

점유율이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집유량은 SDA 사, 호주 폰테라 사, 베가 사,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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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스 오스트랄리아 사, 라이온 사 등 상위 5개 회사가 약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호주 전체 원유 생산량 대비 각 업체가 갖고 있는 공장 처리능력이 

과대하기 때문에 공장 폐쇄, 인수 등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2018년에는 호주 

폰 테라 사가 빅토리아 주(VIC) 북부에 있는 스탄호프 공장(치즈 등을 제조) 제조 

능력을 강화한 한편, 2019년 11월 말 빅토리아 주(VIC) 남서부의 데닝통 공장(크

림, 분유 등을 제조)을 폐쇄하였다. 베가 사는 앞에서 언급한 클로이트 공장을 락

토페린10) 제조 공장으로 변경하고, 멜버른 북부에 소유하고 있는 고버그 공장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확대가 어렵다는 점에서 2019년 2월에 폐쇄를 발표하였다. 

SDA 사는 2019년 4월에 라이온 사의 치즈 부문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10월

에 인수가 완료하여 타즈매니아 주(TAS)에 두개의 치즈 공장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어 2019년 9월에는 베라미즈 오스트랄리아 사(유기농 이유식･유아용 분유 업

체)가 중국 대형의 몽우유업 사(蒙牛乳業社)에게 인수되었다. 또 11월에는 라이온 

사가 우유, 유음료, 요구르트 등을 포함한 음료 사업을 몽우유업 사의 자회사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2020년 2월에 호주 ACCC와 외국 투자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주식양도가 승인되었다. 

9) ACCC는 모든 호주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 및 소비자 법 2010과 다양한 추가 법률을 시행하고, 공정 

거래를 촉진하며, 국가 기반 시설을 규제하는 독립된 호주의 연방 법 기관이다. ACCC회원은 단체로 

Commission(커미션)으로 불리며, ACCC가 조사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위해 대개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 회의는 대개 의장이 의장을 맡으며, 최소 두 명의 정규 회원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

에서 고려되는 사항에는 합병, 권한 부여 및 통보, 법원 절차 개시 여부, 기반 시설 접근에 관한 결

정 등이 포함된다(출처; ACCC 홈페이지, https://www.accc.gov.au/)

10) 락토페린은 철과 결합하기 쉬운 성질이 있으며, 지방대사 개선 작용, 빈혈 예방 개선 작용 등이 인

정되는 유단백질이다. 치즈제조과정에서생기는 유장에서 추출 가능하다.(출처: 菅原由貴, 佐々木勝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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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수급동향 우유･유제품/호주, ｢畜

産の情報｣,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2020年 1月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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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근 유업체의 변천 

2018/19년도 각 회사의 집유량에 대해 살펴보면, 집유량 제1위로 상정되는 SDA 

사는 호주 전체 집유량이 감소한 가운데, 전년도와 거의 같은 물량을 집유하였지

만, 예전 MG 사가 가지고 있던 호주 내 시장 점유율(약 35%)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폰테라 사의 경우에는 전년도부터 약 20% 정도 집유량이 떨어졌

는데, 이에는 원유 생산량 감소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 

전년도부터 집유량을 대폭 늘린 곳은 베가 사이다. 베가 사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약 40% 정도 집유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콜로이트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 공

장용 집유분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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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가

유가는 일반적으로 용도에 상관없이 유업회사마다 유고형분(乳固形分)11) 1kg 

당 단가가 설정된다. 생산자마다 유가에 기초한 유대(乳代)가 산출되며, 월 1회 지

급된다.

각 회사는 원유의 품질, 원유 생산이 적은 시기의 출하, 다년 계약 등에 대해 프

리미엄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고품질이면서도 안정적인 원유 확보

를 위해 힘쓰고 있다. 

호주의 낙농은 방목이 주체이며, 젖소의 개체식별 시스템12)을 이용하여 젖소를 

사양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젖소 개체별로 이력추적(traceability13))을 목적

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원유 생산량을 파

악할 수 있다. 

호주에서의 원유 생산량은 계절 변화가 크다(그림 5). 그동안은 목초의 생육이 

좋고 공장 가동능력 이상으로 원유가 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봄과 여름은 유가를 

낮추어 생산을 억제하고, 반대로 원유 생산량이 적은 가을과 겨울에는 유가를 인

상하여 생산을 촉진하는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시키는 계절별 가격 차등제14)가 적

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유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자 

하는 각 회사들의 의향에 따라, 계절에 따른 가격차등에 의한 계절 가격 변동이 사

라지고 있으며, 연중 원유생산을 촉진하는 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11) 유고형분(milk solid, 乳固形粉). 우유에서 수분을 제거한 나머지.(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

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12) 호주의 젖소의 개체식별시스템에 대해서는 본 원고의 부록 2 ‘개체식별 시스템을 이용한 젖소 사양 

관리’를 참조할 것

13) 이력 추적제(영어: traceability→추적 가능성, 트레이스어빌리티)는 물품의 유통경로를 생산 단계부터 

최종 소비 단계 또는 폐기 단계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이다. 적용 대상별로 품목 특성에 맞

는 사항이나 범위가 결정된다. 이러한 일들이 제도 또는 체제로 만들어진 것을 이력추적체제(영어: 

traceability system)라고 한다. 간단히 이력제 라고도 한다. 호주의 소 이력추적제를 비롯하여 소 관

련 이력추적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외 3인, ｢축산물 생산 유통의 Traceability System 구

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와 송주호 외 3인,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전면 실시를 위

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년 11월 그리고 허 덕, 우병준, ｢돼지생산이력체

계 도입을 위한 현장 적용 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년 4월 등을 참조할 것.

14) 원유의 계절별 가격등제 또는 원유 가격차별제에 대해서는 허 덕, 허신행, ｢유제품시장개방에 대비

한 원유가격차별정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99, 1989.12와 허신행 , 이성규; 허덕, ｢우

유 수급균형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23, 1986.12. 및 허신행, 허 덕, 

이왕재, ｢낙농발전 장기대책 수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12 그리고 

허 덕 외 4인, ｢낙농가의 경영수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103, 2008.9. 등 일련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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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월별 원유 생산량(2018/19년도) 추이

  주: 연도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임.

자료: 데어리 오스트랄리아(Dairy Australia)

생산자와 유업체 간 원유 공급 계약은 1년이 기본이지만, 베가 사의 경우에는 2

년 또는 3년의 장기계약도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장기 계약자에게는 기본 유

가에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등과 같은 조치에 의해 계약 형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또, 계약량 초과분은 다른 유업체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기본적으

로 연도 도중에 출하처를 변경(다른 유업체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생산자에게 특

별히 페널티는 없다고 한다.

호주에서 생산된 원유의 30% 이상이 수출용이기 때문에, 유가는 유제품의 국제 

거래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받기 쉽고, 낙농 관련 정세15)에 더 크게 출렁이는 경향

에 있다(그림 6). 

또한, 국내와 해외 판매 비중과 상품 구성은 유업체마다 다르므로, 유가는 업체

에 따라 다르지만, 유제품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유제품의 국제 거래가격 등의 영

향을 받기 쉽다.

2015/16년도에는 국제적인 유제품 거래가격의 침체로 생산자 지불 유가도 떨어

진 이후, 국제 시황 회복, 원유 생산량 감소를 배경으로 각 업체가 원유 확보에 노

력하면서 상승세에 있다(그림 7). 특히 2019/20년도에는 각 사 모두 전년도 대비 

10% 이상 상승하여, 기록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15) 관련 정세 중 최근 호주 낙농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소매단계에서 저렴한 우유가격으로 판매하

는 업체들의 프라이빗 브랜드 정책에 의한 우유가격 하락 영향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본 원고 ‘부

록 1 업계가 문제 삼는 소매가격 - 1호주 달러 우유의 행방-’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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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가 추이

  

국제가격은 향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로서는 SDA 사의 경우 2019

년 10월에 유고형분 1kg당 유가를 지금까지 제시했던 6.8호주 달러(5,428.5원, 

517엔16))에서 6.95호주 달러(5,544원, 528엔)로 개정하는 등 높은 수준을 기록하

고 있다.

그림 7. 주요 유업 회사의 생산자 유가 추이

16) 2019년 말 평균 엔화 환율 1엔=10.5원 적용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52

또한, 호주 대형 슈퍼마켓 2개 회사(울워스(Woolworths17)) 사, 콜즈(coles18)) 

사)가 직접 생산자와 계약하는 계약 형태도 2019년도부터 시작되었다. 현지 보도

에 따르면, 콜즈 사가 제시한 유가는 유고형분 1kg당 8.95호주 달러(680엔, 7,140

원)로 훨씬 높다. 데어리 오스트랄리아(DA)에 의하면, 직접 계약하는 생산자 수는 

아직 많지 않지만,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의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유구조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유업체가 농협과 같은 역할을 하며 직접 

집유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브로커나 단체교섭그룹과 같은 

단체를 통해 유업체에 원유를 공급하거나 또는 이러한 단체들이 원유를 가공하여 

17) 울워스는 1879년 뉴욕주 유티카와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에 최초의 염가판매점을 개설하였다. 유

티카의 점포는 실패였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공은 대량구매, 상품진열

대의 활용, 현금거래 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1905년 F.W. 울워스앤드컴퍼니(F.W. Woolworths 

Company)라는 이름의 법인으로 재출발하였으며, 1909년에는 영국과 아일랜드에 계열사를 설립하였

다. 1911년에는 4개 경쟁업체의 소유주들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점포망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법인이 

출현하였으며, 1912년 미국 전역의 596개 점포가 울워스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들 상점은 북아

메리카와 영국에서 번성하였다. 1963년에는 구두제조 및 판매업체인 G.R.키니(G.R. Kinney 

Corporation), 1969년에는 의류 판매업체인 리치먼브라더스컴퍼니(Richman Brothers Company)를 각

각 인수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해에 걸쳐 스포츠 의류 및 용품, 제화, 어린이 의류 등의 소매점 체

인들을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98년 6월부터는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8) 호주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유명 수퍼마켓 소유 그룹. 1914년 4월, G.J. 콜스는 빅토리아 콜링우드의 

스미스 가에 첫 콜스 매장을 열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집에서 가족을 위한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적어지게 되자, 기성 식품과 진미료를 더 많이 구입하기 시작했고, 콜스 매장의 이러

한 라인이 증가하게 되었다. 1946년 전후 호주에 많은 매장을 오픈하였고, 1948년에는 화장품 제품

군 출시를 하였다. 50년대 중반에 이르러 콜스 매장은 슈퍼마켓의 기준을 21세기로 정하는 셀프 서

비스 매장으로 전환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물류, 창고 보관 및 유통 시스템을 갖추면서 호주에서 가

장 중요한 식품 소매업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960년, 콜스는 빅토리아 발윈에 국내 최초의 

자유형 슈퍼마켓을 열었다. 1971년에는 할인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7,000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 판

매하였다. 1982년에는 처음으로 매장에 전자 스캐너를 도입하였으며, 80년대 중반까지 주류와 빈티

지 셀러스의 지배 하에 주류 이권을 확립하였다. 이 같은 확장은 비로, 전문 패션 체인점, 백화점 체

인인 마이어 엠포리움(Myer Emporium Ltd) 그룹의 인수로 이어졌다. 1985년 7월 25일, 콜스 마이

어 주식회사가 태어났다. 1987년에는 빅토리아 주 토오롱가(Tooronga)에 콜스 마이어(Coles Myer) 

법인 본사가 문을 열었다. 90년대에는 재고 추적을 현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채택, 제품군의 

가격을 더 낮추는 데 재투자하였으며, 1993년에 플라이부이스 프로그램을 시작, 쉘, 내셔널 오스트

레일리아 은행, 콜스 마이어의 고객들과 연계한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1999년 6월에는 23개의 멜버

른 포스트코드 내에서 온라인 쇼핑을 시작, 온라인 채널이 성장하면서 2003년까지 콜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식품 소매상들 중 하나가 되었다. 2004년 중반에는 전국적인 콜스 익스프레스 서비

스 스테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06년에는 마이어를 팔았고, 주로 식료품 소매업자로 돌아왔

다. 2007년, 콜스는 또 다른 상징적인 호주 회사인 웨스팜머스에 의해 인수되었다. 2012년에는 호주 

최초의 소싱 정책을 시작하였다. 오늘날 신선한 농산물의 96%와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우유, 달걀의 100%가 호주산이다. 2018년 3월에는 호주증권거래소에 독립적으로 상장된 상장회사

가 되었다.(출처: colesgroup 홈페이지, https://www.colesgroup.com.au/about-us/?page=our-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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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생산자 지

불유가(支拂乳價)도 다양한 패턴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합은 점점 심해

지고 있다.

최근 몇 개월간은 빅토리아 주(VIC) 남부, 타즈매니아 주(TAS)에서는 가뭄의 

영향은 적고, 목초, 물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타 지역에서 방

치된 젖소를 구입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는 2019/20년도에 높은 유가를 

받게 되어 가급적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일부 생산자에 의한 것으로 보인

다.

3.3 원유의 유통과 비용 절감을 위한 유업회사들의 대응

생산자와 유업체가 직접 원유거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업체가 

자사나 업자에게 위탁하여 집유(集乳)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집유량이 줄고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실제 계약과는 별도로 업체 

간에 조정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계약한 농가의 원유를 서로 모으는 등 집유를 합

리화함으로써 수송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계약을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분산된 형태로 생산자와 거래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한편, 실제 집유 시에는 효율적으로 집

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유의 스와핑(대체)으로 불리는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제품을 공동으로 배송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집유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러한 

업계 내에서의 협업 스타일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호주는 기상 조건이 크게 악화되어 곡물, 원예 등 

일반 농업부문은 물론 육우부문, 낙농부문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낙농부문에

서는 젖소 조기 도태, 생산성 하락 등으로 원유 공급이 크게 감소하였고, 유업회사

들은 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하였다. 

호주에서 생산된 원유의 10% 이상을 수출하여 낙농대국으로 불리던 호주가 수

출량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각 유업체 마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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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존의 유업체들이 인수 합병을 거듭하고 있는 추세에서 유업체간 경쟁은 더욱 

격해지고, 호주 유업계에서도 커다란 지각변동이 있었음 보았다. 

더욱이 2018년 12월 말부터 TPP11 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유제품 주요 수출국

인 호주는 2019년 이후 원유 생산 감소로 인해 동 협정으로 얻을 수 있게 된 새로

운 시장 접근기회마저 살리지 못하는 처지였다. 

국제 곡물 수급의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해석하고 전망해 보면, 일단 젖소 

사육두수가 감소한 현재의 상황에서 자국 내 사료로 이용되는 곡물이 그만큼 줄어

들었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기상조건 악화로 곡물 생산량마저도 줄어들어 자국 

내 사료용 곡물 수요도 감소된 셈이다. 

낙농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조사료를 포함한 사료 가격 상승을 비롯하여, 사양

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료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상조건이 좋아진다면 곡물 생산량은 일시에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젖소 사육두수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

다. 즉, 날씨만 좋다면 2020년 이후 당분간은 곡물 생산량 중 이전에 사료로 이용

되었던 물량만큼은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 더욱이 방목을 위주로 사육하는 호주 

낙농의 특성 상 보다 풍부해진 목초 급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곡물에 대한 사료용 수요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결국 

호주가 수출용으로 돌릴 곡물의 양이 그만큼 많아 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 세계적인 유업체 합병 및 매수 상황도 

찾아볼 수 있다.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격렬한 시장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나라도 조만간 이러한 바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앞

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 준비의 첫 번째 과정이 원유 

생산비 절감 노력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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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업계가 문제 삼는 소매가격 - 1호주 달러 우유의 행방-

호주에서는 울워스 사와 콜즈 사 등 2개 사의 매출이 소매업계의 70%를 차지한

다. 알디(ALDI19)) 사를 포함하면 3개 회사가 시장의 80% 정도의 쉐어를 차지하는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다. 

울워스 사와 콜즈 사가 2011년부터 ‘1리터 1호주 달러 우유’라 불리는 개인 브랜

드 우유를 출시한 이후, 업계는 이 개인 브랜드 우유가 우유 판매가격 하락, 심지어 

생산자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낙농업계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

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가뭄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2019년 2월에 울워스 사

가 그리고 3월에는 콜즈 사가 1리터당 10호주 센트(84원=8엔)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 1 

콜즈사 프라이빗 브랜드의 우유(가격은 1리터용기로
는 1.29호주 달러(1,029원=98엔), 3리터 용기로는 
1리터당 1.2호주 달러(955.5원=91엔)임).

사진 2 

콜즈사 프라이빗 브랜드의 치즈

19) 알디(ALDI).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독일의 다국적 대형 슈퍼마켓 체인. 1946년 카를 알브레

히트(Karl Albrecht)와 테오 알브레히트(Theo Albrecht) 형제가 어머니의 가게를 물려받아 설립하였다. 

본사는 독일 에센과 뮐하임안데어루르에 있다. 품목의 수를 줄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독일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1967년 알디 쥐트는 오스트리

아 식료품 체인 회사 호퍼(Hofer)를 인수하였고, 알디 노르트는 1973년 네덜란드에 첫 번째 상점을 열

면서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알디에는 유명 브랜드가 거의 없고 전체 상품의 90% 이상이 저가의 

PB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급하는 품목의 수가 1,600여 개에 불과하고, 상품은 박스 채로 진열되

어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엄격한 품질 기준 및 고객이 구매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00% 

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의 신뢰를 쌓고 있다. 해외에서는 알디 노르트의 경우, 덴마크, 프

랑스, 베네룩스 3개국, 이베리아 반도, 폴란드 등으로 진출해 있고, 알디 쥐트는 아일랜드, 영국, 헝가

리, 스위스, 호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으로 각각 진출해 있다. 알디는 대형 슈퍼마켓 테스코보

다 약 20% 싼 가격에 고품질 상품을 판매하며 영국 뿐 아니라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18개 국가에서 

10,000여 개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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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일본농축산진흥기구의 현지 조사20)에서 콜즈 사의 프라이빗 브랜

드 우유의 가격을 확인한 결과, 1리터당 1.2호주 달러(955.5원=91엔)에 판매되고 

있어, 여전히 값싸지만 지난 반년 사이에 추가로 10호주 센트 정도 가격이 올랐다. 

또 우유 가격도 싸지만 업계는 치즈 가격도 싸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 자체 브랜드의 체다치즈는 1kg당 7.7호주 달러(6,142.5원=585엔)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소매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있어 생산자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었

기 때문에, 이번 개시된 생산자와의 직접 계약으로 높은 유가를 설정함으로써, 이

미지 회복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었다.

어려운 원유 생산 현황을 배경으로 각 사는 높은 유가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 상

황이 향후 어느 정도 소매가격에 영향을 줄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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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畜産の情報｣ 

2020년 1월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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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개체식별 시스템을 이용한 젖소 사양 관리

호주에서는 1960년대 소의 브루셀라병21) 및 결핵병22)을 퇴치하기 위한 수단으

로 농장마다 8자릿수의 식별 번호(Property Identification Code: PIC23))을 등록

하여 소를 이동할 때는 PIC을 담은 테일태그(꼬리표)를 장착하는 트레이스어빌리

티 시스템(traceability System, 이력추적제)이 도입되었다. 

이 PIC시스템을 기초로 1999년 VIC주에서 15자릿수의 고유번호가 기록된 전자 

칩(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RFID24))가 든 인식표(전자이표: 사

21) 브루셀라병(brucellosis). 브루셀라균의 감염으로 발생되는 인축(人畜) 공통 전염병. 소 브루셀라균

(Brucella abortus)･산양 브루셀라균(B.melitensis)･돼지브루셀라균(B.suis)이 원인체이다. 가축의 경우 

이 병은 법정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소･산양･돼지의 생식기관과 태막(胎膜)에 염증을 수

반하여 유산과 불임증을 나타낸다. 사람에게 이 균이 감염되면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부정형의

발열･피로･권태감･두통 등의 전신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 때의 발열을 일명 말타열(malta fever) 또

는 지중해열(mediterranean fever)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이 병이 발생한 바 있으며, 주로 경구 및 

접촉감염으로 전파되었으며, 멸균처리되지 않은 유제품을 먹은 사람에게도 전염되었다. 이 병의 효

과적인 치료법은 없으며, 가축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나, 일단감염된 가축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도살처분하여야 한다. 사람의 경우 그 치료에는 테트라사이클린･스트렙토마이신･클로람페

니콜 등이 쓰이나, 약제 투여를 중지하면 재발하는 일이 많고 내균성이 나타나므로 치료가 쉽지 않

다. 치사율은 2% 이하이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척추염･골수염 등을 일으킨다. 인축공통

전염병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WHO)가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단법도 국제표준화의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

과, https://terms.naver.com/)

22) 소 결핵병.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만성적인 쇠약, 유량감소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소모성 질병으로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이 병은 또한 사람에게도 감염되어 결핵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으

로 이 병을 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젖소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검진 및 양성축 살처분 제도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젖소에서 0.02~0.03%의 발생을 나타내고 있다. 전염 경로는 감염소 및 

잠복감염소에서 배출된 콧물 등의 분비물, 감염 소 및 잠복감염 소와의 접촉감염, 오염된 사료, 물 

등에 의한 경구감염, 임신 소에서 태아의 태반감염 및 우유를 통한 송아지 감염 등이다. 증상으로는 

감염 초기에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으나 계속해서 쇠약해지고, 중증인 경우 쇠약, 기침, 호흡곤란, 피

부의 임파절이 크게 된다. 부검시 폐, 흉벽, 임파절 등에 특징적인 결핵결절이 형성된다. 감염요인으

로는 발생농가의 감염소와 동거사육소의 접촉, 발생농가의 오염원 제거 부실 등으로 동일 농장에서 

반복 발생, 소 결핵 및 부루세라병의 만성적인 질병 특성으로 축주의 질병위험인식이 미흡함, 무분

별한 소 구입으로 잠복감염 소 입식 등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농가예방 수칙으로는 소 구입시 결

핵 및 부루세라병 비발생농가의 소임을 확인하고, 질병검진카드 확인(시, 도 가축방역기관에 문의) 

후 입식, 입식시 다른 소와 격리사육하고 검진 후 합사, 무분별한 소 구입 자제 등을 지켜야 하며, 

사양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자연 교미시 종모우 검사, 건유기 때 격리하여 함께 사육하고 있는 소

와 접촉차단, 유산태아 및 후산물 처리(소각 또는 매몰)를 철저히 하여 전염원을 제거하고, 개/고양

이 및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 유/조산소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질병검진을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

야 한다. 또한, 가축방역기관의 정기적인 질병검진을 받아야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식품백

과사전, https://terms.naver.com/)

23) 호주의 PIC제도 또는 PIC의 구성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우병준, ｢돼지생산이력체

계 도입을 위한 현장 적용 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년 4월 및 허 덕 외 3인, ｢축산물 

생산 유통의 Traceability System 구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을 참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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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3)을 소에 장착한 개체식별 제도인 NLIS(National Livestock Identification

System)25)가 도입되어 2005년 7월 전 주에서 의무화되었다. 축산 농가는 목장 내

에서 태어난 소를 출하할 때까지 흰색 NLIS 인식표를 오른쪽에 장착할 의무가 있

다(사진 4).

사진 3 (좌) 

VIC주 소 NLIS 이표, (우) VIC주 양, 산양용 NLIS 
이표. VIC주에서는 양과 산양에도 이표 부착이 

의무화 되어 있다.

사진 4 

송아지 오른쪽 귀에는 NLIS 이표가 장착되어 있다.

또한, NLIS는 축종으로 인해 개체 식별이나 군 식별 차이와 식별에 이용되는 수

단(전자이표, 전자이표가 아닌 귀표, 문신 등), 보고방법 등의 차이는 있지만, 

2009년에는 양 및 산양도 그리고 2018년에는 돼지도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사

진 5).

24) RFID 이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우병준, ｢돼지생산이력체계 도입을 위한 현장 적용 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년 4월 및 허 덕 외 3인, ｢축산물 생산 유통의 Traceability System 

구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와 송주호 외 3인,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전면 실시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년 11월 등을 참조할 것.

25) 소의 NLI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3년 12월호, ‘호주의 소 

유통 제도 - 대규모 경영을 지탱하는 단순하고 전자화된 구조 -’(URL: https://lin.alic.go.jp/alic/month/

domefore/2013/dec/wrepo02.htm)와 허 덕, 우병준, ｢돼지생산이력체계 도입을 위한 현장 적용 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년 4월 및 허 덕 외 3인, ｢축산물 생산 유통의 Traceability System 

구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을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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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돼지용 이표(전자이표가 아님)

칼럼 6 사진 4 

녹색 이표가 농업관리용 이표

소의 전자 이표에는 RFID에 기록된 15자릿수의 번호와는 별개의 16자릿수 

NLIS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이 NLIS번호는 8자릿수의 PIC, 1자릿수의 제조업자 

코드, 1자릿수의 귀표 등 종류별 코드, 1자릿수의 제조년 코드, 5자릿수의 시리얼 

번호로 구성된다. 전자이표에 의해 젖소 개체를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사육관리 개

선에 이바지하므로, VIC 주정부는 NLIS에 의해 낙농가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DA는 낙농가의 개체식별의 유용성을 소개하는 리플릿 중에서, 개체 

식별시스템의 하나로서 NLIS 이표가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가 방문한 낙농가가 소의 왼쪽에 농장에서 관리용

으로 이용하는 4자리 번호가 표기된 전자이표가 아닌 이표를 장착했지만, NLIS인

식표에 의한 개체식별을 하는 것이다(사진 6).

이 낙농가에게는 한쪽 24마리 헤링본26)의 스윙암식 밀킹팔러27)에서 착유28)하

26) 착유스톨이 물고기 뼈 모양으로 사열로 배열된 구조의 착유실 형태(출처: 네이버블로그 선맨61, 

https://blog.naver.com/sunmam61/102897845)

27) 착유 유니트를 착유실 통로 가운데 위쪽(하이라인)에 설치하여 스윙암(Swing Arm)이라는 유동적 유

니트로 오른쪽 왼쪽의 소를 번갈아가며 착유하는 방식을 말한다.(출처: 네이버블로그 channyhana, 

https://blog.naver.com/channyhana/20010795466).

28) 우리나라 착유방식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유럽과 달리 국내의 낙농업은 1900년대 초 외국의 유용

종(젖을 짜기 위한 소의 종류)를 도입하여 한국의 낙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본격

적인 낙농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당시에는 착유기계로 소의 젖을 짜는 것이 아니라 손으

로 젖을 짜는 손착유 방식이었다. 1970년대에 버킷 착유기가 일부 도입되어 버킷 착유를 시작하였

지만, 버킷 착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이다. 이 시기 이후 버킷착유방식에서 한 단

계 도약한 파이프라인 착유기계가 도입 되었다. 1990년 초에는 선진 낙농국가가 많이 쓰고 있는 헤

링본착유시설, 텐덤착유시설, 사이드 바이 사이드 착유방식, 로터리팔러 착유방식 등 다양한 착유기

계들이 도입되어 현재 많은 낙농가들은 다양한 착유방식으로 소의 젖을 짜고 있다. 2006년 국내에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60

고 있으며, 소가 팔러에 들어갈 때 RFID판독기에서 개체식별을 하고 있었다.(사진 

7~9). 밀커의 착유량 데이터는 시스템에 축적되어, 유방염이나 다른 병력 등의 정

보와 함께 팔러 내의 모니터로 확인되고 있었다(사진 10).

사진 7, 8 

스윙암식 밀킹팔러. 소를 교체입실시 밀커의 암을 반대쪽으로 스윙시킨다

사진 9 

RFID 리더기

사진 10 

밀킹팔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데이터의 모니터. 
여기에서 개체별로 착유량 등을 관리하고 있다. 

병력이 있으면 색깔로 표시된다.

스윙암식은 팔러의 한쪽에서만 착유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젖을 짜내는 데 적합

하며, 이 낙농가가 통상 200마리를 혼자 착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로봇착유기가 도입되었고, 미래의 착유시스템으로 사람이 착유를 하지 않고 로봇이 스스로 

착유를 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도입되어있는 착유기계는 헤링본, 텐덤, 파이프라

인 방식이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https://kin.naver.com/qna/). 최근 농장의 착유방식 조사결과를 

보면, 목장의 착유시스템은 헤링본 41.0%, 텐덤 39.5%, 파이프라인 16.2% 등으로 조사되었다.(출처: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2018 낙농경영실태조사｣,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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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3편) 호주 육우산업의 환경 정책과 
육우농가의 대응1)

허 덕 *

김태련 **

1. 서론

호주에서는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산 환경 하에 육용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생산된 쇠고기는 아시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수출되

고 있으며, 호주는 국제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육용우 생산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혹독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2) 등

이 생산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농가 수익성 개선뿐 아니라 동물복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쇠고기의 영양과 건강과 같은 소비자와 사회의 요구 변화에 

대응한 다면적인 대응이 육용우산업의 지속 가능성3) 확보라는 키워드로 대두되고 

* 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huhduk@krei.re.kr 

** 해외곡물시장 동향 담당자,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의 ‘豪州肉用牛産業における環境対策について~持続可能性の確保に向け

て~’, ｢축산의 정보｣ 2020년 2월호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곡물 수급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시도를 하

였으며, 호주 쇠고기 관련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재편집･수정･보완하고, 해설을 덧

붙여 작성된 것이다. 

2) 호주에서의 최근 가뭄,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가 호주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9권 2호),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지속 가능성(持續可能性)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재는 생물학적, 생활 체계와 관련하여 주로 쓰인다. 생태학적 용어로서의 지속가능성은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 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간 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에 관련된 체계적인 개념이다. 지속 가능성은 문명과 인간 활동, 즉 사회를 구

성하는 수단으로 의도된 것으로, 이것의 옹호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절충하고, 현재 한도에서 최대한

의 가능성을 짜내면서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러한 이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

한 계획과 활동을 수행한다. 지속 가능성의 개념은 지역의 이웃으로부터 지구 전체에까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 가능성이란 현재는 물론 불확실한 미래에도 사람과 환경에 모두 최선을 주는 

것이다. 1987년의 브룬틀랜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이란 ‘미래 세대의 가

능성을 제약하는바 없이,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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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연조건 특히 기상조건에 의한 영향은 곡물에도 축산에도 모두 크게 영향을 미

칠 것이며, 실제 2018년부터 발생한 기상의 악조건으로 곡물 및 축산 모두 감소하

는 등 크게 영향을 받았다. 농가의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역시 당연하게도 육우나 

곡물 등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한편, 동물복지나 환경에의 영향 등의 제약으로 축산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즉, 곡물의 사료용 수요의 축소라는 영향이 나타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요구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방향성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소비자 요구의 변화라는 범주 내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헬

스 스타 레이팅, 유기농 식품, 글루텐 프리 등으로 대표되는 건강지향형 소비자 요

구의 변화4), 이력추적제5)와 라벨링 그리고 동물복지 등으로 대표되는 안전･안심

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소비자 요구의 변화, 1인 가구 증가에 의한 소비패턴 변화로 

대표되는 소비자 구성의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등등 너무나도 다양한 변화

에 대해 하나하나 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곡물수급의 관점

에서 다양한 소비자 요구 변화에 대해 다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호주 육용우산업에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환경대책의 대응

상황을 설명한다. 이는 환경정책의 추진에 따른 호주의 소 사육두수 증감 여부와 

곡물 수출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글 중 환율은 1호주 달러=79엔(원화 환산 829.5원, 원/엔 환율 10.5원 적용, 

12월 말일 TTS-달러 환율: 78.52엔)을 적용하였다. 

래 용어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국의 의제 21(아젠다 21) 계획에서 채택된 용어이다. 어떤 이들은 '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이 '끊임없는 발전'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비판하며, 

이 용어의 사용을 실제적인 개발 활동의 영역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성'은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인간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학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장기간 지속되는 실제 이익과 생산의 증가를 말한다.(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4) 이에 대해서는 허 덕, 김수연, ‘호주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2020년 6월호(9권 

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을 참조 바란다. 

5) 호주의 개체식별시스템에 관해서는 허 덕, 김수연, ‘호주 낙농업 현황과 업계의 M&A 진행 상황’, ｢해

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3호(2020년 6월호)를 그리고 호주의 가축 이력추적제에 대해서는 허 덕 외 

3인, ｢축산물 생산 유통의 Traceability System 구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와 송주호 

외 3인,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전면 실시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년 

11월 그리고 허 덕, 우병준, ｢돼지생산이력체계 도입을 위한 현장 적용 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2007년 4월 등을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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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육용우산업 개요-환경대응과 관련하여- 

2.1 육용우산업의 위상

호주의 육용우 생산액은 전 농업 산출액의 19%를 차지한다. 이처럼 호주의 육용

우 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생산된 쇠

고기의 71%는 아시아와 미국 등 78개국 이상의 나라에 수출되는 등 호주의 육용우 

산업은 수출지향형 산업이다. 호주는 고품질 쇠고기의 안정적 공급 국가로써 국제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2 육용우 사육두수 

호주 전체 소 사육두수는 2018년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2,640만 마리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퀸즈랜드(QLD) 주가 1,205만 두로 전체 소 사육두수의 46%

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소를 사육하는 최고의 주산지이다. 다음으로 많은 주는 뉴

사우스웨일즈 주(NSW)로 473만 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어, 전체 소 사육두수의 

18%를 차지한다. 이 두 개 주는 호주에서도 육우의 주산지로 꼽히며, 이 두 개 주

를 합치면 전체 소 사육두수의 60% 이상을 점유한다(그림 1). 

그림 1. 호주의 지역별 소 사육두수(2018년 6월 3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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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용우 사육지역 

호주의 기후는 열대성6)에서 온대성7)까지 그리고 그 대부분이 건조8) 혹은 반건

6) 열대기후(熱帶氣候). 최한월 평균 기온 18℃ 이상 지역으로,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위 20°이내로 개

발 잠재력이 큰 지역에 분포한다. 열대기후는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더 크고, 강수량의 계절적 분포에 

따라 연중 습윤한 열대우림기후(Af), 짧은 건기가 있는 열대몬순기후(Am),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

렷한 사바나기후(Aw)로 나뉜다. 열대우림기후(熱帶雨林氣候, tropical rainforest climate)란 적도를 사

이에 두고 저위도지방에 분포하는 고온다습한 기후를 말한다. 대략 분포 범위가 남‧북위도 5° 사이이

다. 월평균기온은 26~28℃이며, 연교차가 적고 오히려 일교차가 크다. 연 강수량은 2,500㎜ 이상이

며, 습도가 높다. 낮과 밤 사이에 스콜이 자주 내린다. 쾨펜(W. Köppen)의 기후분류에 의하면 최한

월 평균기온 18℃ 이상으로 야자나무 생장의 한계선과 일치한다. 강수량은 매월 강수량이 60㎜ 이상

이어야 한다. 열대몬순기후(熱帶monsoon氣候, tropical monsoon climate)란 열대지역 내에서 몬순에 

의해 나타나는 기후를 말한다. 열대계절풍기후라고도 부른다. 인도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또는 기네아 만 주변 및 동아프리카 동안 등에 열대계절풍대가 나타나는 기후로, 일반적으로는 고온

다습한 몬순현상에 의해 우계‧건계의 구별이 뚜렷하다. 통상 열대수렴대(ITC)가 통과하는 시기에 비가 

많기 때문에 연 2회의 우계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 인도 반도는 여름의 남서몬순이 우계를 의미하고 

남서몬순의 영향을 받는 말라바르(Malabar) 해안과 아삼(Assam) 지방은 세계적인 다우지로 되어 있

다. 사바나기후(savana氣候, savanna climate)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열대기후를 말한다. 열대사바

나기후라고도 한다. 보통은 쾨펜(W. Köppen)의 기후구분에서 Aw 기후를 의미한다. 최한월 평균기온

은 18℃ 이상이지만, 열대우림기후에 비해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겨울이 서늘하다. 강수량은 열대우

림기후보다 적다. 월 강수량 60㎜ 이하의 건조한 달이 있으며, 연 강수량은 2500-X(X는 최소우월강

수량) 이하이다. 일반적으로 태양 고도가 높은 계절이 우기이며, 이때 적도수렴대(ITCZ)가 통과하게 

된다. 반대로 태양 고도가 낮은 계절이 건기이다. 우기의 강수는 열대수렴대에 수반되는 대류성 강수

가 많으며, 건계에는 안정된 무역풍계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 해에 따른 강수량의 변동이 크므로 

한발의 위험이 있다. 열대우림기후대의 고위도에 접하여 회귀선 부근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한

다.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 넓게 분포할 뿐 아니라 인도 데칸 고원, 태국 내륙부, 오스

트레일리아 북부지역도 이에 속한다. 사바나기후 하에서는 소림(疎林)과 관목(灌木) 그리고 단초 초원 

등 사바나라는 독특한 식생경관을 나타내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동물의 낙원을 이루고 있다.(출처: 

네이버 자연지리학사전, 한국지리정보연구회: https://terms.naver.com/)

7) 온대(temperate zone, 溫帶). 열대와 한대 사이로서, 중위도에 해당한다. 기후가 따뜻하고 적당한 우

량에 여름과 겨울의 구별이 뚜렷하다. 한국에서는 최한월의 평균기온 -3℃로 남부의 온대, 북부의 

냉대로 크게 이분한다. 남북 양반구(兩半球)의 회귀선(回歸線:23.5 °)과 남북극권(極圈:66.5 °)의 위선

(緯線) 사이의 지역에 해당한다. 수평분포 상 중위도지대에 해당하며, 기후가 따뜻하고 적당한 우량

이 내리며, 여름과 겨울의 구별이 뚜렷하다. 동부아시아에서는 남부에 상록의 떡갈나무를 주로 하는 

삼림(森林), 북부에 낙엽성인 졸참나무와 너도밤나무를 주로 하는 삼림이 발달하였다. 한국에서는 1

월 평균기온 －3 ℃의 등온선을 경계로 남부의 온대, 북부의 냉대로 크게 이분되며, 이 선은 차령산

맥을 중심으로 소백 ･태백산맥을 따라 해금강에 연결된다. 온대는 다시 1월 평균 기온 10 ℃ 선을 

중심으로 그 이남의 난대와 구분되는데, 대체로 남해안지역이 이에 해당하며 동백, 귤, 파인애플 등 

아열대성 과실의 재배가 성하다.(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8) 건조지대(arid region, 乾燥地帶).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어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지대를 말하며, 중

위도 고압대가 발달하는 대륙의 서쪽이나 중앙아시아 대륙의 내륙부에서 주로 발달한다. 즉, 강수량

이 부족하여 식물의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지대를 말하며, 사막 ･스텝 등의 건조기후를 이루고 

있다. 중위도 고압대가 발달하는 대륙의 서쪽, 중앙아시아와 같은 대륙의 내륙부, 파타고니아 등 대

산맥의 풍하지역(風下地域)에 분포하여 바다로부터의 습한 바람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지대이며, 세

계적으로 보면 남북 양반구의 중위도를 대상(帶狀)으로 둘러싸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아시아의 고비 

･타클라마칸･타르･이란･아라비아, 아프리카의 사하라･리비아･칼라하리, 북아메리카의 소노라･모하비, 

남아메리카의 아타카마･파타고니아, 호주의 빅토리아･그레이트샌디 등의 사막이 포함되고, 그 주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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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지대9)이다. 국토의 58%가 농업 생산지로서 이용되고, 그 90% 이상인 54%에서 

소와 양 등과 같은 가축을 목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목축지역 중 83%에

서 자연의 식생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조성된 초지이다(그림 2). 

그림 2. 호주 농업 생산지역

역에는 초원이 분포하고 있다. 면적도 넓어 전 육지의 약 30 %를 차지하고 있다. 건조지역에서는 강

우가 적기 때문에 영구하천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특히 사막에서는 일시적인 강우에 의해서 와디

(wadi)라고 불리는 건천(乾川)에 물이 흐르더라도 무미천(無尾川)을 이루어 해안까지 이르지 못하고, 

광대한 내부유역이 형성된다. 또 물에 의한 침식작용이 적기 때문에 크고 작은 내륙분지가 발달하기 

쉬운 것이 지형상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르칸(Barchan)이라고 불리

는 말굽형의 사구군(砂丘群)이며, 사막도 모래사막･자갈사막･암석사막 등으로 분류된다. 건조지역의 

생활은 농업과 유목에 의존했으나, 고대부터 중세 말까지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했던 대상로나 

실크로드는 육로의 중심지가 되어 세계 문명을 용이하게 받아들였으며,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 등 

세계 종교도 이곳에서 발상(發祥)하였다. 농업은 오아시스나 외래하천(外來河川)에 의하여 관개가 가

능한 지역에 한정되었으나, 일사량이 충분하여 물만 있으면 경작은 용이하였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이집트 등의 비옥한 충적평야는 삼림이 무성한 온대나 열대지역보다도 초기의 정착생활에 유

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고대문명의 발상을 촉진시킨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유목

민은 가축과 함께 물과 풀을 찾아 이동생활을 계속하였으나, 그들의 행로는 부족마다 정해져 있었고, 

비가 적어 물과 풀을 용이하게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쟁과 약탈이 거듭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국에서 유목민의 정착화 정책이 강화되었고, 또 인공관개에 의한 사막의 녹화작업과 건조농업에 

의한 스텝의 개발, 그리고 지하자원의 개발 등으로 근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9) 반건조지대(semiarid zone, 半乾燥地帶). 비교적 건조정도가 약한 건조지역을 말한다. 사막 주변, 캐나

다 남부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대평원, 대분지 북부의 내륙고원 등에 분포한다. 반건조 기후지대는 사

막 주변에 분포한다. 유라시아대륙에서는 흑해(黑海) 연안에서 키르기스스탄과 발하슈호(湖)를 거쳐 황

허강[黃河] 상류에 이르는 지대와 북아프리카에서 이라크･이란 건조지대의 북부 가장자리에 이르는 지

대가 이에 속한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로키산맥 동쪽 기슭의 캐나다 남부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폭넓은 

대평원과 대분지(大盆地) 북부의 내륙고원 등에 분포한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남위 30 °이남의 안데스

산지 동쪽 기슭을 따라 폭이 좁은 스텝지대가 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남동부 산지의 내륙 쪽에 있

으며, 머레이 강과 달링 강 유역이 중심이다. 아프리카 남부에서는 칼라하리 사막 주변에 넓은 스텝 

기후구(氣候區)가 분포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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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농업 생산지역은 강수량 등 조건에 의해 다우지역, 밀 재배와 양 사육지

역, 목축 지역 등 세 가지 지역으로 분류된다. 육용우는 세 지역 모두에서 널리 사

육되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생산 환경이 좋은 지역(주로 남부 주)에서는 일반적

으로 자연 식생뿐만이 아니라 조성 초지를 이용하여, 목구(牧區)마다 소를 로테이

션하여 방목하는 사양방법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강수량이 적어 토지가 메말랐으며 다른 농축산물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아 

곡물, 낙농 정도만이 광대한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목축 지역에서는 자연식생을 

이용한 대규모의 조방적인 사양을 하고 있다. 

2.4 육용우산업 발전 및 그 배경

호주 육용우산업 발전 상황을 육우 사육두수 추세로 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 호주의 소 사육두수 추이 

1940년대 후반에는 호주의 소 사육두수가 1,400만 두 안팎이었다. 그 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8년에는 약 2배 정도인 2,640만 두로 늘어났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호주는 주로 영국으로 소를 수출하였다. 이후 미국으

로 햄버거 패티(patty) 원료로 수출하는 물량이 확대되면서, 1960년대 후반에는 

대미 수출이 수출량의 80%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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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1968년부터 호주는 수출 다각화를 꾀하였다. 그 결과, 호주 쇠고기를 일

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970년대 호주의 소 사육두수는 3,360만 두까지 증가하였다. 

그 뒤 두 차례의 석유파동10)을 거치면서 경기침체 등에 따라 호주의 소 사육두

수가 감소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 사육두수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호주의 소 사육두수 확대를 계속해 온 배경 중 하나로 호주 정부의 생산 진흥정

책을 꼽을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소의 생산을 진흥시키려는 목적으로 농지나 목초

지 확대를 위해 점차적으로 잡목림 벌채를 진행하였다. 자연 잡목림 벌채는 1950

년대에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는 증가세가 가장 커졌다. 이는 

10) (제1차 석유파동) 1973년 10월 6일부터 시작된 중동전쟁(아랍이스라엘분쟁)이 10월 17일부터 석유전

쟁으로 비화하여 세계의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971

년부터 OPEC는 석유이권(石油利權) 수입의 인상을 추진해 오던 중, 1973년 10월 16일 페르시아만

(灣)의 6개 석유수출국들은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의에서 원유고시가격을 17% 인상하여 종전의 

원유 1배럴당 3달러 2센트에서 3달러 65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17일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지역에서부터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원유생산을 전월에 비해 

5%씩 감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으로서, 중동전쟁에서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서방세계에서는 '에너지 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OPEC의 페

르시아만 산유국들은 다시 1974년 1월 1일을 기해 배럴당 5.119달러에서 11.651달러로 인상하였

다. 석유에 기간산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서방세계의 경제는 석유부족으로 인한 제품생산의 

부족과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세계적인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만연시켰다. 이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 및 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왔다. 외교면에서는 서방세계로 하여

금 이제까지의 친(親)이스라엘에서 친아랍 중동정책으로 기울게 하였다. 한편 OPEC는 국제석유자본

(Oil Major)이 독점하고 있던 원유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2차 석유파동) 제l차 석유파동의 결과 OPEC는 '석유메이저'가 독점하고 있던 원유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의 하락을 고려한 실질 원유가격으로 끌어올리지는 못

하였다. 그리하여 1978년 12월 OPEC 회의는 1976년 배럴당 12.70달러에서 단계적으로 14.5%의 

인상을 결정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2월 말 이란은 국내의 정치 및 경제적인 혼란을 이유로 

인하여 석유생산을 대폭 감축시키고 수출을 중단하였다. 그 결과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배

럴당 10달러 선을 조금 넘어섰던 원유가격은 불과 6년 사이 20달러 선을 돌파하였고, 현물시장에

서는 배럴당 40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제2차 석유파동이다.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는 제1차 

석유파동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1978년의 4.0%에서 

1979년에는 2.9%로 낮아졌다. 물가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3%를 기록하였

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32.0%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또 석유수입국의 경상수지는 원유수입

의 부담 증가로 크게 악화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상수지는 1978년의 116억 달러 흑

자에서 1979년 322억 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고, 비산유 개발도상국은 적자의 폭이 444억 달러에

서 505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반면, OPEC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1978년의 240억 달러에서 

1979년에는 77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한국 경제는 제1차 석유파동 때에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나(1974년과 1975년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8.0%와 7.1%), 제2차 석유파동 때

는 극심한 피해를 받았다(1979년과 1980년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5.7%). 이는 제1차 석유

파동 이후 경제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화학공업 중심의 확대정책에 중점을 둔 데에 기

인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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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소 사육두수 추이와 부합됨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 이후에는 각 주 정부에 의한 자연 잡목림 벌채가 규제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벌목으로 인한 식생 균형 변화가 토양 열화11) 및 염해12), 하천 수질 

오염, 온실효과 가스13) 발생 억제 등 환경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지

11) 토양열화(soil-depleting, 土壤劣化). 토양열화 작물이란 토양에 재배하면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등

을 악화시키는 작물을 말한다.(출처: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12) 염해(salt damage, 鹽害). 태풍이나 계절풍이 함유한 해수 입자가 입히는 재해를 말한다. 바람이 약

하거나 내륙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식물에 부착형성과 침투형성으로 

염해를 미치며, 강철과 송전선(送電線)의 부식, 콘크리트의 붕괴 등을 일으킨다. 염풍해 또는 조풍해

(潮風害)라고도 한다. 태풍이나 계절풍이 다량으로 싣고 온해수 입자가 육상의 식물이나 송전선에 부

착되면, 식물의 잎이 마르고 수목이 고사하기도 하며, 송전선의 부식 등으로 정전사고가 발생한다. 

염해는 성질상 바람이 약할 때나 바람이 내륙에서 바다 쪽으로 불 때는 생기지 않는다. 대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 입자의 수는 대략 풍속의 제곱에 비례하며, 염분입자는 해안에서 많고 내륙으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된다. 송전선에 미치는 염해는 우량이 많고 1일 1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애자에 묻은 염분이 씻겨 내리므로, 적지만 이슬비나 안개비일 때는 커진다. 식물에 미치는 염해에

는 부착형성과 침투형성이 있는데, 전자는 곰솔이나 동백나무 등의 잎의 표면에 부착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잎의 내부로 염분이 침투하여 들어가는 것으로, 천선과나무, 팽나무, 떡갈나무 등이 해를 입

는다. 해안 가까이 있는 건물에 미치는 염해도 많은데, 강철(鋼鐵)의 부식이 가장 많다. 따라서 그 

시공에는 충분한 방식처리(防蝕處理)가 필요하다. 알루미늄은 대기 중에서는 내식성이 있고 표면 광

택이 유지되지만, 염분에 의해서는 부식이 진행된다. 한편 콘크리트는 균열부위로 염분이 침입하여 

내부의 철근 콘크리트가 부식되는 일도 있다. 또 시멘트 중의 반토산석회염(礬土酸石灰鹽)과 바닷물 

속의 황화물의 화합물인 시멘트바실루스의 팽창에 의한 콘크리트의 붕괴도 염해의 일종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3)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溫室 gas), 이칭(異稱) 또는 별칭으로 GHGs 또는 온실기체라고도 한

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가스’. ‘GHGs･온실기체’라고 정의한다. 지구온난

화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GHGs: Greenhouse Gases)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온실효과가 발생하여 지

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이다. 온

실기체 가운데 수증기는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1985년 세

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적으로 선

언하였다.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기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체가 화석에너지

의 연소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이다. 온실기체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로 나타낸 것을 ‘지구

온난화지수’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을수록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산화탄소의 온난화지수

가 1이라면 메탄은 21이나 된다. 메탄은 농축산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소의 트림이나 방귀, 

가축 분뇨 등에서 나온다고 한다. 메탄은 산업혁명 이전 715 ppb에서 2005년 1,774 ppb로 2배 이

상 증가하였다. 아산화질소도 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에 쌓이고 있는데, 아산화질소의 온

난화지수는 310이다. 온난화지수가 매우 높으면서도 자연 상태에서 발생되지 않는 인공적인 온실기

체로는 냉매, 스프레이 분사제 등 산업공정에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대

기로 방출되는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대표적이다. 온실기체 가운데 온난화지수가 가장 낮은 이

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다른 온실기체보다 양이 월등히 많고, 산

업화와 더불어 대기 중 농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280 ppm에서 2005년 379 ppm으로 증가하였고, 이산화탄소의 연간 배출량은 

1970년부터 2004년까지 80%나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 대비 최고 11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산화탄소는 전

체 온실기체 배출량의 77%(화석연료 사용 57%, 산림 벌채･벌목 및 토탄지(土炭地, moor, 반육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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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2.5 호주의 육우 사육형태

호주의 소 사육부터 쇠고기 소비까지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4. 호주의 육우사육부터 쇠고기 소비까지의 흐름

자료: 허 덕, ‘주요국 육우산업 현황’, ｢한우마이스터과정 교육교재｣, 영남대학교, 2017.6.

호주에서는 소 사육형태는 크게 목초비육과 곡물비육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번

식농가에서 송아지를 생산하게 되면, 가축시장에 내다 팔게 된다. 송아지는 육성

농가들이 구입하게 된다. 

식 중 대표적인 토탄(peat)이 쌓여 이루어진 땅) 감소 17%, 기타 3%)를 차지한다. 발전소에서 전기

를 만들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유와 석탄, 자동차와 비행기 및 건물 냉난

방에 쓰이는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났다. 

또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는 열대우림과 다른 기후대의 산림이 빠른 속도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산화탄소 농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기체의 인

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으며, 1997년에 국가 간 이행 협약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만

들어졌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기체 방출량을 지난 1990

년 대비 평균 5.2% 줄이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09년에 2020년

의 배출 전망치 기준 대비 30% 감축한다는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

서에 의한 의무적인 감축국가가 아니지만, 녹색성장에 자발적 참여하여 감축 목표를 추진한 것이다. 

국가 온실기체 감축목표 이행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

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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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농가에서 일정기간 사육한 소를 다시 가축시장에 내다 팔면, 이를 목초비육

농가나 곡물비육농가가 사들이게 된다. 이 때부터 방목에 의한 목초비육과 곡물에 

의해 피드롯(feedlot14))에서 사육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목초 또는 곡물 비육농가에서 비육된 소는 패커(Packer)라는 상인조직이 도축･

가공하여, 국내에 쇠고기로 공급하거나 수출하게 된다.

아래 <표 1>은 호주의 육용우 사육형태를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내용 중 

곡물비육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소 곡물비육형태는 단기곡물비육과 중기곡

물비육, 장기곡물비육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단기곡물비육형태는 100∼120일간 

곡물로 비육하는 형태인데, 국내용의 경우 60∼70일 정도, 수출용의 경우 100∼

150일 정도 곡물비육을 한다. 중기비육형태의 경우에는 150∼180일 정도 곡물로 

비육하며, 장기곡물 비육형태의 경우 200일 이상 곡물로 비육하는 형태를 갖는다. 

특히, Wagyu의 이름으로 수출되는 프리미엄급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장기 곡물 

비육형태의 경우에는 200∼400일 정도 곡물로 비육한다. 

표 1. 호주의 주요 육용우 사육형태

자료: 허 덕, ‘주요국 육우산업 현황’, ｢한우마이스터과정 교육교재｣, 영남대학교, 2017.6.

14) 비육장(feedlot, 肥育場). 울타리를 치고 주로 농후사료를 급여하여 가축, 특히 소를 비육시키는 노

천사육장. 육우비육장.(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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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부의 환경정책 실시 체제 

호주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 정부 3단계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 환경정책은 세계유산, 국가유산, 멸종위기 종 및 생태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15) 해양공원, 석탄개발에 관한 수량 등 국가적인 대처에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육용우생산에 관한 환경정책은 지방정부의 협력 하에 주 정부를 중심

으로 실시되고 있다. 예로서 퀸즈랜드 주(QLD)에서는 농약 유통환경 보전, 농지･자

연보호, 토양 보전, 식생관리 및 수자원 등 다방면에 걸쳐 주 법령을 정하고 있다. 

지방 정부에서는 거주지역 등에서의 농업활동 승인, 농장에서 펜스나 제방도로 

등 구축물 규제, 곡물비육장 등 집약적 농업에 대한 계획 승인 등도 실시하고 있다. 

2.7 정부 환경정책의 영향

위와 같은 정부의 환경정책들은 일단 축산업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

로 예상된다. 반면, 곡물의 경우 오히려 생산이 장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경종부문에서도 농약이나 비료 등과 같은 생산자재의 사용에 제한을 

갖기 때문에 곡물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이전의 제약이 없을 경우에 비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곡물 생산은 유지 내지 약간의 증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된 곡물의 주요 사용처인 사료곡물의 수요가 감소하여 곡물 수출량

은 다소나마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쇠고기 지속 가능성에 관한 프레임워크’의 대응 

호주 육용우업계에서는 업계를 중심으로 ‘쇠고기 지속 가능성에 관한 프레임워

크(Australian Beef Sustainability Framework, 이하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15) Great Barrier Reef.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호주 북동쪽 해안에 있는 매우 다양하고 아름다운 산

호초 지역이다. 세계에서 최대 산호초 지대로, 400종의 산호초와 1,500종의 어류, 4,000종의 연체동

물이 살고 있다. 또 듀공(Dugong, 바다소)과 멸종 위기에 처한 거대한 바다거북(green turtle)의 서식

지로도 유명하다. 호주 퀸즈랜드 본토 북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유네스

코 세계유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92570&cid=62346&categoryId=6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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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프레임워크 중에서 환경 대책을 중심으로 그 대응에 대

한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1 프레임워크 성립의 경위, 목적 등 

가. 처리 경위 

최근 동물복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쇠고기의 영양과 인간의 건강 등과 같은 소

비자와 사회요구 변화에 호주 육용우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호주 육용우업계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투명성 높은 호주 독자적인 쇠고

기 지속 가능성에 관한 틀(프레임워크)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하였다. 

이를 위해 레드미트 자문위원회(Red Meat Advisory Council, RMAC)16)를 중심

으로 2011년부터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쳐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프레임워크 설

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다. RMAC는 2016년 이러한 대처를 운영하는 지속가능

성 운영 그룹(Sustainability Steering Group, SSG, 이하 운영그룹) 멤버를 지명

하고, 운영진이 업계 안팎과 광범위한 협의를 거듭하여, 2017년 4월 정식으로 프

레임워크 체제가 출범되었다. 

나. 목적

프레임워크는 지속 가능성의 확보를 위해 업계가 다루어야 할 테마 및 그 과제

를 정하고, 그 지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 지표에 비추어 성과를 매년 조

사･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2 다루어야 할 테마, 과제 

프레임워크에서는 업계가 해야 다루어야 할 빅 주제로 1) 동물복지, 2) 경제적 

강건성(强健性)17), 3) 환경 책무, 4) 사람과 지역사회 등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6) RMAC는 호주 쇠고기, 산양고기, 양고기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써 정책 제언이나 자문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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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 큰 주제를 구체적인 10개 세부 테마(주제)로 세분하였으며, 추가적

으로 과제로 해야 할 23개 항목을 정하였다. 이 중 환경책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제로 6개 과제를 설정하였다(표 2).

표 2. 프레임워크에서 추진하는 테마(발췌)

○ 환경에 대한 책임

테마(주제) 과제 지표 데이터(현황)

1
토지관리
방법의 
개선

영양과 토양퇴적물 
손실 최소화

토양(표토)이 식물로 거의 덮여있는 연간 
일수

데이터 없음.

토양의 건전성 데이터 없음.

수질 데이터 없음.

삼림과 초지의 
밸런스

(우선과제)

환경성과를 위한 토지관리 면적

농장의 1.35%(보전을 위한 
휴한지 비율)

데이터 없음.(정규 토지 관리
를 하고 있는 면적 비율)

52%(적극적으로 토지 관리를 
하고 있는 토지 면적 비율)

식생의 변화

2.2%의 국유림 면적 증가 등

데이터 없음.(적정한 토양피
복을 달성한 지역 비율)

2

기후
변화에 
대응한 

영향 완화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우선 과제)

육우 사육 시 생체중 1kg당 CO2 배출 
환산치(kg)

12.6kg

육우 가공시 표준온도체 1톤당 CO2 배
출 환산치(kg)

432kg

가공단계에서 포착, 재이용되는 탄소의 
비율

에너지 사용량의 6.6%

탄소격리 데이터 없음.

CO2 총배출량의 2005년도 대비 감소율 55.7%

기후변화의 대응과 
대책

생산자가 장기적인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신뢰성이 높음.(비지니스 상 및 생물･물
리적인) 정보, 수단, 기술, 물자 등을 준
비하고 있음. 

농장 4.87. 피드롯 4.93.(응
답자의 목표달성 확신도 
1-7) 

물의 효율적인 이용

육우 사육 시 생체중 1kg당 사용하는 물
의 양 (l)

486 l

육우 가공시 표준온도체 1톤당 물의 사
용량 (kl)

8.6 kl

3
폐기물 
최소화

가공처리에 의한 
고형처리물매립 이용

육우 가공시 표준온도체 1톤당 고형폐기
물(kg)

5.9 kg

자료: 2019 Ausralian Beef Sustainability Annual Update.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20년 2월호에

서 인용

17) 원문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의 ‘豪州肉用牛産業における環境対策について~持続可能性の確保に向け

て～’, ｢축산의 정보｣2020년 2월호)에서는 강인성(强靭性)으로 표현되어 있다.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76

또한, 과제로 해야 할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표 및 지

표에 관한 데이터를 설정하였다.

3.3 구체적인 대응

프레임워크에서는 운영그룹을 중심으로 주제 및 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

을 하고 있다.

가. 과제별로 정해진 지표에 관한 데이터 수집, 목표 설정

과제로 설정된 23개 항목에 대해 과제해결을 위해 해야 할 지표설정 및 통일성 

있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 지표 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재검토한다. 

나. 모든 과제에 대한 목표치 설정 

지표에 관한 데이터는 이미 83% 정도 수집되어 있다. RMAC는 운영그룹에 대

해, 프레임워크에서 설정한 과제 해결을 위한 지표별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진

척 상황을 파악하여 명확하게 목표 달성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최신 데이터에 따라 

매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다. 연차 보고

운영그룹은 과제로 설정된 23개 항목에 대해 설정하는 지표에 관한 데이터 추이

를 제시하고, 해마다 그 진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라. 소비자와 사회 요구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

프레임워크에서는 다루어야 할 테마 및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각의 

지표에 관한 데이터 수집, 목표치를 설정한다. 이 우선순위는 소비자와 사회요구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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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진에 대한 이해 

프레임워크의 추진은 업계 안팎에서 널리 의견을 들어, 쇠고기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누구나 그 대처에 찬동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있다. 

프레임워크가 다루어야 할 테마 등의 설정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쇠고기를 

위한 국제 원탁회의(The Global Roundtable for Sustainable Beef, GRSB18))’와 

각국의 쇠고기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과제를 가지고 있

으므로, 업계로서 같은 방향성에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3.4 우선 과제 선정

운영그룹은 2018년 국내외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로 해야 할 23개 항목 중, 업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

여야 할 6개 우선 과제를 결정하였다. 그 중 환경책무에 대해서는 1) 숲과 초지의 

균형, 2) 기후변동 리스크 관리 등 두 가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가. 숲과 초지의 균형

쇠고기 생산과 잘 관리된 경관의 관계에 주목,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관리 

상황과 식생 변화를 측정하여 쇠고기 산업에 관련된 자연자원과 생물 다양성에 미

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나. 기후 변동 리스크 관리 

온실효과 가스는 소의 소화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포함한 쇠고기 생산, 가공 과

정에서 발생한다. 쇠고기 생산, 가공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을 탄소격

리19) 등을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18) 호주, 미국, 캐나다, 남미, 유럽, 뉴질랜드(NZ) 등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19) 탄소 격리(炭素隔離, carbon sequestration). 대기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토양의 탄산염 또는 유

기물 등 담체에 고정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특정 공간에 저장하는 과정을 말한다.(출처: 토양비료 용

어사전, 한국토양비료학회, https://terms.naver.com/). 탄소격리는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배출을 억

제하는 수단이다. 광합성에 의한 생물학적인 것으로 지하에 저장 같은 지질학적인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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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시에 관한 과제

프레임워크는 현재의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꼽았다. 

가. 업계의 활동에 대한 이해 촉진 

육용우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응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은 유

감스럽게도 별로 높지 않다. 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와 관련성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소비자 등의 이해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촉진에 노력할 필

요가 있다. 

나. 타 업계와의 제휴

호주에서는 각 농업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에 관한 프레임 마련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낙농에서 이러한 추진이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쇠고기의 프레임워크 운영

에서 있어서도 참고로 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다. 또 양고기업계에서도 프레임워크

가 전개되고 있어 협력할 예정이다.

3.6 육용우농가의 프레임워크 대응 사례

프레임워크의 실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에서

는 2019년 말 빅토리아(VIC)주 남서부에 있는 육용우 농가를 방문하였다20). 조사

단이 방문한 농가는 프레임워크 운영그룹 멤버가 경영하고 있으며, 프레임워크에

서 정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다. 

가. 조사 대상 육용우농가의 개요 

해당 농가는 부부와 고용 1명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경영 농장이다. 농장의 

넓이는 이 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세 블록의 농장을 모두 합쳐 644ha 정도이다. 육

용우를 1,000두 사양하고 있으며, 이 중 420두가 번식용 경산우21)이다. 경산우에

20) 조사 내용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豪州肉用牛産業における環境対策について~持続可能性の確保に

向けて~’, ｢축산의 정보｣ 2020년 2월호에 게재되어 있다.

21) 경산우(經産牛). 송아지를 한 번 이상 낳은 경험이 있는 암소. 비유 기간 중 칼슘의 공급이 부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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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가 생산된 송아지는 5~6개월 포육･육성 후 12개월간 사육하여 생체중 

450kg 정도 되면, 목초로 다시 비육하여 식육업자에 출하하고 있다22). 

사료급여 방법으로 목초 및 보조적으로 건초를 사용하는 목초 비육우 생산을 기

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목초의 생육상황에 따라서는 부족한 경우 피드롯

(feedlot)과 인근 육용우농가에게 비육소우(肥肉素牛)23)로 판매하고 있다. 

품종은 뿔 없는(無角) 헤어포드24) 종이다. 번식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구입한 종

웅우(種雄牛, 씨숫소25))를 10두 보유(매년 2~3마리 갱신)하고 있다. 종웅우 1두당 

50두의 암소를 6주일 동안 자연교배하고 있다. 이 밖에 양 2,300두와 말을 사육하

고 있다. 

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처 

해당 농가는 농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처를 하고 있었다. 

1) 644ha의 농지면적 중 약 18%를 관목지 및 도로나 수로 등 생산기반으로 확

보하고, 숲과 초지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다. 

2) 자연림 지역에는 유칼립투스26)나 글래스트리27) 등 초목이 식생하고 있다. 

경우 뿔에 각륜이 생길 수 있다.(출처: 국어사전 국어사전편찬위원회)

22) 호주 육용우 사육형태와 사육현황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주요국 육우산업 현황’, 영

남대학교 한우마이스터과정 교육교재, 영남대학교, 2017.6.28.(파워포인트 자료)를 참조하길 바란다.

23) 비육소우(肥肉素牛)란 비육우를 사육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송아지를 의미하지만, 호주의 경우 비육

소우의 체중이 우리나라의 송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송아지로 표현하지 않

았다. 

24) hereford. 원산지는 영국이며 체형이 육우로서는 작은 편이나 체질이 강하여 넓은 초원을 이동하며, 

방목하기에 적합한 품종이다. 1893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뿔이 없는 헤어포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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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포드 종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진한 적색 피모색과 얼굴 전체의 흰색이며, 흰색은 아래턱으로 이

어져 아랫배 부위를 따라 흰줄을 이루고 있다. 충분한 근육과 골격구조로 인하여 도체율이 이상적인 

육우품종이다. 암소의 경우, 체중이 약 550kg, 수소는 700kg 내외이며, 도체율은 약 65~67%이다.

(출처: 네이버Q&A,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5&dirId=50502&docId=22160498&qb=

7Zek7Ja07Y+s65Oc7KKF&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25) 씨숫소는 종웅우 또는 종모우(breeding bull, 種牡牛)라고 하며, 능력이 우수하여 자손생산을 위해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에 사용되는 숫소를 말한다. 씨숫소의 반대어인 씨암소는 종빈우(breeding 

cow, 種牝牛)라고 한다. 

26) 유칼립투스(학명 Eucalyptus, gum tree). 쌍떡잎식물 도금양목 도금양과의 상록교목 또는 관목. 원산

지는 호주, 태즈메이니아 남부이다. 분포지역으로는 호주 전역과 열대지방이다. 크기는 높이 100m 

이상이며, 전 세계에 300종 이상이 자란다. 높이 100m 이상인 것이 있고, 늙은 나무껍질은 잘 벗겨

져서 시멘트 기둥처럼 보인다. 잎은 홑잎으로서 혁질(革質:가죽 같은 질감)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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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내에는 캥거루나 뱀, 여우, 코알라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생

물 다양성 보전을 꾀하고 있다. 

3) 농장 안에 있는 수로에는 자기 자금으로 담장을 설치하고, 식림을 하고 있다. 

이는 소가 수로에 들어섬으로써 토양유실과 수로의 수질오염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목장에서는 수로의 수질 오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무들은 가축에게 바람막이나 차양(遮陽)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축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4) 이 지역의 토양은 그다지 비옥하지는 않다. 농장의 토양 건전성에 대해서는 

연간 1차례 전문가(농업컨설팅)검사를 하고 있다. 

5) 매년 기상예보에 따라 목구별로 목초 생육 현황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목계획을 세워 적정한 목초지 관리를 하고 있다. 

6) 품종은 증체율이 높은 뿔 없는(無角) 헤어포드를 사육하고 있으며, 조기비육

에 의한 온실 효과 가스 배출 삭감과 동물복지에 배려하고 있다. 

7) 해당 농가에서는 지역 주민과 학생 등을 적극적으로 목장에 초대하여 육용우 

경영에 대한 이해 증진을 꾀하고 있다. 

며, 흰빛이 돌고 어긋나거나 마주난다. 신선한 잎에서는 향기가 나고 휘발성인 유칼리유를 채취하여 

약으로 쓴다. 꽃은 3∼11월에 흰색, 노란색, 빨간색 등으로 피며, 많은 수술이 있다. 꽃은 잔 모양이

며 꽃잎과 꽃받침은 일찍 떨어지고 수술은 밖으로 드러난다. 열매는 잔 모양의 단단한 꽃받침에 싸

이며, 종자가 많이 들어 있다. 번식은 종자로 한다. 유칼립투스는 잘 싸였다는 뜻으로서 꽃이 피기 

전에 꽃받침이 꽃의 내부를 완전히 둘러싸는 것에서 비롯한 이름이다. 조림수종으로 심으며, 목재는 

건축재나 기구재로 쓴다. 나무가 자라면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므로 집 근처에 심어서 주변을 건조시

키는 데 이용한다.(출처: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27)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쓰이는 초목의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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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목장 내에는 
자연잡목림과 가축의 

햇빛가리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목 등이 있다.

사진 2 

목장 내 자연 잡목림. 
앞의 식물이 글래스 트리

사진 3 

목장 내 수로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수목 등이 

심어져 있다.

사진 4 

현재 사양되고 있는 
무각 헤어포드 종

3.7 육용우농가의 프레임워크의 영향

쇠고기 지속 가능성에 관한 프레임워크 정책 역시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방향으

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곡물의 경우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오히려 장려될 수도 

있겠지만, 생산성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육용우 생산 단계에서의 환경대책에 대한 대응 

다음은 육용우 생산자 및 곡물비육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체제에 입각한 각 

주체들의 환경대책 추진 사례 및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4.1 육용우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된 대응

가. 그레이징 베스트 매니지먼트 프랙티스(Grazing Best Management Practice)

의 개요 

퀸즈랜드 주(QLD)에서는 2009년 농업단체인 애그포스(AgForce)28), 환경관리단

체 피츠로이 집수역29) 협회(Fitzroy 集水域協會, Fitzroy Watershed Associ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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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0)) 그리고 퀸즈랜드 주(QLD) 정부가 공동으로 호주 육용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

는 ‘그레이징 베스트 매니지먼트 프랙티스(이하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업계 중심

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베스트 프랙티스는 프레임워크의 대응에 입각하여, 육용우생산 농가가 장기적

으로 생산성, 수익성,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다. 육용

우농가 자체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그 상황을 평가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1) 축산, 2) 방목지 관리, 3) 인간 및 경영, 4) 토양 건전성 등 

4가지 측정기준이 있다. 측정기준에는 157개 항목의 구체적인 지표가 제시되어 있

으며, 육용우 농가는 지표와 자신의 경영상황을 비교･평가하여 개선을 꾀하고 있

다. 

참가 농가는 온라인으로 자기 평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에도 정보교환, 워

크숍 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위한 추진에 나선다. 최종적으로 제3자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증농가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환경대책으로서 1) 토양 건전성과 2) 방목지 관리 두 가지 측정기준

에 대한 개요를 소개한다. 

28) AgForce Queensland. AgForce 퀸즈랜드는 퀸즈랜드의 시골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최고의 조직으로, 

퀸즈랜드의 소, 곡물, 양, 양모 등 광범위한 에이커 생산자(broadacre producers)들의 장기적인 성장, 

생존력, 경쟁력 및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AgForce는 1999년 호주 우군연합

(Cattlemen's Union of Australia, CU), 퀸즈랜드 그레인 그로어스 협회(Queensland Grain-growers 

Association, QGGA), 유나이티드 그래지어스 협회(United Graziers' Association, UGA)의 합병으로 광

범한 에이커 생산자들을 위한 단일한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하여 태어났다. 우군연합(CU), 퀸즈랜드 

그레인그로어스 협회(QGGA), 유나이티드 그래지어스 협회(UGA)는 각각 농정 문제에 대해 소속 의

원들을 대표하였다. 이 세 그룹은 함께 광범위한 에이커 생산자들을 하나의 통일된 협회에 참여시키

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조직은 현재 AgForce Queensland Farmers Limited로 알려져 있

다. AgForce의 성공은 이전 조직의 강점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지만, 또한 광범위한 에이커 산업의 장

기적 성장, 생존력, 경쟁력 및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다양한 철학을 채택하였다. 

AgForce의 전담 정책 담당자와 지원 담당자로 구성된 팀은 Brisbane과 지역 사무소에 기반을 두고 

있다.(출처: Agforce 홈페이지, https://agforceqld.org.au/who-is-agforce) 

29) 집수역(集水域, watershed, drainage basin, drainage area, river basinment). 유역(流域) 또는 집수구

역(集水區域)이라고도 한다, 산지의 계류나 하천의 임의의 지점에서 그곳을 통과하여 흐르는 유출량

을 결정지어 주는 일정 지역의 한계를 말한다.(출처: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30) 호주 퀸즈랜드 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권역 내 피츠로이 섬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던 단

체.(출처: pitzroy partnership for riverhealth 홈페이지, https://riverhealth.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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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토양 건전성 

토양 건전성은 효과적인 토양 영양소 순환, 양호한 수분 침투 및 유지, 토양 생

물에 대한 양분 공급과 서식지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토양을 적절하게 관리함으

로써 강우에 의한 표토 유실 방지, 바람에 의한 토양 침식 방지, 토양의 탄소 격리, 

목초의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평가대상 항목은 1) 토양의 물리적 성상, 2) 토양의 화학적 성상, 3) 토양 생태, 

4) 비료의 이용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각 항목에는 농가가 취해야 할 행동의 해설 

및 지표가 표시되어 있다. 

농가가 스스로 평가할 때의 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그림 5). 

그림 5. 그레이징 베스트 매니지먼트 프랙티스에서 추진하는 항목(발췌)

○ 토양의 물리적 성상(발췌)

업계 기준 이하 업계 기준 업계 기준 이상 목표 기준 개선을 위한 방향

SH1.2 토양의 성상

√

농장계획, 방목 관
리 시 토양의 성상
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토양개량이나 방목 
계획 시 토양침식, 
압축에 의한 영향
의 가능성에 대하
여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업계 기준에 더해 
표면의 상황과 악
화된 토양대책을 
강구하고, 장래 리
스크에 대한 준비
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 기준

업계기준 이상

1.

2.

3.

SH1. 5 토양표면 복토 최대화

방목계획, 토지관리 
시 토지면적의 복
토에 대하여 고려
하고 있지 않다.

√

방목 시 건조기 종
료시점에서 토지표
면의 복토가 50% 
또는 그 이상을 유
지할 수 있도록 관
리하고 있다.

업계 기준에 더해 
매년 주정부가 제
공하는 사진 모니
터 사이트에서 토
지 표면의 피복상
황을 평가하여 방
목관리용에 모든 
토지의 성상을 기
록

업계 기준

업계기준 이상

1.

2.

3.

자료: ｢Grazing BMP｣,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20년 2월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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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목지 관리

방목지 관리에서는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장의 가축 사육두수와 종류, 

배치를 고려한 목초 관리를 실시한다. 또 농장에서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토양 

침식, 잡초, 해수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평가대상 항목은 1) 농장의 매핑과 토지에 관한 정보, 2) 토지의 성상, 3) 토지

관리, 4) 방목관리, 5) 목초 등의 사료작물 개량, 6) 잡초 및 유해생물 등 여섯 가

지로 이루어진다. 

육용우농가는 항목별로 자기 평가를 하여 해당 란에 체크하고, 향후 목표와 개

선을 위한 수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체크 리스트 항목이 달성된 경우에는 이에 

기초한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나. 베스트 프랙티스 실시 상황 

베스트 프랙티스의 2017/18년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랜드 주(QLD)의 

2018년 6월 말 시점 프로그램 실시 농가 호수는 2,115호로, 주 전체의 18%를 차지

하며, 농지면적으로는 153만 ha로 5% 정도이다. 인증을 받은 농가는 114호이다. 

단, 유감스럽게도 이 사업은‘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환경 대책31)에 관한 법률’개

정에 관련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의 현지 조사가 실시된 이후 중지가 결정되

었다. 

4.2 곡물비육장(feedlot) 환경 대책에 대한 대응 

가. 전국 곡물비육장 인증제도

호주의 곡물비육장(피드롯)의 환경대책은 업계가 정한 전국비육장인증제도

(National Feedlot Accreditation Scheme, NFAS, 이하 인증제도)로 진행되고 

있다. 

호주의 곡물비육장은 1960년대 상업 베이스로 생산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약 

400개소의 곡물비육장에서 110만 두 이상의 육용우가 사육되고 있다. 이는 호주 

육용우 연간 도축두수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31)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환경대책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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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비육은 조방적인 목초 모습과는 달리, 울타리 안에서 곡물을 중심으로 한 

사료로 집약적인 사육이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곡물비육장 설립, 운영 등에 관해

서는 환경 영향의 관점에서 주 법령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ⅰ) 전국 비육장 인증제도의 개요

호주는 곡물비육장 인증제도를 통해 환경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인증제도는 

1994년 호주 곡물비육장협회가 호주의 모든 농업분야에서 중에서도 처음 도입한 

품질관리 시스템이다. 

인증제도는 1) 관리시스템, 2) 식품안전, 3) 환경관리, 4) 가축관리, 5) 제품통

일성 등 다섯 가지 측정 기준으로 구성된다. 이 중 환경관리는 1) 환경관리, 2) 지

상수, 3) 지하수, 4) 커뮤니티, 5) 생태계, 6) 환경사건 보고 등 6가지 요소로 구성

된다. 현지검사는1) 펜의 상황(분뇨 상황, 수조의 누출, 구덩이 등), 2) 배수의 효

율성, 3) 폐액 저수지의 건전성(침전물 상황, 용량), 4) 악취, 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주변 식물에 미치는 영향), 5) 보고규정(주 정부와 합의) 등이 있다. 

(ⅱ) 인증제도 운영 

인증제도는 오즈미트32)가 호주 곡물비육장협회 2명, 오즈미트, 퀸즈랜드 주

(QLD) 정부, 뉴사우스웨일즈 주(NSW) 정부, 빅토리아 주(VIC) 정부, 서오스트랄

리아 주(SA) 정부 각 1명으로 구성된 곡물비육장 산업인증 위원회의 관리 하에 운

영하고 있다. 

오즈미트는 곡물비육장 인증을 하고 있지만, 연간 1회 곡물비육장을 방문･감사

하고, 그 결과를 주 정부에 보고한다. 곡물비육장에서 문제가 지적될 경우 문제점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만일, 만족스러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피드롯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2) AUS-MEAT. 오즈미트는 호주 가축생산에서 식육에 이르는 용어나 통일규격을 설정･관리하는 기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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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성기간, 그에 따른 적절한 요리방법까지 감안하였을 때 쇠고기의 연도(Tenderness)를 평가

하는 등급체계이다.(출처: 네이버블로그 아침목장, https://blog.naver.com/morni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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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 상황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그 상황에 따라 중대한 부적합, 큰 부적합, 작은 부적

합으로 분류된다. 2018년에는 387건의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중대한 부적합 안건

은 없었다. 또한 큰 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례는 191건에 대한 측정 기준이 있었는

데, 이 중 환경관리는 전체 18%에 해당하는 35건이었다.

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환경 대책

(ⅰ)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수질오염 대책 

호주 북동쪽 기슭에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그

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펼쳐져 있다. 이 지역은 지역경제에서도 중요한 자리 매김

을 하고 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하천의 

수질오염에 의해 암초의 생태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훼손에 대한 대

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면한 호주 동북부의 집수역(集水域)은 사탕수수, 바나

나, 육용우와 같은 농축산업이 활발한 지역이다(그림 6). 

그림 6.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집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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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농업에서 유래하는 비료, 농약이나 토양퇴적물 

등을 수질오염의 요인 중 하나라며 지적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퀸즈랜드 주(QLD) 정부는 2019년 2월 해당 지역 농가의 환경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법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환경보호법(1994년 

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2019년 9월 19일에 가결되어, 12

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 

새로운 법에서는 규제 대상지역을 기존 3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대상 농가를 지금까지 적용하던 사탕수수 농가 및 육용우 농가 외에도 바

나나, 곡물, 원예작물 농가까지 확대하였다. 

육용우농가에 대해서는 방목지 표토의 유지･강화 및 토양 퇴적물을 강에 유출을 

억제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다

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ⅱ) 새롭게 강구된 조치

새롭게 추가적으로 강구된 조치 중 육우부문과 관련된 것은 1) 농가 행동에 대

한 기록 및 보존과 2) 농가의 최저 농업행동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

다.

먼저, 농가 행동의 기록과 보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가에서는 토양검사 

실시, 비료, 농약살포 현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 농업 어드바이저(비료업자나 

농업 전문가 등)에게도 농가의 지도 내용, 보수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 기록

은 실시 후 3영업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최저 6년간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농가의 최저 농업행동 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이다. 주 정부는 농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농업 행동기준을 정하고, 농가는 법률 시행 후 1~3년 이내(오

염 상황별, 지역별로 시한을 설정)에 이 농업 행동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그레이징 베스트 매니지먼트 프랙티스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

해서는 이 최저 농업행동기준에 대한 또 다른 조치가 뒤따른다. 

이에 대해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1) 인증 농업 어드바이저

가 농가에 대해 지도를 할 경우, 그 지도를 받은 농가에게 지도료로써 1,000호주 

달러(82만 9,500원=7만 9,000엔)를 상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2) 육용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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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가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토지상태가 악화된 농가에 대해 토지개량을 위한 개

별대응 지원 및 개별 토지관리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예산액은 

572만 호주 달러(47억 4,474만 원=4억 5,188만 엔) 정도 된다. 이 가운데 토지기

반개량에 대해 지원을 위한 예산액은 143만 호주 달러(11억 8,618.5만 원=1억 

1,297만 엔)이다. 

(ⅲ)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그램 중단 결정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환경대책을 위한 법률개정에 관련하여, 베스트 프랙티

스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단체인 애그포스(AgForce)가 농가의 개인정보 유지를 중

단하면서, 현행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식육처리 조합의 대응 성공 사례

(ⅰ) 조사 조합의 개요 

2019년 말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가 조사한 노던 코퍼러티브 미트 컴퍼니(The 

Northern Co-operative Meat Company, NCMC)33)는 1933년 육용우 생산농가

에 의해 설립된 식육처리조합이다. 육용우생산이 왕성한 뉴사우스웨일즈 주

(NSW) 북부 카시노(Casino)에 있으며, 조합원 농가는 약 1,000호이다. 

이 회사의 종업원은 약 800명으로 도축 및 부산물 처리를 주 업무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활동으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다. 

33) NCMC는 호주 최대의 고기 가공 협동조합으로 회원들은 호주 농부들과 사업가들이다. 1933년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가공 시설에서 가축을 가공하고 있으며, 육류 가공분야 유수의 조합이다. 조합의 

시설들은 호주의 퀸즈랜드 주(QLD) 동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곳은 호주가 제공하는 가축들

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 중심지인 브리즈번 항구 근처이다.

(출처: NCMC 홈페이지, http://ncmc-co.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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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육용우 방목(NSW 주 카시노 근교)

(ⅱ) 베스트 프랙티스 실시 상황 

NCMC는 조합원 서비스로서 5년 정도 전에 베스트 프랙티스에 참여하고, 현재

는 약 1,000호의 조합원 농가 중 120여 가구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그

동안 제3자 감사에 의해 인증을 받은 농가는 없다. 인증을 받기 쉽지 않다는 의미

이다. 

또한, 제삼자에 의한 감사는 인증감사인(認證監査人)이 하고 있으며, 오즈미트

(AUSMEAT)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다만, NCMC의 추진은 베스트 프랙티

스를 관리하는 QLD주의 결정34)에 따라 중단하게 되었다.

(ⅲ) 기타 환경대책에 대한 대응 

NCMC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 외에 환경대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

고 있다. 

1)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일클럽(soil club)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① 참가농가의 토양 데이터 수집, ② 전문가에 의한 데이

터 분석, ③ 데몬스트레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34) NCMC 본부의 위치는 QLD 주와 NSW주의 접경지역 인근인 카시노인데, 주소상으로는 NSW 주이

다. 하지만, 조합의 시설들은 호주의 QLD주 동부 해안의 브리즈번 항구 근처에 위치하여, QLSD 주

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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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명의 조합원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 자

신의 농장의 토양을 검사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지방 자치 단체, 어업 관계 비영리 단체 등과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가

축 생산기반 프로그램을 2019년 4월에 착수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축용 수조, 펌프, 가축을 강에 접근을 막기 위해 펜스 등과 

같은 시설을 정비하는 데 대하여 보조하는 것이다. 현재 10여 호의 생산자가 

신청하였다. 

이들 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하천의 오염방지나 동물복지(연약 토양에 가축침

입 방지), 가축위생(기생충 침입 방지)등의 효과를 검토할 안건으로 결정하

기로 하였다. 

3) 그 외에도 강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농장에서의 사양관리 개선, 집수 구

역 주변에서 식림 등을 추진하고 있다. 

(ⅳ) 환경 대책의 실태

1) 농가의 의식 

육용우농가의 환경대책에 관한 의식은 일반적으로 낙농 등과 같은 집약적 생산

농가와 비교하여 높지 않다. 

2) 환경 문제 발생 상황 

이 지역 토양의 상황은 수십 년 전에는 비옥하였지만, 현재는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또 토양의 상황은 동일 농가라 할지라도 장소마다 크게 다르다. 

또한 이 지역은 크고 작은 하천이 수질오염, 폐기물 문제가 신문기사에 실릴 정

도로 심각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농가에서 유래한 비료, 토양유실로 인한 하천 수

질오염에 의해 독성이 있는 조류가 발생하고, 물가에서의 레크리에이션이나 가축

의 음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천 수질오염의 원인으로는 육용우농가 외에 낙농, 마카다미아 너트35) 농가 

35) Macadamia Nut. 오스트랄리아가 원산이며 높이 10~18m이다.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형 또는 바소

꼴(lanceolate, 창처럼 생겼으며 길이가 너비의 몇 배가 되고 밑에서 1/3 정도 되는 부분이 가장 넓

으며 끝이 뾰족한 모양)로 짙은 녹색이며, 윤기가 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분홍색이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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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농업 외에 공업, 도시화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반드시 육용우 농가만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환경대책에 관한 지원 

육용우농가를 대상으로 펜스(fence)나 수조(water tank 또는 cistern) 등 시설

정비에 대한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몇 가지 있으나, 채택되기에는 좀처럼 어려운 

상황이다.

라. 전국 비육장 인증제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환경 대책 및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그램의 영향

전국 비육장 인증제도의 실시로 축산업 특히 육우 사육이 늘어나기는 어렵지만, 

산업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환경 대책이나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그램의 경우 곡물 등 경종작물

의 생산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곡물 등 농작물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요약하면, 사료용 곡물의 수요는 줄지만, 곡물 생산량은 늘어나 수출할 곡물의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꽃차례(raceme, 무한꽃차례에 속하는 꽃차례로 총상화서(總狀花序)라고도 함)를 이룬다. 열매는 둥

글고 지름 25mm 정도이며, 원형 외과피로 덮여 있고 내과피는 아주 단단하며, 내과피를 제거하면 

엷은 황색의 과육이 1~2개 나온다. 종자에 향기가 있고 식용유지가 들어 있다. 나무의 재질이 좋아 

가구재로도 유용하지만, 과수로서의 가치가 높아, 재목(材木)에는 그다지 이용되지 않고 열매를 주로 

이용한다. 열매는 담백한 단맛과 입에 당기는 맛으로 볶음스낵, 고급과자, 초콜릿의 재료로 또 얇게 

저며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이용 범위가 넓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조리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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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호주 육용우업계는 소비자와 사회 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가 중심이 되

어 지속 가능성의 틀을 정하고, 향후 업계가 해야 할 환경 대책의 지표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육용우 생산단계에서는 다양한 생산 환경 하에 업계단

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환경대책 측면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육용우 생산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생산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모든 환경대책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주 육용우업계는 업계가 중심이 되어 지속 가능성이라는 포괄적인 프레임워

크를 정하고, 환경문제를 큰 기둥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프레임워크에서는 

환경대책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업계의 입장과 방향성을 명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 조사단이 방문한 빅토리아 주(VIC) 육용우 생산농가는 천혜의 생산 환경 

하에 계획적인 토양관리에 의해 초지조성 및 방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친

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었다. 특히 수로가 있는 농장에서는 비료, 토양유실로 인

한 하천 수질오염에 대한 주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역과는 다른 생산 환경이면서 별로 비옥하지 않은 광대한 토지에서 자

연식생에 의해 육용우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낙농과 곡물비육장 등 집약적 

농업과 비교하여 사육자의 환경대책에 관한 의식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부적절한 방목지관리와 토양관리에 의해 방목지 상

황 악화(토양표면의 피복율 저하 등), 표토 유실, 사면, 수로의 토양 퇴적물 유실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의해 토지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등과 같

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집수구역 등에서의 육용우생산은 토양유출로 인한 수질오염과 비료 등 농

장에서 유래한 영양분 유출이 문제시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집수구역의 수

질 오염에 관심이 높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보유하고 있는 퀸즈랜드 주(QLD)

에서는 법령에 따라 집수구역에 소재한 개별 농가차원에서 환경대책에 대한 대응

이나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업계가 중심이 된 프레임워크의 대처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환경문제 하나



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3편) 호주 육우산업의 환경 정책과 육우농가의 대응

193

를 거론해도 그 요인은 복잡하고, 그 영향은 경제적 강건성 등등 다른 테마와도 밀

접히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인 시점에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지조사와 이후의 팔로우업을 통해서 현지의 환경대책이 시행착오를 하고 있

음을 엿볼 수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환경대책 외의 주제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처에 대한 동향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어쨌든, 호주 소 사육 주산지에서의 환경보전 정책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사육규모는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즉, 호주 소 

산업의 유지 내지 축소가 예상된다. 

이는 막대한 양의 곡물을 생산하고 수출도 하고 있는 호주의 곡물산업 입장에서 

보면, 곡물의 국내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곧 곡물 수출량 

증가의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2020년 2월 

현재까지 호주 축산 주산지에서의 가뭄과 산불에 이은 대규모 홍수 등의 영향으로 

호주의 가축 사육두수가 크게 줄어들어 있는 만큼, 당분간은 가축 사육두수가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호주의 가축 사육두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겠지만, 단･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증가의 방향으로 작용하여, 단･중기적인 관

점에서 곡물 수출량이 급격히 증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앞으로 호주의 곡물 및 축산 관련 정책과 기상조건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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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4편)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환경의 
변화와 TPP11 협정의 영향1)

허 덕 *

김수연 **

김태련 ***

1. 머리말 

뉴질랜드(NZ)는 낙농 대국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나라이다. 뉴질랜드 원유 생산

량의 95% 정도를 유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낙농은 국가 수출 품목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뉴질랜드는 환태평양 파트너쉽협정, 약칭으로 TPP112) 가입국이다. TPP11 협정

은 2018년 12월 말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하여 어언 1년 반 이상이 지났다. 이에 

TPP11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TPP11을 기점으로 하여 최근 뉴질랜드 낙농산업을 중심으로 

* 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huhduk@krei.re.kr 

** KREI 연구원, 축산관측 담당자, sykim0722@krei.re.kr

** 해외곡물시장 동향 담당자, ryun0131@krei.re.kr

1) 일본농림수산성에서 발표한 ‘TPPにおける重要5品目等の交渉結果’,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ニュージー

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輸出動向-生乳生産拡大および乳製品輸出余力は限定的-’, ｢畜産の情報｣와 日

本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발표한 ｢畜産の情報｣ 중 海外情報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참고･수정･보완

하여 작성하였다.

2) 환태평양 파트너쉽협정으로 통칭 또는 약칭으로 TPP11이라 한다. 기초(起草)는 2015년 10월 5일, 서

명은 2016년 2월 4일 오클랜드에서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국간 관세철폐, 투자가 대 국

가의 분쟁해결･지적재산권(특허･저작권 보호기간 등)･투자에 관한 규칙(rule) 등 이다. 2016년 1월 26

일에 조문이 공개되고, 참가 12개국이 2월 4일에 서명하였다. 교섭 참가국 12개국 중 미국은 2017년

에 탈퇴하였으며, 미국 이탈 후, CPTPP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TPP12｣라 통칭하기도 한

다. 참가 11개국 중 멕시코(2018. 6. 28.), 일본(2018. 7. 6.), 싱가폴(2018. 7. 19.), 뉴질랜드(2018. 

10. 25.), 캐나다(2018. 10. 26.), 호주(2018. 10. 31.), 베트남(2018. 11. 15.) 등 7개국은 서명이 완료

되었으며,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등 4개국은 2018년 11월 15일 현재 아직 서명하지 않

은 상태이다. 한국은 참가국이 아니다.(출처: 일본농무성, www.maff.go.jp). 구체적인 TPP11 협정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9

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을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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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 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발효 시점 이후 우유 및 

유제품 수출 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가급적

이면 주요 유제품 4대 품목을 대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이 글에서 이용하는 환율은 TPP11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2019년 말 시점으로 

통일하여 적용하지만, TPP11 협정 발효에 따라 NZ에서 참가국으로 수출되는 우

유･유제품에 관한 관세 등의 변화, NZ의 우유･유제품 수출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

해서는, 2018년 9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조사 당시의 환율인 1 NZD=76엔3)(한화 환산 

800.1원4))을 이용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2. 최근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 환경의 변화

2.1 뉴질랜드에서의 우유･유제품 수출의 위치와 동향

(1) TPP11 이전 뉴질랜드의 낙농･유업의 위치 

뉴질랜드에서 우유 및 유제품은 총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출 

품목이다. 뉴질랜드의 원유(原乳) 생산량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3% 정도이다. 인

구가 480만 명으로 비교적 적어, 생산된 우유와 유제품의 95%를 수출함으로써 주

요 유제품 수출국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지분유와 버터에 관해서는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뉴질랜드는 버터, 탈지분유, 치즈 

등 주요 유제품의 주요 공급처이기도 하다.

이처럼 수출로 이루어진 뉴질랜드의 낙농･유업계에게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

한 무역협정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TPP11 협정이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됨에 따라, 뉴질랜드는 참가 11개국으로 새로운 접근 기회를 획득하게 되어, 

기간산업인 낙농･유업계에서도 그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3) 2018년 10월 말일 TTS레이트: 76.20엔

4) 당시의 한화(원화)의 대 엔화 환율은 10.5원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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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PP11 이전 우유･유제품 수출 동향 

뉴질랜드의 우유･유제품 수출액은 원유 생산량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그림 1). 

그림 1.　우유･유제품 수출액 추이 

주 1: 연도는 7월-다음해 6월임.

    2: 2018/19 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New Zealand)

그러나 2014/15년도 이후에는 원유 생산량 및 우유･유제품 수출량이 동시에 대

체적으로 보합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액은 그 시점의 유제품 국제 거래가격 

동향에 따라 변동하고 있다.

2017/18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우유･유제품 수출량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수출액은 166억 NZ달러(1조 2,616억 엔=13조 2,46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 증가하였다. 탈지분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제품 국제 거래가격 상승

에 따라 수출액은 증가한 결과이다.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량 추이를 보면, 2018/19년도의 주요 유제품 수출 물량

은 10년 전에 비하여, 전지분유는 2.2배, 탈지분유는 1.1배, 버터, 치즈는 1.2배로 

모든 품목에서 증가하였다. 전지분유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수요 증대로 성장

이 크게 이루어졌는데, 원유 생산량 증가분의 대부분이 전지분유 생산･수출로 이

어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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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유･유제품 수출량 추이

  

주 1: 연도는 7월-다음해 6월임.

   2: 2018/19 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New Zealand)

육아용 조제분유 수출량은 비교적 비중은 적지만, 육아용 조제분유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5.4배 성장이라는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이다. 또 그 외에 액상

유가 있는데, 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초고온 살균(UHT5))우유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환경을 배경으로 10년 전부터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뉴질랜드 최대 유업회사인 폰테라 사6)가 주최하는 GDT7)의 유제품 거래가격 

추이에 의하면, 유제품 거래가격은 수급에 의해 등락을 반복하지만, 최근 가격을 

5) 더 나은 품질의 우유를 위해 다양한 가공방식이 연구되고 있다. 우유의 살균방법에는 크게 저온살균

과 UHT, 균질화, 미세필터공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유 가공의 핵심은 살균이다. 살균은 우유에 열을 

가해 그 안의 박테리아를 박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박테리아는 소젖을 짜내는 과정에서 생

기며, 이는 우유의 성분인 당, 단백질, 지방을 녹이고 물에 들어 있는 유기화합물을 뺏어간다. 일반

적으로는 열을 가해 박테리아를 박멸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 내의 황 원소가 좋지 않은 향미를 

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살균법이 고안되었으나, 이마저도 각각 장단점

이 있다. 우유의 살균 방법 중 저온살균(Pasteurization)은 15초 동안 72℃의 열을 가해 살균하는 방

법이다. 다른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가공하기 때문에 나쁜 향미가 생기는 것을 최

대한 줄일 수 있다. 다만 99%의 박테리아만 박멸되고, 나머지 1%가 우유의 유통기한을 10일 내외로 

제한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UHT(Ultra High Temperature) 살균방법은 3~4초 동안 140℃의 열을 가

해 살균하는 방법이다. 다른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가공하기 때문에 나쁜 향미는 

생길 수 있지만, 박테리아가 100% 제거되기 때문에 실온에서도 오랜기간 보관할 수 있다. 매일 신선

한 우유를 차가운 상태로 유통하기 어려운 연평균 기온이 높은 나라, 국토가 넓고 산간 지역이나 섬

이 많은 나라에서 UHT로 가공한 우유를 마신다.(출처: 네이버블로그 한국커피교육센터, 우유의 모든 

것4, https://blog.naver.com/ghdwnsrl23/221805800743)

6) 폰테라(Fonterra Co-operative Group Limited)는 낙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뉴질랜드의 협동조합 형태

의 다국적 기업이다. 웹사이트(http://www.fonterra.com/)(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en.wikipedia.org/wiki/).

7) 유제품 국제가격 지표로 꼽히는 Grobal Dairy Trade. 폰 테라사 주최의 전자경매 시장, 월 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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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가격침체 때와 비교하면 버터와 치즈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가격은 2019년까지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는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그림 3).

그림 3.　GDT의 유제품 월평균가격 추이 

자료: Global Dairy Trade(GDT)

2.2 뉴질랜드의 우유･유제품 수출 환경 

(1) 무역협정 체결 상황

뉴질랜드는 2018년 10월 시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외에 개별적으로 15

개국과 9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표 1).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

(이하 P48))을 제외한 모든 것이 아시아권 국가와의 협정이다. 또한, 중동국가들과 

8)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環太平洋戰略的經濟同伴者協定).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한다.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한 번에 여러 국가와 체결하는 자유

무역협정)이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TPP(Trans-Pacific Partnership)라 칭한다. 2005년 뉴질랜드, 브루

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4’라고도 한다.)에서 비롯되었고,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

며 확대되었다. 2015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TPP는 관세철

폐, 상품거래, 무역구제조치, 해외투자 보호, 서비스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통상 관련 사안이 포함된 

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즉시~최장 30년

에 걸친 관세철폐를 통해 최종 95~100%(품목수 기준)의 자유화 수준을 달성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장･단기에 걸쳐 관세를 100% 철폐할 예정이며, 호주와 멕시코만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았다.

규범 분야에서 특징적인 것은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의 신규 통상이슈를 다룬다는 점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산지 규정(참여국간 무역에는 동일품목에 대해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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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인 NZ･걸프 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자유무역협정은 

2009년에 합의하고도 아직 발효하지 않고 있다.

표 1.　뉴질랜드의 무역협정 체결상황 

1. 발효중인 무역협정(2020년 4월 현재)
명칭 발효년 참가국

NZ･호주 경제관계 긴밀화협정 1983년
NZ･싱가폴 경제 긴밀화 협정 2001년
NZ･태국 경제 긴밀화 협정 2005년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제휴협정(P4) 2006년 NZ, 부르나이, 칠레, 싱가폴
NZ･중국 자유무역 협정 2008년
ASEAN･호주･NZ 
자유무역협정(AANZFTA)

2010년
NZ, 호주, 부르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NZ･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 2010년
NZ･홍콩 경제 긴밀화 제휴 협정 2011년
NZ･한국 자유무역협정 2015년

2. 미발효(2020년 4월 말 현재 합의 완료)

명칭 발효년 참가국
NZ･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GCC) 자유무역협정 

2009년 합의
NZ,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
트, 오만, 바레인

위조품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 2010년 합의
일본, 미국, EU, 스위스, 캐나다, 한국, 멕시코, 싱가
폴, 호주, NZ, 모로코

태평양 경제긴밀화 협정(PACER Plus) 2017년 합의 
호주, NZ 및 8개 태평양 제도서국(쿸제도, 킬리바스
공화국, 나울공화국, 니우에, 사모아독립국, 솔로몬제
도, 통가왕국, 투발)

환태평양 파트너쉽에 관한 포괄적 및 선
진적인 협정(TPP11협정)

2018년 합의
일본, NZ, 호주, 부르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폴, 베트남

디지털 경제 파트너쉽 협정(DEPA) 2020년 합의 NZ, 칠레, 싱가포르

3. 현재 교섭 중
NZ･EU 자유무역협정
NZ･인도 자유무역협정
NA･러시아, 벨로루시 및 카자흐스탄 관
세동맹 자유무역협정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제휴(RCEP)
일본, NZ, 중국, 인도, 한국, 호주 및 ASEAN제국(부
르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TISA) WTO가입 23개국(EU는 28개국을 1개국으로 카운트)
NZ･태평양동맹 자유무역협정 NZ, 콜롬비아, 칠레, 페루, 멕시코

주: 2020년 4월 말 현재
자료: NZ외무성.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해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는 완전누적 기준 

도입)과 국영기업 관련 규정(국영기업에 대한 규율을 통해 민간기업이 국영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그리고 환경･노동･위생･지적재산권 관련 의무 규정을 꼽을 수 있다. 규범 분야에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 창출’이라는 목표가 반영된 만큼 TPP가 향후 국제통상규범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

다. 2017년 기준 참여국은 11개국(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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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PP11협약 참가국에 대한 우유･유제품의 관세율 및 관세 쿼터

뉴질랜드는 TPP11협약 참가국 중 6개국과는 이미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으

며, 이 중 4개국(호주, 부르나이, 칠레 및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우유･유제품 수출

은 모두 면세이다(그림 4).

그림 4.　TPP11 협정참가국으로의 우유･유제품 수출액 등 

국명
우유.유제품수출
액(백만NZ달러) 랭킹

중국 4,327 1위

호주 1,029 2위

미국 800 3위

일본 678 4위

말레이시아 626 6위

베트남 372 14위

싱가폴 365 15위

멕시코 301 17위

칠레 99 24위

페루 98 25위

캐나다 61 30위

부르나이 3 90위

TPP11 협정 발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일본, 

캐나다, 멕시코 및 페루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 이미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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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일부 품목의 관세 비율이 증가하

는 등 시장접근의 향상이 예상되고 있다. TPP11 협정 발효 이후 주요 유제품에 관

한 관세율 및 관세 물량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  

뉴질랜드 입장에서 일본은 치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또 버터 및 분유류 수출 

물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낮지만, 비교적 단가가 높은 농축 훼이단

백인WPC(Whey Protein Concentrate9)) 80(단백질 함유량 80%) 등 우유 알부

민10) 대일본 수출량은 미국에 이어 2위 시장이다. 그 결과, 일본은 유제품 수출액 

기준으로는 중국, 호주, 미국에 이어 4번째 수출 대상국이다.

일본 최대 수출 품목인 치즈의 대부분은 프로세스치즈11) 원료용 체다, 고다 등 

하드 치즈12) 및 세미하드 치즈13)이지만, TPP11 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이들 치즈

9) 농축훼이단백(whey protein concentrate, WPC) 또는 농축유장단백. 초여과(ultrafiltration)와 전기투석

법(electrodialysis) 등에 의하여 당류와 락토오스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제거시켜서 농축훼이단백을 

제조하고 있다. 농축훼이단백을 식품에 이용하면 식품의 단백질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식품 

원료로 보수성, 유화능, 점도 등이 우수하여 가공식품의 기능성 개선을 위해 첨가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과학기술대사전 한국식품과학회, https://search.naver.com/)

10) 알부민(albumin). 알부민은 계란 흰자와 혈장 등에 많은 구형의 단순 단백질로, 계란흰자에서 발견

되는 알부민을 특징적으로 난알부민(ovalbumin)이라 하고 혈장에 존재하는 알부민을 혈장 알부민 

(plasma albumin) 이라한다. 알부민은 생체 세포나 체액 중에 넓게 분포되어있는 있는데, 혈장 알부

민은 혈장의 글로불린과 함께 세포와 혈장의 기초물질을 구성한다.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중 

50~60%정도가 알부민이며, 삼투조절을 통해서 혈액과 체내의 수분 량을 조절하는 등 중요한 역할

을 한다. 그밖에 알부민은 조직에 영양분을 제공하며, 호르몬, 비타민, 약물, 칼슘 같은 이온과 결합

하여 신체의 각 부분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며 간에서 합성되는 단백

질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간 손상에 극히 예민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동물학백과, 

https://search.naver.com/). 우유에 들어 있는 단백질로는 카제인 단백질과 알부민 단백질이 있다. 

11) 프로세스 치즈(Processed Cheese, 가공치즈). 우유를 응고 발효시켜 만든 치즈나 자연 치즈 두 가

지 이상을 혼합하고 유화제와 함께 가열･용해하여 균질하게 가공한 치즈. 재료로는 체더치즈를 많이 

사용하지만, 하우다･스위스･림버거･브릭･카망베르치즈도 사용된다. 그 외에 과실･채소･고기･향료 등

을 넣기도 한다. 탈지분유를 넣은 치즈 식품이나 수분이 많고 잘 퍼지는 치즈 스프레이드 등도 가공 

치즈라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불량 치즈의 재생법으로 이용되었으나, 가열처리되어 보존성이 좋고 

경제적이므로 현재 많이 소비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조리용어사전, 김진, 이광일, 우희섭, 김윤

성, https://terms.naver.com/)

12) 하드 치즈(Hard Cheese). 수분 함량이 낮은 단단한 치즈로, 체다, 만체고, 에멘탈, 그라나 파다노, 

파르미자노 레자노, 하우다, 콜비, 하우다 같은 치즈가 포함된다. 수분 함량이 낮은 단단한 치즈로 

보통 큰 바퀴모양을 하고 있다. 경질 치즈라고도 하며, 장기간 숙성된다. 하드 치즈는 전통적으로 치

즈를 제조하는 모든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치즈로, 우유, 염소젖 혹은 양젖을 재료로 하여 만들

어진다. 하드 치즈는 부스럼이 많이 나고 잘 부러지며, 복잡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 숙성기간은 최소 

몇 주에서 최대 3년이고, 지방 함량은 28~34%이다. 하드 치즈는 숙성기간에 따라 그 질감과 향미가 

복잡해진다. 숙성기간이 짧을수록 날카롭거나 버터와 같은 맛이 나고, 숙성기간이 길수록 건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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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관세는 16년 만에 철폐된다(표 2). 또,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우유 알부민

에 관한 관세율 2.9%는 TPP11 협정 발효에 따라 즉시 철폐된다.

표 2.　TPP11 협정의 주요 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등의 변경점 

품목 현행 관세율 TPP11 협정 발효에 따른 변경 내용

탈지분유･버터

<국가무역>
･탈지분유: 25%, 
30%+마크업

･버터: 35%+
마크업

･관세삭감･철폐는 하지않고, 국가무역제도를 유지. 새로이 민
간무역쿼터를 설정(쿼터 내 세율은 11년도 째까지 삭감).

･쿼터량은 최근 추가수입량 범위 내

유장
<국가무역>

25%, 35%+마크업

･탈지분유(단백질함유량 34%)와 경합 가능성이 높은 유장(단
백질 함유량 25-45%)는 세이프가드 옵션으로 관세 삭감. 21
년째 폐지

치즈

주요
내추럴
치즈

후레쉬치즈 24.2%

모짜렐라 등(크림치즈 이외).: 현상 유지

슈레드치즈 원료용 관세할당: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한 무세 
수입(국산품: 수입품=1:3.5)

크림 치즈: 
･유지방 45% 미만은 단계적으로 관세 삭감하고, 16년째에 철
폐

･유지방 45% 이상의 것은 관세율 29.8%로 삭감.

블루치즈 24.2% 11년째까지 50% 삭감

기타치즈 24.2%
･소프트치즈(까망베르 등): 현상 유지
･소프트치즈 이외(체다, 고다 등): 단계적으로 관세 삭감하고, 
16년째에 철폐

가공
치즈

슈레드치즈 22.4% 단계적으로 관세 삭감하고, 16년째에 철폐

갈아만든 것 , 
가루치즈

26.3% 및 40.0% 단계적으로 관세 삭감하고, 16년째에 철폐

프로세스 치즈 40.0%
･현상유지
･국별 관세할당

주: 2020년 4월말 시점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TPPにおける重要5品目等の交渉結果｣에서 발췌

단단한 질감에 강렬한 맛이 커지며, 점차 과일과 같은 맛과 싸한 맛이 난다. 

   하드 치즈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비가열압착 치즈(Pressed uncooked cheeses)

로 하우다, 만체고, 몬터레이 잭이 이에 속한다. 이 치즈는 몇 시간 가량 살짝 압착되어 한 주 가량

의 숙성기간을 거친 후 맛이 순하고 탄력적인 질감의 치즈가 된다. 두 번째는 가열압착 치즈(cooked 

pressed cheeses)로 에멘탈, 그뤼에르, 파르미자노 레자노가 이에 속한다. 유장(whey)에 넣어져 가

열 및 압착되는 치즈인데, 치즈는 가열 온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갖는다. 높은 온도로 가열된 커드

(curd)는 가능한 한 많은 유장을 방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를 통해 치즈는 단단하고 조밀한 질

감을 갖게 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13) 반경질 치즈(Semi-hard cheese 수분 45-55 %)라고 하며, 치즈의 원료에 따라 젖산균으로 숙성한 치

즈에는 브릭(Brick, 미국), 묑스테(Munster, 프랑스), 림버거(Limburger, 벨기에), 포르 뒤 살뤼(Port du 

Salut, 프랑스), 틸지트(Tilsit, 독일), 페타(Feta, 그리스), 트라피스트(Trappiste, 폴란드) 등이 유명하며, 

푸른곰팡이로 숙성한 치즈에는 로크포르(Roquefort, 프랑스), 고르곤졸라(Gorgonzola, 이탈리아), 블루

(Blue, 각국 공통), 스틸톤(Stilton, 영국) 등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IN, https://k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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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  

호주는 중국에 이어 2번째 유제품 수출 선진국이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NZ･호

주 경제긴밀화 협정 및 ASEAN･호주･NZ 자유무역협정(이하 AANZFTA14))을 체

결하였으며,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수출하는 유제품은 모두 면세이다.

다. 부르나이  

뉴질랜드와 브루나이는 P4 및 AANZFTA를 체결하였으며, 브루나이로 수출하

는 유제품은 모두 면세이다.

라. 캐나다  

뉴질랜드는 캐나다와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캐나다

로의 수출 물량 비중은 낮지만, 유장에서는 10번째 수출 시장이 되는 등 일정량의 

유제품이 캐나다로 수출되고 있다.

캐나다는 낙농유업에 관해 공급관리제도15)로 대표되는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14) ASEAN-오스트리아-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AANZFTA는 동남아 국가 연합, 호주, 뉴질랜

드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이다. AANZFTA는 ASEAN회원국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필리핀 그리고 뉴질랜

드와 호주가 참가하고 있다. AANZ와 관련된 국가의 수 자유 무역 협정은 뉴질랜드 최대의 다원적 

자유 무역 협정을 만들고 동 아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초석이 되고 있다. ASEAN

은 뉴질랜드의 사업과 투자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경제 시장이다. 2018년 기준으로 아세안 지역 

인구는 6억 5,000만 명에 국내 총생산(GDP)은 2조 9,000억 달러에 이른다. ASEAN은 중국, 호주, 

유럽 연합, 미국에 이어 뉴질랜드의 5대 교역국이며, 2017년에는 뉴질랜드가 ASEAN 지역에 4,963

만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하여 뉴질랜드 전체 상품 수출의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출처: 뉴질

랜드 외무무역성 홈페이지,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

15) 캐나다 농업에서 낙농은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유제품을 대상으로 공급관리제

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공급관리제도는 1) 원유생산･출하관리, 2) 원유가격 유지, 3) 유제품 수입규

제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원유가격에 관해서는 ‘원유특별분류제도(Harmonized Milk 

Classification System)’가 실시되고 있으며, 각 클래스별로 원유가격이 설정된다. 원유특별분류제도

는 1995년에 WTO 농업협정이 발효되면서 도입되었다. 이때 수출용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에 대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Class5가 만들어 졌다. 미국과 캐나다는 Class5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 수출

이 수출보조에 해당된다며 1998년에 WTO에 제소하였고, WTO패널 WTO패널은 일반적으로 '분쟁해

결기구(DSB)'에 의해 설치되며 해당분야 권위자나 통상 전문관료 그리고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된다. 

패널은 1개월 내에 위원선정, 작업절차 등 활동에 필요한 작업을 마치고 6개월 동안 관련 사안을 검

토하여 '패널 보고서'를 제출한다. 심사결과 캐나다가 패소하였다. 캐나다는 패소를 받아들이면서 새

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미국과 뉴질랜드가 다시 제소하였고, WTO는 이 역시 수출

보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캐나다가 무지고형분 잉여확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특

별분류제도 Class7에 대해서도 주변 국가로부터 Class7도 수출보조에 해당되며, 국제약속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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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유제품 수입에도 높은 관세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TPP11 협정에서는 

주요 유제품에 관해 양은 적은 쿼터 내의 면세 관세 물량이 마련되어 있다(표 3).

또 WPC 80 등 농축훼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우유 알부민(HS코드: 3502)과 유

단백질 농축물(MPC16)), 유단백질 분리물(Milk Protein Isolate, MPI17)) 등과 같

은 유단백질 물질(HS코드: 3504)에 관한 관세가 면세되는 데에다, 육아용 조제분

유에 관한 관세도 삭감되기 때문에 캐나다로의 유제품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

다.

고 있다며 강한 비판이 있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미국의 강한 요구로 캐나다는 

결국 Class7을 폐지하였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조재준, ‘캐나다 원유공급관리제도와 수출보조금 현

황’, 해외 낙농뉴스

(원문: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2019. 3월), 출처: https://blog.naver.com/jtriple00/221661066707)

16) 유단백질 농축물(Milk Protein Concentrate). 탈지유를 한외여과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나서 건

조하여 분말화한 것으로 훼이 단백질 농축(WPC: whey protein concentrate)에 대하여 우유단백질의 

농축물(MPC: Milk Protein Concentrate)로 약기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과학기술대사전, 한

국식품과학회, https://search.naver.com/)

17) 우유단백질 분리(Milk Prtein Isolate) 또는 유장 단백질 분리(whey protein Isolate)는 음식 보충물이

며, 구성 요소들을 유리 또는 분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음식 성분이다. 유장은 치즈를 만드는 과정

의 우유 부산물이다. 유장은 세 가지 형태로 처리될 수 있는데, 유분산, 유농축물 또는 유환수물이

다. 유장 단백질 형태의 차이는 제품의 구성, 특히 단백질 함량의 차이이다. 분리된 유장은 더 높은 

비율의 순수 단백질을 포함하며, 사실상 유당이 없고, 탄수화물이 없고, 지방이 없고, 콜레스테롤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순수할 수 있다. 유단백질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빠르게 몸에 흡수되며 근육 조

직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며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브란체인 

아미노산(BCAAs)이 높다. 분리된 유장은 기본 성분(물)을 제거하여, 일반적으로 유당과 콜레스테롤

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최소 90%의 단백질이다. 분리방법으로는 두 가

지 분리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첫 번째 방법은 분자의 표면 전하 특성에 따라 유리관에서 원시 유

리관 단백질을 추출하는 이온 교환기(제타-potential이라고도 함)를 사용하늕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

은 세포막 여과 방법이다. 

    MPI는 식이 보조식품으로서, 분리물과 다른 단백질 분말은 물, 주스, 우유 또는 다른 액체와 같은 

용매를 첨가함으로써 사용 시점에 재구성될 수 있다. 음식 재료로서, 가루가 쉽게 섞이거나 공식화

된 음식에 용해된다. 오늘날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 매우 빨리 소화되

고 후에 운동한 몸을 카타볼릭 상태에서 아나볼릭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유질 

단백질 분리는 또한 바, 음료, 유제품, 사출 된 스낵과 시리얼 및 기타 식품의 단백질 강화뿐만 아니

라 최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아미노산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용 유동식에서 널리 사용된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Whey_protein_is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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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PP11 협정발효 후의 캐나다 유제품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율･관세 쿼터

품목･
관세
코드

액상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

치즈 유장 밀크알부
민(단백질
함유량 
80% 

이상의 것)

업무용
치즈

모짜렐라 
및 

가공치즈
모든 치즈 농축유장

유장
파우더

기타

0401.10.
0401.20

0402.10
0402.21,
0402.29

0405.10,
0405.20,
0405.90

0408 0404.10 3502.20

현행 
관세율
(관세할

당 
이외의 
2차 

관세율)

24.1%. 
단, 

34.5캐나
다달러/
100리터 

이하

201.5%. 
단, 

2.01캐나
다달러/
킬로그램 

이하

･243%. 
단, 

2.82캐나다
달러/킬로
그램 이하
･295.5%. 

단, 
4.29캐나다
달러/킬로
그램 이하

･298.5%. 
단, 

4.00캐나다
달러/킬로
그램 이하
･313.5%. 

단, 
4.29캐나다
달러/킬로
그램 이하

245.5%. 단, 
3.53-5.78캐나다달러(치즈
의 종류마다 다름)/킬로그램

4.94캐나다센트/
킬로그램

208%. 
단, 

2.07캐나
다달러/
킬로그램

11% 6.5%

발효 후 관세율, 관세 쿼터

년

관세쿼터 
내는 무세

관세쿼터 
내는 무세

관세쿼터 
내는 무세

관세쿼터 
내는 무세

관세쿼터 내는 무세
단계적으로 관
세 삭감하고, 6
년째에 철폐

관세쿼터 
내는 무세

단계적으로 
관세 삭감하
고, 6년째에 

철폐

철폐

관세쿼터
(톤)

관세쿼터
(톤)

관세쿼터
(톤)

관세쿼터
(톤)

관세쿼터
(톤)

관세쿼터
(톤)

관세쿼터
(톤)

관세율
관세쿼터

(톤)
관세율

2018년
12월30
일,31일

8,333 1,250 1,000 750 1,329 483 604
4.11캐나다센트/

킬로그램
1,000 9.10%

2019년 16,667 2,500 1,010 1,500 2,658 967 1,208
3.29캐나다센트/

킬로그램
2,000 7.30%

2020년 25,000 3,750 1,020 2,250 3,988 1,450 1,813
2.47캐나다센트/

킬로그램
3,000 5.50%

2021년 33,333 5,000 1,030 3,000 5,317 1,933 2,417
1.64캐나다센트/

킬로그램
5,000 3.60%

2022년 41,667 6,250 1,041 3,750 6,646 2,417 3,021
0.82캐나다센트/

킬로그램
6,000 1.80%

2023년 50,000 7,500 1,051 4,500 7,975 2,900 3,625

철폐

6,060

철폐

2024년 50,500 7,725 1,062 4,545 8,055 2,929 3,661 6,121
2025년 51,005 7,957 1,072 4,590 8,135 2,958 3,698 6,182
2026년 51,515 8,195 1,083 4,636 8,217 2,988 3,735 6,244
2027년 52,030 8,441 1,094 4,683 8,299 3,018 3,772

철폐

2028년 52,551 8,695 1,105 4,730 8,382 3,048 3,810
2029년 53,076 8,955 1,116 4,777 8,466 3,078 3,848
2030년 53,607 9,224 1,127 4,825 8,550 3,109 3,886
2031년 54,143 9,501 1,138 4,873 8,636 3,140 3,925
2032년 54,684 9,786

이후 같음

4,922 8,722 3,172 3,965
2033년 55,231 10,079 4,971 8,809 3,203 4,004
2034년 55,783 10,382 5,021 8,897 3,235 4,044
2035년 56,341 10,693 5,071 8,986 3,268 4,085
2036년 56,905 11,014 5,121 9,076 3,300 4,126

자료: NZ외무성.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ニュージ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輸出動向-生乳生産拡大および乳

製品輸出余力は限定的-’, ｢畜産の情報｣ 2018년 12월호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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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말레이시아 FTA TPP11 협정

품목･
관세
코드

액상유 액상유

지방분이 전 
중량의 1% 
이하의 것

지방분이 전 
중량의 1%를 

넘고 6% 
이하의 것 

지방분이 전 
중량의 6%를 
넘고 10% 
이하의 것 

품목･관세 코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 
이하의 것

지방분이 전 
중량의 1%를 

넘고 6% 
이하의 것 

지방분이 전 
중량의 6%를 
넘고 10% 
이하의 것 

0401.10 0401.20 0401.40 0401.10 0401.20 0401.40

현행 
관세율

관세쿼터내 
20%, 관세 

쿼터 외 50%

관세쿼터내 
20%, 관세 

쿼터 외 50%

관세쿼터내 
20%, 관세 

쿼터 외 50%
현행 관세율

관세쿼터내 
20%, 관세 

쿼터 외 50%

관세쿼터내 
20%, 관세 쿼터 

외 50%

관세쿼터내 
20%, 관세 쿼터 

외 50%

발효 후 관세율･관세 쿼터

관세쿼터
관세쿼터내 
0%, 관세 

쿼터 외 20%

관세쿼터내 
0%, 관세 

쿼터 외 20%

관세쿼터내 
0%, 관세 쿼터 

외 20%
관세율

관세쿼터내 
0%, 관세 
쿼터 외 

이하와 같음

관세쿼터내 0%, 
관세 쿼터 외 
이하와 같음

관세쿼터내 0%, 
관세 쿼터 외 
이하와 같음

년 관세 쿼터(단위: 리터) 년
쿼터 외 

관세율(%)
관세 쿼터(단위: 리터)

2018년 253,354 2,511,675 245,974
2018.12.
30.,31.

46.38 300,000 2,000,000 1,000,000

2019년 260,954 2,637,258 253,354 2019년 43.7 303,000 2,020,000 1,010,000

2020년 268,783 2,769,121 260,954 2020년 40.6 306,030 2,040,200 1,020,100

마. 칠레

뉴질랜드 입장에서 칠레는 2017년에는 수량 기준으로 치즈의 10번째 수출 시장

이다. 뉴질랜드는 칠레와 P4를 체결하였으며, 뉴질랜드에서 칠레로 수출하는 유제

품은 모두 면세이다. 

2009년까지 칠레로의 치즈 수출은 없었지만, 2010년 이후 대폭 증가하여 2017

년에는 약 7,000톤의 치즈가 칠레로 수출되었다.

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입장에서 말레이시아는 2017년 기준으로 탈지분유가 2번째, 전지분유

가 6번째, 액상유가 5번째 수출 시장인 만큼, 뉴질랜드에게는 중요한 유제품 수출

시장이다.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는 AANZFTA를 비롯하여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NZ-말레이시아 FTA)을 2010년에 체결하였으며, 말레이시아로의 수출 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액상유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되었다(표 4).

표 4.　TPP11 협정발효 후 말레이시아 유제품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율･관세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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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관세 쿼터(단위: 리터) 년
쿼터 외 

관세율(%)
관세 쿼터(단위: 리터)

2021년 276,846 2,907,577 268,783 2021년 37.5 309,090 2,060,602 1,030,301

2022년 285,152 3,052,956 276,846 2022년 34.3 312,181 2,081,208 1,040,604

2023년 293,706 3,205,604 285,152 2023년 31.2 315,303 2,102,020 1,051,010

2024년 302,517 3,365,884 293,706 2024년 28.1 318,456 2,123,040 1,061,520

2025년

2025년 
이후에도 

매년 3%씩 
확대

2025년 
이후에도 

매년 5%씩 
확대

2025년 
이후에도 매년 
3%씩 확대

2025년 25.0 321,641 2,144,271 1,072,135

2026년 2026년 21.8 324,857 2,165,713 1,082,857

2027년 2027년 18.7 328,106 2,187,371 1,093,685

2028년 2028년 15.6 331,387 2,209,244 1,104,622

2029년 2029년 12.5 334,701 3,231,337 1,115,668

2030년 2030년 9.3 338,048 2,253,650 1,126,825

2031년 2031년 6.2 341,428 2,276,187 1,138,093

2032년 2032년 3.1 344,842 2,298,948 1,149,474

2033년 2033년 철폐 철폐 철폐 철폐

자료: NZ외무성.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ニュージ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輸出動向-生乳生産拡大および乳

製品輸出余力は限定的-’, ｢畜産の情報｣ 2018년 12월호 에서 재인용

TPP11협정이 발효될 경우, 액상유에 관해 새로운 쿼터 내 면세 관세 비율이 설

정된다. 발효 16년차에 관세율 및 관세 물량이 함께 철폐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로 수출하는 액상유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사. 멕시코

멕시코는 2017년에는 뉴질랜드 입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17번째 수출 시장이며, 

그 중에서도 버터는 5번째 수출 시장이다. 뉴질랜드는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은 체

결하지 않았지만, TPP11 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주요 수출 품목에 관해서는 쿼터 

내 면세 관세 비율이 설정되었다. 멕시코로 수출하는 물량 중 가장 많은 버터오일

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15년차에 철폐된다(표 5). 

또 육아용 조제분유 및 요구르트의 멕시코 수출에 관련된 관세율도 단계적으로 

삭감되어, 발효 10년차에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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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TPP11 협정발효 후 멕시코 유제품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율･관세쿼터

품목･
관세
코드

액상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 버터오일 치즈

0401.10,
0401.20

0402.10 0402.21 0402.29 0405.10 0405.90 0406

현행 
관세율

10% 63% 63%

20%+설탕함
유량에 대해 
0.36미국달
러/킬로그램

20% 20%
20%, 
45%, 
125%

발효 후 관세율･관세 쿼터

년

관세 쿼터 
내는 무세

관세 쿼터 
내는 무세

관세율은 이하와 같음

관세 쿼터 
내는 무세 관세율

(%)

관세 쿼터
내는 무세

관세쿼터
(리터)

관세쿼터
(톤)

관세쿼터(톤) 관세쿼터(톤)

2018.12.
30,3일

250,000 25,000 18.6%+설탕함유량에 대해 0.33미국달러/킬로그램 1,500 18.6 4,250

2019년 262,500 26,700 17.3%+설탕함유량에 대해 0.31미국달러/킬로그램 1,550 17.3 4,475

2020년 275,000 28,400 16%+설탕함유량에 대해 0.28미국달러/킬로그램 1,600 16.0 4,700

2021년 287,500 30,100 14.6%+설탕함유량에 대해 0.26미국달러/킬로그램 1,650 14.6 4,925

2022년 300,000 31,800 13.3%+설탕함유량에 대해 0.24미국달러/킬로그램 1,700 13.3 5,150

2023년 312,500 33,500 12%+설탕함유량에 대해 0.21미국달러/킬로그램 1,750 12.0 5,375

2024년 325,000 35,200 10.6%+설탕함유량에 대해 0.19미국달러/킬로그램 1,800 10.6 5,600

2025년 337,500 36,900 9.3%+설탕함유량에 대해 0.16미국달러/킬로그램 1,850 9.3 5,825

2026년 350,000 38,600 8%+설탕함유량에 대해 0.14미국달러/킬로그램 1,900 8.0 6,050

2027년 362,500 40,300 6.6%+설탕함유량에 대해 0.12미국달러/킬로그램 1,950 6.6 6,275

2028년 375,000 42,000 5.3%+설탕함유량에 대해 0.09미국달러/킬로그램 2,000 5.3 6,500

2029년

12년째 
이후 

375,000

12년째 
이후에도 
42,000톤
※1-10
년째는 

상기 관세 
쿼터의 
80% 

이상은 
전지분유
에 배분됨.

4%+설탕함유량에 대해 0.07미국달러/킬로그램
12년째 이후 

2,000톤
4.0

12년째 이후는 
6,500톤

※치즈 종류에 
따라 그 

관세쿼터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음.

2030년 2.6%+설탕함유량에 대해 0.04미국달러/킬로그램 2.6

2031년 1.3%+설탕함유량에 대해 0.02미국달러/킬로그램 1.3

2032년 철폐 철폐

자료: NZ외무성.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ニュージ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輸出動向-生乳生産拡大および乳

製品輸出余力は限定的-’, ｢畜産の情報｣ 2018년 12월호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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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페루  

뉴질랜드 입장에서 페루는 2017년 기준으로 금액 기준 25번째 수출대상국이다. 

뉴질랜드는 페루와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은 체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TPP11 협

정 발효에 따라 주요 유제품 대부분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페루 정부는 수입 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참고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추가로 

과세하는 프라이스 밴드 시스템(price band system, 가격연계 시스템)으로 불리

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TPP11 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수입의 많은 품

목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

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요구르트, 데어리 스프레드18), 치즈 중 프레시 치즈19) 및 갈아만든 치즈20)

또는 가루치즈21) 등은 프라이스 밴드 시스템 대상이 아니므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삭감･철폐되는 품목이다. 

자.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뉴질랜드 입장에서 2017년 금액 기준으로 15번째 수출 대상국이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는 NZ･싱가포르 경제긴밀화협정, P4, AANZFTA 등 3가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유제품은 모두 면세이다.

18) 유제품스프레드(dairy spread). 바르거나 뿌려서 이용하도록 변형된 유제품.(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19) 프레시 치즈(Fresh Cheese). 숙성되지 않은 신선한 치즈로, 모차렐라, 리코타, 코티지, 페타, 마스카

포네, 크림치즈와 같은 치즈가 포함된다. 제조 직후에 소비되는 비숙성 치즈로, 최소 수 시간에서 수

일 안에 제조가 완료된다. 제조 기간이 짧으므로 치즈 자체가 신선하고 우유 맛이 나며, 껍질이 없

고 촉촉하다. 수분 함량이 높으므로 저장 기간 또한 짧다. 오일이나 소금물에 저장할 경우 최대 12

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다. 다른 치즈 종류에 비해 낮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19~21%정

도이다. 한편 리코타나 미지트라(Mizithra)와 같은 프레시 치즈는 커드를 생성하고 남은 유청으로 만

들어지는 치즈로, 이러한 치즈를 ‘훼이 치즈(Whey cheese)’라고도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

백과, https://search.naver.com/)

20)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뉴질랜드에서의 우유･유제품 수출 동향-생유 생산 확대 및 유제품 수출 여

력은 한정적-’, 축산 정보 2018년 12월호의 원문에는 오로시(おろし) 치즈로 되어 있다. 치즈를 분쇄

하여 가루로 만든 치즈를 의미한다.(출처: 일본 콤팩트 영양･생화학 사전, https://kotobank.jp/word/)

21)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뉴질랜드에서의 우유･유제품 수출 동향-생유 생산 확대 및 유제품 수출 여

력은 한정적-’, 축산 정보 2018년 12월호의 원문에는 고나치즈(こなチーズ, 粉チーズ). 팔마산을 가

루형태로 갈아 만든 것(출처: 일본 大辞林 第三版, https://kotobank.jp/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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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상국
연간 

수출량(주)
(만 NZ달러)

발효 후 1년차 추정 연간 관세삭감액
(만 NZ달러)

관세삭감･철폐 완료 후 추정 연간 
관세삭감액(만 NZ달러) 

관세삭감･철폐되는 
품목의 비율(%)

관세삭감･철폐되는 
품목의 비율(%)

일본 334,400 8,330 75.01 20,380 90.70

멕시코 46,600 370 80.08 760 88.08

차. 베트남  

베트남은 뉴질랜드 입장에서 2017년 금액 기준으로 14번째 수출 대상국이다. 

뉴질랜드와 베트남은 AANZ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유제품

에 관한 관세는 일부 면세이다. 

액상유, 전지분유, 버터오일, 치즈 등 일부 품목은 AANZFTA에 근거하는 관세 

감축 과정에 있으며, 2018년 12월 시점에서는 3~5%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만, 2020년까지는 완전히 철폐된다.

한편, TPP11 협정에서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도 있지만, 품목 모두가 완

전히 철폐되는 시점은 2021년이다.

2.3 TPP11협정의 영향 

(1) 뉴질랜드 정부의 추산

뉴질랜드 외무무역성이 2018년 3월 발표한 추산에 따르면, 산출 방법에 따라 결

과는 다르지만, TPP11 협정에 의한 합의 내용이 완전히 실시되는 경우 관세감축과 

그동안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장접근 조건 획득에 의

한 경쟁력 향상 등으로, 뉴질랜드의 국내 총생산(GDP)을 0.3~1.0% 끌어올리는 

금액인 12억 NZ달러(912억 엔=9,576억 원)에서 40억 NZ달러(3,040억 엔=3조 

1,920억 원)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중 관세에 대해서는 TPP11 협정이 발

효될 경우, 수출 품목 차원에서 발효 1년차에 연간 9,510만 NZ달러(72억 2,760만 

엔=758억 8,980억 원)의 관세삭감으로 이어지고, 관세삭감･철폐가 완료되는 경우

에는 연간 2억 2,240만 NZ달러(169억 240만 엔=1,774억 7,520억 원)의 관세삭감

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았다(표 6). 

표 6.　TPP11 협정발효에 따른 관세삭감액의 시산(수출 대상국별)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212

수출 대상국
연간 

수출량(주)
(만 NZ달러)

발효 후 1년차 추정 연간 관세삭감액
(만 NZ달러)

관세삭감･철폐 완료 후 추정 연간 
관세삭감액(만 NZ달러) 

관세삭감･철폐되는 
품목의 비율(%)

관세삭감･철폐되는 
품목의 비율(%)

캐나다 71,800 640 98.88 710 99.92

페루 13,400 100 99.60 100 100.0

말레이시아 105,800 10 - 210 -

베트남 46,800 60 - 80 -

계 618,800 9,510 - 22,240 -

주: 연간 수출액은 2014-2016년 평균치

자료: NZ외무성.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ニュージ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輸出動向-生乳生産拡大および乳

製品輸出余力は限定的-’, ｢畜産の情報｣ 2018년 12월호 에서 재인용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출액이 다른 참가국에 비해서 크기 때문

에 관세삭감･철폐되는 품목 수는 다른 참가국에 비해서 적지만, 추정 연간 관세삭

감 액의 대부분이 일본 수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낙농은 뉴질랜드의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TPP11 협정에 

따른 관세삭감･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유･유제품에 대해서는 일

본,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 획득과 새로운 관세 감축 및 

철폐로 연간 8,850만 NZ달러(67억 2,600만 엔=706억 2,300만 원)의 관세삭감으

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표 7).

표 7.　TPP11 협정발효에 의한 관세삭감액 시산(산업별)

(단위: 만 NZ달러)

산업 연간 수출액 추정 연간 관세지불액
추정 관세삭감액

(관세삭감･철폐 완료 후)

낙농 134,560 12,650 8,850

어업 21,370 950 950

삼림 50,750 950 950

원예작물 60,270 3,530 3,530

공업 108,320 300 300

식육 54,060 7,100 5,700

기타 농업 21,210 2,270 1,410

직물 3,970 100 100

와인 13,190 450 450

계 467,700 28,300 22,240

자료: NZ외무성.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ニュージ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輸出動向-生乳生産拡大および乳

製品輸出余力は限定的-’, ｢畜産の情報｣ 2018년 12월호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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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삭감･철폐에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개별 무역협정을 맺지 않고 있었

던 나라에서 새로운 관세 쿼터를 따낸 것은 뉴질랜드의 시장접근 향상에 연결된다

고 보고 있다. TPP11 협정에 의한 참가국 전체가 새로 설정된 관세물량은 제품 중

량 기준으로 발효 후 1년차에 5만 3,625톤, 15년차에 11만 693톤에 이르는 버터, 

치즈 및 분유류에 관해 새롭게 설정된 관세 물량을 2017년 12월 시점의 유제품 국

제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추산할 경우, 발효 1년차에 2억 1,300만 NZ달러(161억 

8,800만 엔=1,699억 7,400만 원), 발효 후 15년차에는 4억 5,700만 NZ달러(347

억 3,200만 엔=3,646억 8,600만 원) 시장 규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표 8).

표 8.　TPP11 협정에 의해 유제품에 관하여 새롭게 설정된 관세 쿼터

(단위: 톤)

제품 발효 후 1년차 발효 후 5년차 발효 후 10년차 발효 후 15년차

버터 5,438 9,063 10,352 10,641

치즈 6,767 17,353 21,509 22,508

분유류 34,954 49,289 62,659 66,252

기타 유제품 6,467 13,909 16,971 11,292

계 53,625 89,614 111,491 110,693

주: 15년째 관세 쿼터 계는 관세 쿼터가 일부 폐지되기 때문에 11년째 보다 감소함.

자료: NZ외무성.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ニュージ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輸出動向-生乳生産拡大および乳

製品輸出余力は限定的-’, ｢畜産の情報｣ 2018년 12월호 에서 재인용

(2) 대일 유제품 수출 차질 

2018년 9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의 현지 조사에서 조사 대상 유업회사

에 TPP11 협정 발효에 따른 대일 유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문의하였다. 그 결과, 관세가 삭감되지 않는 품목도 많았다, 관세삭감･철폐

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감축･철폐이기 때문에 바로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

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또 뉴질랜드의 유업회사 측에서는 TPP11 협정을 

내다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유저(user)가 관세삭감 등에 어떻게 반응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버터와 탈지분유 수입에 관해 새로 설정된 민간무역을 통하여 TPP 관세

할당 물량이 뉴질랜드산 유제품 수출에 대해 어느 정도 설정될지도 불투명하다는 

점 그리고 버터, 탈지분유 모두 발효 1년차에는 제품중량 기준으로 각각 3,188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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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양이 적기 때문에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치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세스 치즈 원

료용 체다, 고다 등의 하드 치즈 및 세미 하드 치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감축되어 16년차에는 사라진다. 때문에 국산 치즈와의 결합, 무세로 수입하는 것

과 비교하여 모두 수입 치즈에서 프로세스 치즈를 제조하는 편이 비용적으로 싼 

수준까지 관세가 내려간 시점에서, 프로세스 치즈 원료용 치즈가 어느 정도 국가 

생산품에서 수입품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치즈는 카망베르 등과 같이 보다 부가 가치가 높은 치즈 생

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치즈는 일본에 수출하는 유제품 중 

최대 수출 품목인데, 특히 프로세스 치즈 원료용은 그 중심이 되면서 하드 치즈 및 

세미 하드 치즈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유장에 관한 관세는 탈지분유와 경합할 가능성이 높은 단백질 함유량 25~45%

의 것은 21년차에 관세 철폐, 탈지분유와 경합할 가능성이 낮은 단백질 함유량 

25% 미만의 것은 16년차에 관세가 철폐된다. 뉴질랜드 최대 유업회사인 폰테라 

사에서는 단백질 함유량이 15% 미만인 스위트 훼이 파우더(sweet whey powder, 

유장분말22))와 단백질 함유량이 80%인 WPC 80을 취급하는데, 탈지분유와 경쟁

할 가능성이 높은 훼이(단백질 함유량 25~45%)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

지분유와 경합할 가능성이 높은 훼이의 수출 증가의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3. 뉴질랜드의 생산원가 절감을 유도한 낙농경영 사례

뉴질랜드 북섬의 타라나키(Taranaki) 지방23) 중부 스트래트포드(Stratford)24)

22) 유청분말(sweet whey powder, 乳淸粉末)이라고도 하며, 커드 응고물을 제거하고 유장(유청, whey)

을 말린 가루를 말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23) 뉴질랜드 북섬 서부의 지방자치지역. 태즈먼 해와 면한 북섬의 서쪽 해안가에 있다. 타라나키 반도

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모카우 강(Mokau River), 남쪽과 동쪽으로 황가누이 강(Wanganui River) 유역

까지 뻗어 있다. 주도(主都)인 뉴플리머스(New Plymouth)를 중심으로 하웨라(Hawera), 스트래트포드

(Stratford), 와이타라(Waitara) 등의 지역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산업은 낙농업과 석유, 천연가스 등

의 에너지 사업이다. 주민들의 안식처이자 지역의 상징으로 통하는 높이 2,518m의 타라나키 산

(Mount Taranaki)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12만 년 전 화산폭발로 생긴 타라나키 산은 50여 

개 강과 하천의 발원지이자, 많은 희귀종 식물의 자생지이다. 1860년, 뉴플리머스 근처의 작은 마을 

와이타라(Waitara)에서 마오리 족과 유럽인들 사이에 벌어진 타라나키 토지전쟁은 이후 10여 년을 

끌었는데, 하웨라 등 주변지역 곳곳에는 당시 마오리 족의 방어진지를 비롯한 역사의 흔적들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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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방 도시 인근에서 낙농을 하는 딘 대표는 대대로 낙농가 집안에서 태어나 현재

는 약 200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뉴질랜드 전형적인 가족 경영 낙농가이다. 

그림 5. ALIC 방문 낙농가 소재지 

3.1 경영 개요 

사육하고 있는 약 200마리의 소는 모두 착유우인데, 인공수정에 의한 계절 번식

을 주로 하여 태어난 송아지 중 암컷은 후보우로서, 초유를 급여한 후에 어미소와 

갈라놓고 다른 농가에 육성을 위탁하고 있다. 수컷은 생후 4일 이후에 도축장에 

판매한다. 

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24) 뉴질랜드 북섬[北島] 타라나키 지방자치지역에 있는 소도시. (홈페이지: http://www.stratford.govt.nz). 

휴화산인 에그몬트산(2,518m)의 동쪽 사면 아래에 위치하며, 주도(主都)인 뉴플리머스와 하웨라 중간

에 자리 잡고 있다. 도시 중심부의 해발고도는 312m이다. 에그몬트산 주변으로 환형(環形) 평원이 펼

쳐지며, 에그몬트산에서 발원하는 파테아강(Patea R.)이 흐른다. 동쪽은 구릉지대로 이루어진다. 화산

성 지형과 비옥한 토지, 풍부한 강수량으로 뉴질랜드 최고의 낙농업 지역으로 꼽힌다. 관광업도 발달

했으며 동쪽 3km 지점에 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다. 3번 국도와 43번 국도가 교차하며 마턴(Marton)-

뉴플리머스, 스트랫퍼드-오카후쿠라(Okahukura) 간 철도가 지나가는 교통 요지이다. 셰익스피어의 고

향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거리 이름도 대부분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서쪽의 에그몬트 국립공원과 동쪽의 황가누이 국립공원(Whanganui National Park)으로 가는 관

문 역할을 한다. 에그몬트산 주변의 고도 890m 지점에 도슨 폭포(Dawson Falls)와 코니니 산장(Konini 

Lodge)이 있고 산장 위쪽에는 윌키스 풀(Wilkie's Pools)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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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은 별도로 없이 기본적으로 딘 대표 혼자 한다고 한다. 그는 착유우만 사육

하기 때문에 원유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적은 인력으로 경영을 가능하다고 말한다. 

젖소 품종은 저지종25)과 키위크로스26)을 각각 100마리씩 사육하고 있다(사진 1). 

사진 1.　방목되고 있는 키위크로스(맨 앞의 4두 중 왼쪽 3두, 2018년 9월) 

25) 저지종(Jersey). 젖소의 한 품종. 몸의 빛깔은 검은빛을 띤 갈색, 회색을 띤 갈색이며, 짙고 옅은 정

도가 여러 가지이다. 분포지역은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등이다. 몸무게는 암컷이 300∼350㎏, 수

컷이 460∼500㎏이다. 영국 저지섬이 원산지이다. 브레톤(Bretonne)종과 노르망디(Normandy)종이 교

잡되어 성립된 것으로, 미국･영국･오스트랄리아 등에서 사육되고 있으나, 그 수는 홀스타인종보다 

많지 않다. 몸은 비교적 소형으로, 어깨와 등이 얕고 쐐기꼴이며, 전형적인 유용형에 가깝다. 머리는 

다소 짧은 편이고, 눈은 크며 눈 사이가 넓고 깊이 패어 있다. 목이 길며, 옆구리는 깊게 들어가 있

다. 허벅지는 가늘고, 양 다리 사이는 넓다. 유방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부착 면적이 넓고 균등하

다. 피부는 얇고 연하여 탄력성이 있다. 성질은 온순하며 약간 신경질이 있다. 체질은 그다지 강하지 

못하며, 특히 결핵에 약하다. 더위에는 홀스타인종보다 강하나 내한성은 약하다. 비유량(泌乳量)은 

홀스타인종에 비하여 적으며, 연 2,500㎏ 정도가 보통이다. 유지율(乳脂率)이 평균 5%로서 높으며, 

지방구가 크고 빛깔도 노란색으로 아름다워 버터 원료유로서 우수한 품종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

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26) 저지종으로 홀스타인 종의 교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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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대표가 저지종과 키위 크로스를 사육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저

지종 및 키위크로스의 원유는 홀스타인 종27)에 비해 유고형분 비율이 많기 때문이

다. 뉴질랜드에서는 생산자 유가가 유고형분량(유지방과 유단백질)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1마리당 유량이 많은 홀스타인 프레지언 종보다 유고형물이 많은 저지종

과 유량과 유고형물의 균형이 잡힌 키위 크로스가 좋다. 두 번째는 홀스타인 종에 

비해 기초 대사량이 적고 운동량이 많아 방목지에서 사육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

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방목지의 압밀화를 막는다는 점 때문이다, 비 등으로 토양

이 고와질 때 다른 종에 비해 몸이 큰 홀스타인 종으로 디디면 뿌리까지 망가지기 

때문에, 목초 생육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착유우의 평균 갱신 산차는 

6산인지만, 최대 14산 짜리도 있다고 한다. 

3.2 방목을 중심으로 한 저원가 생산

이 농가의 농지 면적은 약 86ha 이다. 딘 대표는 농지에 강 면적을 제외한 약 

76ha의 땅을 40개 구역의 방목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사진 2). 각 방목장

의 로테이션은 목초의 생육 상황으로 판단하여 실행하고 있다. 

목초는 다년생 라이그라스28)가 주를 이루며, 상황에 맞게 지표산파29) 외, 초지 

갱신을 9~10년에 한번 하고 있다. 농후사료30)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겨울철에

27) 홀스타인(Holstein). 네덜란드의 프리슬란트 지방 원산인 대표적 젖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흑색

반종, 영국에서는 프리지언(Friesian), 미국에서는 홀스타인 프리지언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에 분포

하여 주요 낙농국의 주력이 되고 있는 품종이며, 현재 외국에서는 홀스타인협회가 조직되어 계통적

으로 번식시키고 있다. 한국 젖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흑백 얼룩무늬가 특징이며, 주로 검은색은 

몸 윗부분에, 흰색은 몸 아랫부분에 많다. 윤곽이 선명하고, 비경(鼻鏡)이 넓으며, 강하고 뚜렷한 턱

을 가지고 있다. 눈은 크고, 이마는 넓다. 표준 몸무게는 암컷이 650㎏, 수컷이 1,000㎏이다. 가장 

대형인 품종으로 추위에 강하며, 성질이 온순하다. 젖소 중에서 우유 생산량이 가장 많고, 유용종 중 

비유량이 가장 높으며, 연평균 산유량은 각국의 개량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지율(乳脂率)은 약

간 낮아 평균 3.5%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28) 이 그라스(Rye Grass). 라이그라스는 크게 다년생인 페레니얼 라이그라스와 단년생인 이탈리안 라

이그라스로 나뉜다. 우리나라 국내에 수입되는 것은 페레니얼 라이그라스로서 주로 미국 태평양 연

안의 서북부(워싱턴주, 오레건주)가 주산지이며, 다른 초종보다 2주 정도 빨리 수확되며 8월 초부터 

우리나라에 공급되기 시작한다. 처음 국내에 소개된 화본과 짚이며, 초기 볏짚 대체품목으로 폭발적

인 인기를 얻었으나, 녹도가 톨페스큐에 비해 떨어지고 성상이 부드러워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라이 그라스의 특성으로는 조단백질 4~6%, 조섬유 33~37 %, TDN 51~54%이며, 조섬유가 성분상 

다른 풀들과 큰 차이가 없다. 기호성이 매우 좋아 비육우에게 적합한 사료이다. 타 초종에 비해 가

격이 저렴하여 경제성이 좋은 건초이다.(출처: 홍천축협 사료사업-조사료, http://hchanwoo.com/)

29) 지표산파(overseeding, 地表散播). 땅표면에 씨앗을 뿌려 파종하는 것.(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

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30) 농후사료(concentrated feed stuff, 濃厚飼料). 부피가 작고 섬유소가 적으며 가소화(可消化) 양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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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초와 목초 사일리지를 믹스한 것을 주고 있다. 

사료는 목초만 급여하기 때문에, 날씨에 의한 목초 생육상황에 원유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지만, 덴트옥수수(덴트콘31)) 등의 농후사료를 재배하려고 하면 농약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측면과 안전성 관점에서 농후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

다고 한다. 

2018년 겨울(7~9월)에는 천혜적으로 따뜻한 후 비가 내리는 기상조건 때문에 

목초 생육이 매우 좋아, 원유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진 3). 

사진 2　

40구획으로 분할된 방목지의 모형도

사진 3　

방목지 모습

뉴질랜드에서는 유제품 국제거래 가격 동향이 생산자 유가에 중요하게 반영되

는 요인이기 때문에, 낙농가 수익은 국제적인 수급에 의해 좌우된다. 때문에, 딘 

대표는 매년 변화하는 생산자 유가 하락과 급등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할 

많은 사료. 곡류･겨류･깻묵류가 이에 속한다. 이 사료는 가소화 성분은 많으나 그 성분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많으며, 성질도 각각 다른 것이 많으므로, 실제 사료를 배합할 때에는 여러 종류의 농

후사료를 배합하여야 한다. 농후사료는 주로 비육(肥肉)하는 가축과 젖･알 등을 생산하는 가축에게 

많이 쓰인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31) 덴트 콘(dent corn). 유전적 개량으로 수확량을 높인 옥수수 품종. 사료용이나 공업용 원료로서 세

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어사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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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현행 방목지 면적과 사육두수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

능한 저비용 경영을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뉴질랜드 낙농부문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제도는 없으며, 낙농가는 생산

자 유가가 낮을 때는 스스로 경영개선 노력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딘 대표

는 하루하루의 낙농경영에서 꾸준히 사료가격과 연료비, 전기 요금 등을 줄여 저

비용으로 생산하려 노력하고 있다. 

딘 대표와 같이 비교적 작은 가족경영형 낙농가는 예전에 비해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사육두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40% 정도가 사육두수 400두 이하의 낙

농가들이 사육하고 있어, 소규모 가족경영의 비중이 크다. 이러한 가족경영 낙농

가에게는 어떻게 사양 관리를 하여 저원가 생산을 이루어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

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또한, 생산자 유가가 불안정하고 농지가격이 상승하는 상

황에서 새로운 투자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듯한 모습이 느껴졌다. 

4. 뉴질랜드의 우유 및 유제품 최근 수급 동향

4.1 원유 생산량

뉴질랜드 낙농업협회(Dairy Companies Association of New Zealand, 

DCANZ32))에 따르면, 2019/20년도(6월~이듬해 5월) 생산분 중 2019년 12월의 

원유 생산량은 272만 2,00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하였다.(그림 6). 이

32) 뉴질랜드 낙농업협회(DCANZ)는 뉴질랜드와 국제적으로 정책 문제에 관한 뉴질랜드 낙농업 및 수출 

업체의 대표 기구이다. DCANZ 회원들의 관점은 중요한데, 회원들은 뉴질랜드 성장 스토리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유제품은 뉴질랜드 상품 수출의 3분의 1이며, DCANZ 회원들은 뉴질랜드에서 

가공된 우유의 약 98%를 차지한다. 회원들은 또한 100개 이상의 다른 시장에 공급하는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의 대부분을 대표한다. DCANZ의 사업은 가장 영양이 풍부한 음식 중 하나인 우유이다. 

뉴질랜드 농부들은 고품질의 안전한 우유를 생산하는데 있어 세계적인 선두 주자들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규제 체제 내에서 일하면서, DCANZ 회원들은 전 세계 소비자들과 고객들이 좋아하는 광범

위한 고품질 제품으로 그 우유를 변형하고 수출하고 있다. DCANZ의 목표는 뉴질랜드 내와 국제적

으로 뉴질랜드 낙농업 전반에 대한 최상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제품의 제조 

및 수출과 관련된 경쟁 이전의 정책 문제와 관련하여 업계 전반에 대한 회원들의 집단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도 포함된다. DCANZ에는 세가지 우선 순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뉴질랜드 유제품의 

시장 진출 기회 유지 및 증가 2) 뉴질랜드의 유제품 생산과 수출을 보장하는 것은 식품 안전과 생물

학적 안전을 위한 용도별 프레임워크에 의해 지원된다.

(출처: DCANZ 홈페이지: https://www.dcan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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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9년 12월 상순 목초 생육 현황이 불량하였다는 점이 한 요인으로 보인다. 

2019년 6~12월의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1,349만 5,000톤으

로 전년 동기를 밑돌았다. 이러한 수준은 2017/18년도 동기 대비로는 4.0% 증가

한 것이다.

그림 6. 원유 생산량 추이

2018/19년에는 뉴질랜드 남섬의 원유 생산량33) 비중이 44.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어리 뉴질랜드(DairyNZ34)) 등에 따르면, 2018/19년도(6월~이듬해 

5월)의 북섬과 남섬의 원유 생산 상황을 비교해 보면, 남섬의 원유 생산량의 비중

(유고형물 수량 기준)이 전년보다 0.5%포인트 오른 44.5%(그림 7)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최근 10년간 5.2%포인트 상승한 것이고, 최근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33) 원유 생산량은 뉴질랜드 유업협회(DCANZ)의 통계가 갱신되지 못하여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34) DairyNZ는 모든 뉴질랜드 낙농업자들을 대표하는 산업 단체이다. DairyNZ는 실질적인 농장장비 및 

시설, 연구, 자원, 지원 및 옹호에 투자하는 기관이다. DairyNZ는 유제품 농부들의 자금(levy)을 산업 

연구 개발, 낙농업 경력 증진 및 중앙 및 지방 정부를 가진 농부들을 옹호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

램에 투자하고 있다. 2018/19년, 총 6,780만 NZ달러가 유고형분 세금을 통해 수집되었고, DairyNZ

가 정부의 공동기금을 받아 기금이 형성되었다. 그 자금은 낙농업 전략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투자된다. DairyNZ의 작업은 지방정부를 가진 농부들을 장려하고, 낙농업에 종사하는 직업을 장려하

며 옹호하는 실질적인 농장 내 도구를 창조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취급한다.(출처: DairyNZ 홈페

이지: https://www.dairynz.co.nz/)



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4편)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환경의 변화와 TPP11 협정의 영향

221

지속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2018/19년도의 북섬과 남섬의 젖소 경산우 사육두수를 보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북섬에서는 1.0% 증가에 그치고, 남섬에서는 33.9% 증가하였다. 

2015/16년도 이후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젖소 경산우 사육두수가 대체로 보합세로 

추이하던 가운데, 남섬에서는 적기는 하지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

에 2018/19년도 뉴질랜드 남섬의 젖소 경산우 사육 두수 비중이 전년보다 0.7포인

트 상승한 41.6%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림 7. 북섬･남섬별 원유 생산량, 젖소 경산우 사육두수에서 점하는 비율 및 남섬･북섬 

사육두수

4.2 유제품 수출량

뉴질랜드에서는 2019년 12월 유제품 국제가격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분유가격 

하락이 주도하였다. 2019년 11월 이전의 분유 수출량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거의 3

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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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통계국(Statistics NZ35))에 따르면, 2019년 11월의 유제품 주요 4개 

품목의 수출량은 전지분유, 버터류 및 치즈가 전년 동월36)을 상회한 반면, 탈지분

유는 전년동월보다 떨어졌다. 역시 같은 자료(Statistics NZ) 업데이트 수치에 따

르면, 2019년 12월의 유제품 주요 4개 품목의 수출량의 경우에는 버터류가 전년 

동월을 넘었지만, 탈지분유나 전지분유 그리고 치즈는 전년 동월에 비해 떨어졌다

(표 8, 그림 8).

표 8. 유제품 수출량 추이

(단위: 톤)

품목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19년 7-12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탈지분유 52,330 48,036 8.2 178,691 1.4

전지분유 218,924 212,538 2.9 737,779 5.2

버터 류 42,872 51,004 19.1 209,440 2.1

치즈 35,058 33,957 3.1 159,323 1.4

주 1: 버터류는 버터오일 포함. 

    2: 제품중량 베이스

자료: NZ통계국.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수급동향 우유･유제품/NZ, 축산의 정보 2020년 2월호에서 재인용

35) 뉴질랜드의 경제, 인구, 사회 관련 통계 수집을 담당하는 뉴질랜드의 공공 서비스 부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StatsNZ는 censuses와 조사들을 생산한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통계학자, 수학자, 컴퓨

터 과학 전문가, 회계사, 경제학자, 인구 통계 학자, 사회학자, 사회 심리학자, 사회 심리학자, 마케

팅 담당자 등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정부 통계 전문가가 각각 관리하는 조직

적 하위 그룹은 7개이다. 이 기관의 권한, 의무, 책임의 많은 부분은 뉴질랜드 의회의 법에 의해 지

배된다. 이 기관은 1975년 통계법의 권한에 따라 운영되는 뉴질랜드의 국가 부문 조직이다. 뉴질랜

드 통계청(StatisticsNewZealand)은 통계 분류 및 표준을 개발하고 호주, 미국 및 캐나다와 같은 국

가와 협력한다. 이 표준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태평양 연안의 개발

도상국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태평양 섬 국가들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출

처: 뉴질랜드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stats.govt.nz/) 및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https://en.wikipedia.org/wiki/).

36) 여기에서 전년 동월이란 2018년 같은 달을 의미하는데, TPP11 발효일이 2018년 12월 30일이었기 

때문에 TPP11 전과 후의 비교라는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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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제품 수출량 및 전년동기 대비(증감률) 추이

2019년 11월, 전지분유는 전년 동월 대비 16.0% 늘어난 18만 7,789톤으로, 3개

월 연속 전년 동월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중국으로의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38.6% 증가한 것으로 4개월 연속 전년 동월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시장 점유율은 65.8%로 거의 3분의 2가 되었다. 또한, 2019/20년도 

7~11월의 중국으로의 수출량 점유율은 51.0%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였다.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전지분유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한 21만 2,538톤으로 4개월 만에 전년 동월을 밑돌았다. 이는 2018년 12월 수

출 비중이 큰 대중 수출량이 전년 동월보다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TPP11 전후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2019년에는 기상조건 악화로 원유가 감

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분유 수출이 증가하였는데, 전지분유 수출에 영향을 

주로 미친 국가는 중국이라는 점에서 TPP11 발효가 뉴질랜드 탈지분유 수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버터류는 2019년 9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낮게 유지되었지만, 

2019년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6.6% 늘어난 4만 6,259톤으로 2개월 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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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월을 넘어섰다. 전년 동월의 수출량이 적었던 점도 작용하였겠지만, 중국,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등이 전년 동월을 큰 폭으로 웃돌았던 요인도 

작용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9.1% 늘어난 5만 1,044톤으로 수출량이 3개

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등이 전년 동월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2019/20년도 7~12월을 합산하여 보면, 전

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20만 9,440톤으로 감소율이 급속히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PP11 전후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버터류 수출에 영향을 주로 미친 국

가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이 TPP11 협정 참가국가가 아니라는 점에

서, TPP11 발효가 뉴질랜드 버터류 수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치즈는 중국, 호주, 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2019년 11월 이들 국가로의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5.2% 늘어난 2만 9,914톤으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

월을 넘어섰다.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한 3만 3,957톤으로 5개월 만

에 다시 전년 동월을 밑돌았다. 이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2018년 12월 수입량이 큰 중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감소한데 기인한다. 

이를 TPP11 전후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치즈 수출에 영향을 주로 

미친 국가는 중국, 호주, 한국인데, 그중 호주는 TPP11 참가국이기도 하면서 뉴질

랜드와는 TPP11 외에도 다양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TPP11 발효가 뉴질랜드 치즈 수출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탈지분유는 말레이시아,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여, 2019년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1.4% 줄어든 4만 766톤으로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을 밑돌았다. 12

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8.2% 줄어든 4만 8,036톤을 기록,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

월을 밑돌았다. 이는 중국, 일본으로의 수출이 감소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

다.

TPP11 전후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탈지분유 수출에 영향을 주로 

미친 국가는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인데,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TPP11 참가국이

지만, 이들 나라로의 탈지분유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하면, TPP11 발효가 뉴질랜드 탈지분유 수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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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제품 가격

국제 유제품 가격은 그동안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하지만, 분유가격의 경우에는 

상당 폭으로 하락하였다. 2020년 4월 7일에 개최된 유제품 국제가격 지표로 꼽히

는 글로벌 데어리 트레이드(GD)에서 거래된 1톤당 평균 거래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9). 

바로 전에 GD가 개최되었을 때인 2020년 3월 17일과 비교하면, 주요 4개 품목 

중 전지분유와 버터류는 이전 가격을 넘어선 반면, 탈지분유와 치즈 가격은 떨어

졌다.

표 9. GDT 유제품 가격(2020년 4월 7일 개최)

(단위: 미국 달러/톤, 만 엔/톤, 만원/톤)

가격
전회비 증감률(%)

미국 달러 만 엔 만 원

탈지분유 2,514 27.5 310.1 -0.5

전지분유 2,820 30.8 347.8 0.8

버터 류 4,263 46.6 525.8 2.9

치즈 4,395 48.0 542.1 -0.1

주 1: 4월 7일 기준 미국 달러는 109엔=1,233원 적용. 원화 환산은 당시의 엔화 환율인 1엔=11원 적용

    2: 전회는 3월 17일 개최

자료: GDT. 

2020년 4월 21일에 개최된 GDT의 1톤당 평균 거래가격은, 이하와 같다(표 10 

및 그림 9). 전회 개최(4월 7일)때와 비교하면, 주요 4개 품목 중 치즈는 이전 가

격을 넘어선 반면,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치즈 가격은 떨어졌다.

표 10. GDT 유제품 가격(2020년 4월 21일 개최)

(단위: 미국 달러/톤, 만 엔/톤, 만원/톤)

가격
전회비 증감률(%)

미국 달러 만 엔 만 원

탈지분유 2,380 25.6 209.1 -5.3

전지분유 2,707 29.2 329.9 -4.0

버터 류 4,117 44.4 501.7 -3.4

치즈 4,480 48.3 546.0 1.9

주 1: 4월 21일 기준 미국 달러는 108엔=1,219원 적용. 원화 환산은 당시의 엔화 환율인 1엔=11원 적용

    2: 전회는 4월 7일 개최

자료: G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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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DT의 유제품가격 추이

2019년 7월 이후 전지분유 가격은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2020년 4월 

7일 가격은 전회(2020년 3월 17일)보다 0.8% 상승한 2,820미국 달러(30만 8,000

엔=3,478,000원)을 기록하였다. 4월 제2차 2020년 4월 21일 가격은 전회(2020년 

4월 7일)보다 4.0% 하락한 2,707미국 달러(29만 2,000엔=3,299,000원)을 기록

하였다. 

한편, 1월 21일에는 전회인 1월 7일 보다 2.6% 오른 1톤당 3,233 달러(35만 

6,000엔=3,916,000원)로 다시 조금 상승하였다. 전지분유 가격은 2019년 12월 제

1회 때인 12월 7일에는 3,331 미국 달러(36만 6,000엔=4,026,000원)로 2016년 

12월 이후 최고치였다. 2019년 12월 제2회 때인 12월 17일에는 상당한 폭으로 하

락하였지만,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4% 하락한 셈

이 되었다.

탈지분유는 2020년 4월 21일 제2차 GDT에서 지난 회인 4월 7일보다 5.3% 떨

어진 2,380미국 달러(25만 6,000엔=2,901,000원)로 전지분유와 마찬가지로 대폭 

하락하였다. 탈지분유 가격은 2019년 7월 이후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이전 개

최 시인 12월 3일에는 2014년 8월 이후 5년 4개월 만의 고가를 형성하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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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탈지분유 또한 전지분유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2020년 1월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 2020년 1월 21일 GDT에서는 지난번 1월 7

일보다 0.3% 오른 3,036미국 달러(33만 4,000엔=3,674,000원)으로 조금 더 상승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탈지분유 가격은 2019년 7월 이후 대체로 상승세에서 움직이

며, 2019년 12월 제1차(12월 7일)에는 3,068 미국 달러(33만 4,000엔=3,674,000

원)로 2014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9년 12월 제2차(12월 17일)에는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지만,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2020년 1월 21일에

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2% 하락한 셈이 되었다.

버터가격은 2019년 8월까지 하락 추세를 보인 뒤, 4,000~4,100미국 달러 대를 

유지해왔으나, 3회 연속 하락하여 2019년 12월 17일에는 전 회인 2019년 12월 3일

보다 2.4% 떨어진 3,886달러(43만 1,000엔=4,741,000원)로 2회 연속 4,000 미

국달러 선마저 무너졌다. 

2020년 들어 1월 21일 치즈가격은 지난번인 1월 7일보다 0.8% 오른 4,048미국 

달러(44만 5,000엔=4,895,000원)로 5회 연속 상승하며, 2020년 제1차 시점인 1

월 7일에는 2019년 5월 이후 4,000 미국 달러 대를 기록하였다. 4월 21일 GDT에

서는 지난번인 4월 7일보다 3.4% 하락한 4,117미국 달러(44만 4,000엔

=5,017,000원)를 기록하였다.

추세적으로 보면, 2019년 12월에는 4,000미국 달러 선마저 무너졌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다시 4,000달러대를 회복하였다. 

치즈가격은 2019년 11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고, 2020년 제1차 시점인 1월 7

일에는 2019년 5월 이후 4,000 미국 달러 대를 기록하였다. 2020년 4월 21일 치

즈가격은 지난번인 4월 7일보다 1.9% 오른 4,480미국 달러(48만 3,000엔

=5,460,000원)를 기록하였다.

유제품 품목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가격이 다소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TPP11 

협정 발효 이후 뉴질랜드나 호주를 비롯한 유제품 주요 수출국들의 해외 수요 확

대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2018년 대

부분의 유제품 국제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여 왔으나, 뉴질랜드나 호주의 기상 상

황 악화로 인한 공급 부족현상으로 인해 국제가격이 하락추세를 멈추고 유지 내지 

약간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배경에는 탈지분유 가격이 연도 후반부터 상승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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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 수 있다.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해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양국 모두 탈지분유 

재고가 소진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5. 향후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 전망 

5.1 원유 생산량 전망 

NZ의 원유 생산량은 젖소 사육두수 증가를 배경으로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19년도 원유 생산량을 2000/01년도와 비교해 보면 1.6배 정도

까지 증가하였다(그림 10). 그러나 2014/15년도를 피크로 감소 또는 거의 보합세

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젖소 사육두수 및 원유 생산량 추이

  주: 연도는 7월부터 다음해 6월

자료: Dairy NZ.

뉴질랜드의 생산자 단체인 DairyNZ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토지의 제약 및 환

경 문제로 더 이상 원유 생산량의 큰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뉴질랜드 인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가 증가하여 2019년 12월(잠정) 

시점에서 495만 명이었다. 이는 2000년 시점보다 11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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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뉴질랜드의 농업 용지가 도시화 진전 등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낙농경영, 육용우･양 경영, 원예작물, 삼림 등 다양한 산

업에서 경합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의 수익성 등에 따라 산업 간 전환되는 것도 드

물지 않다. 그동안은 낙농의 수익성 향상에 따라 육용우･양 경영 등에서 전환되어 

낙농용 농지를 확대시켜 왔지만, 앞으로는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하천 부근에서 

소 사육이 제한되거나, 도시화 진전에 따라 농지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낙농용 

농지를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각 낙농가에서의 소 사육 밀도가 높아져, 모든 소에 충분한 목초를 방목하

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육 밀도를 높이지도 못하고, 규모 확대도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때문에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1마리당 유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

다. 방목을 중심으로 한 저비용 생산을 목표로 뉴질랜드 낙농생산에서 비용을 들

여 곡물 등의 보조사료 급여를 증가시킨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있으며, 목초 

수확량도 날씨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1마리당 유량의 대폭 증가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2 마이코 플라스마 보비스37) 퇴치에 따른 원유 생산에 미치는 영향 

2018년 5월 NZ정부는 2017년 이후 유행한 마이코 플라스마 보비스 박멸을 목

표로, 감염 소가 발견된 농장의 모든 소를 도살 처분한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시점

인 2018년 10월 시점에서 감염이 확인된 것은 37개 농장 정도로, 이후 1~2년간 

190개 농장 약 13만 마리의 소를 도살 처분하게 될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원유 생산에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DairyNZ에 따르면, 감염이 확인된 37개 농장 중 낙농가는 14호 뿐이며, 만일 

감염이 확대되어 수만 마리의 젖소가 도살 처분되게 되더라도 원유 생산량에 미치

는 영향은 많아도 1% 정도일 것이며, 이는 날씨에 따른 원유 생산량 증감에 비하

37) 마이코 플라스마 보비스는 마이코 플라스마 감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의 일종으로, 소의 감염과 유방

염 폐렴, 관절염 등의 증세를 일으킨다. 통상적으로 열리는 배양검사에서는 마이코 플라스마 보비스 

세균을 검출할 수 없는 데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렵다고 한다. 소로부터 인간으로의 감염은 없

고, 감염된 소의 고기나 젖을 섭취하여도 인체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출처: 日本農畜産

業振興機構, ‘ニュージ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輸出動向-生乳生産拡大および乳製品輸出余力は限

定的-’, ｢畜産の情報｣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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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DairyNZ는 낙농업계가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는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 점

을 꼽았다. 첫째는 동물복지적 관점이다. 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동물복지에

서는 중요하다, 마이코 플라스마 보비스는 감염된 소에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소의 건강을 위협하는 병을 배제하는 동물복지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낙농가의 부담경감이다. 낙농가에서 태어난 암소는 후보우로 키울 수 

있지만, 어미 소가 마이코 플라스마 보비스에 감염되었다고 한다면 송아지에게도 

감염이 확대되면서 후보우의 충분한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 뉴질랜드에서는 젖소

를 생산자 간에 거래할 기회가 많지만, 거래한 소 중에 감염된 소가 있었을 경우, 

자신의 농장에도 감염이 확산되면서 수익성 저하를 초래한다. 때문에 마이코 플라

스마 보비스를 박멸한다는 것은 낙농가 간 젖소 거래가 원활하게 되고, 심리적･경

제적 부담 경감과도 연결된다고 한다. 

셋째, 경제적 관점이다. 단기적으로 마이코 플라스마 보비스를 잡기 위해 필요

한 경비와 마이코 플라스마 보비스를 박멸함으로써 낙농업계가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경제적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퇴치에 따른 장기적인 이익이 크게 

때문이다. 

또한 2018년 11월 2일 시점에서는 42호, 약 4만 5,000두의 소가 도살 처분되었

으며, 해당 농장을 포함하여 53개 농장에 가축 이동제한이 발령되었다.  

5.3 우유･유제품 수출 전망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은 현지 출장38) 시 뉴질랜드 현지 낙농 관계자에

게 우유･유제품 수출 전망에 관해 의견을 물어 본 바 있다. 그 중 많았던 의견은 

원유 생산량이 날씨에 의해 해마다 증감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유 생산량의 대폭 

증가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유･유제품 생산･수출의 큰 폭 증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각 유업회사는 일정량의 원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최대로 한다는 목적성에 의해 

한정된 원유를 활용하여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유제품 생산･수출을 증가시켜 나

가려고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육아용 조제분유, 치즈, 액상유 등의 생산이 증가하

고 있다고 한다.  

38) 2018년 10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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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과 동남아의 유제품 수요는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

에 대해서도 해당 유제품이 보다 수익이 창출되는 수출 상대국으로 수출을 목적으

로 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치즈 수요 증가로 폰테라 사는 

치즈 생산능력을 2018년부터 확대하고 있으며, 또 뉴질랜드 제2위 유업회사인 오

픈 컨트리 데어리 사39)도 2019년에 치즈 생산 능력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 회

사가 생산하는 치즈의 대부분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원유생산은 계절번식에 의해 8월에 개시되어 10월에 절정을 이루

며, 5월경까지는 점차 감소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집유량이 적은 시기에

는 수요에 대한 원유공급이 부족하여 우유업체들 사이 또는 유제품 품목 간 원유 

이용에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에 폰테라 사에서는 수익을 최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각 시장에서의 수요에 

관한 정보를 일원적으로 집약･관리하고, 집유한 원유를 어떤 제품으로 가공하고 

어떤 사용자에게 공급할지, 즉 프로덕트 믹스40) 최적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

다. 

또 향후에는 세계적으로 수요에 대한 공급이 한정되는 가운데, 장기적･안정적으

로 계약을 맺은 유저용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며, 장소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그때의 정세에 따라서는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폰테라 사는 호주, 남미, 중국, EU 등에도 농장이나 낙농농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낙농제품 수요 증가에 대해 뉴질랜드의 원유 생

산만으로 머물지 않고, 글로벌적인 시점에서 최적의 납품을 하기로 하였다.  

39) Open Country Dairy(주)는 견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프리미엄 전유물 수출국

이 된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유업체이다. 이 회사의 유제품은 양질의 음식과 음료 생산자들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질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출처: 오픈 컨트리 데어리 홈

페이지 http://www.opencountry.co.nz/)

40) 프로덕트 믹스(Product Mix):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각 제품의 배합방법을 말하며, 제품구성이라고

도 한다. 각 제품은 저마다 수명주기를 가졌으며, 대개 판매촉진활동으로 도입기에 들어가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를 맞게 된다. 생산되는 제품 가운데 쇠퇴기에 있는 제품은 대개 생산･판매를 

중지하고 신제품을 개발하여 제품구성을 짜게 되는데, 이것을 프로덕트 믹스라 할 수 있다.(출처: 네

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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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이제까지 뉴질랜드가 TPP11 협정 발효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 TPP11의 영향

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TPP11을 기점으로 뉴질랜드 낙농산업을 중심으로 교역조건 상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변화의 주된 포인트는 협약 참가국들의 우유 및 

유제품 수요확대이다. 

하지만, 분석 결과 TPP11 협정 발효가 뉴질랜드 낙농산업에 미친 영향은 아직 

크지 않으며, 가격 상승 내지 하락추세에서 보합 내지 상승 추세로의 전환에 작용

하였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시간이 더 지나면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환경 규

제나 도시화이 진전 등과 같은 조건들에 의해 생각만큼 큰 효과를 보기에는 제한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산되는 유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NZ에서는 TPP11 협정에 의한 새로운 시

장 접근을 획득할 수 있고, 관세 감축 및 철폐로 인한 경쟁력이나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반면, 원유 생산량의 대폭 증가는 예상하기 어렵고, 공급 여력은 한

정되어 있음을 보았다. 

또한 TPP11 협약 참가국 가운데 일본을 주요 유제품 수출 대상국으로 하고 있

는 호주마저도 국내 원유 생산 부진과 인구 증가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에 의해 뉴

질랜드에서의 유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뉴질랜드 역시 유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은 유제품 수입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경

쟁 관계에 있지만, 그러한 국가에서는 경제 발전에 따른 수요 증가･구매력 향상으

로 우리나라나 일본이 과연 일본이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물량 적시에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뉴질랜드에서는 지속 가능한 낙농을 실현하면서 가능한 한 유제품의 안정 공급

을 하겠다는 자세가 확인되었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 우유･유제품의 안정 공

급을 앞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국 국내에서 낙농 생산기반 유지･확대가 중요하

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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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번역가)*41)

▮Kazakhstan to impose the quotas for wheat and flour exports

카자흐스탄, 밀과 밀가루 수출쿼터제 도입 

카자흐스탄은 4월에 밀과 밀가루 수출 물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30일 카자흐스탄 장관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예비 정보에 따르면, 4월 수출제한 

물량은 총 밀 20만 톤과 밀가루 7만 톤이라고 한다.

당국은 제안서에 따라 물량을 수정할 예정이다. 향후 농업부는 카자흐스탄 곡물 

연합과 곡물 가공업자연합, NC Food Contract Corporation JSC, 지방정부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 때까지는 카자흐스탄의 밀 수출 물량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었다. 3월 22일부

터 카자흐스탄은 밀가루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였다. 

2019/20년의 첫 8개월(7월~2월) 동안 카자흐스탄은 이미 280만 톤의 밀과 98

만 8천 톤의 밀가루를 수출하였다(2020.3.30). 

▮Ukraine traders agree wheat export curb to protect bread prices

우크라이나 무역업자 빵 가격 보호를 위해 밀 수출 금지에 합의

우크라이나 최대 곡물 무역업자들은 국내 빵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2019/20 시

즌 내 밀 수출을 2,020만 톤으로 제한하는 경제부 제안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주

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는 수확량이 국내 소비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만,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국가들은 사료용 곡물의 수

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의 제빵 및 제분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빵 가격

을 유지하기 위하여 곡물 및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 sujung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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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제부는 밀 수출 화물을 통제하고 국내 시장에서 밀가루를 판매하며, 수

출용 밀의 최대 물량에 관해 상인들과 합의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올 시즌 들어 지금까지 약 1,800만 톤의 밀을 수출하였다. 우크라

이나곡물협회(UGA)는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시즌 마지막 분기인 4~6월에 수

출용 밀 220만 톤이 남았으며, 어떠한 식량 안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다고 밝혔

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19/20시즌 7~6월에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량이 20% 이상 증가한 4,540만 

톤에 달하였다. 그리고 경제부 전망에 따르면, 이번 시즌에는 5,200~5,500만 톤

의 곡물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한다(2020.3.30).

▮Russia proposes grain export quota of 7 million tonnes for 

April-June

러시아, 4~6월에 곡물 수출쿼터 7백만 톤으로 제안 

러시아 정부는 금요일(현지 시간) 국내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4-6월에 밀과 옥

수수, 보리, 호밀 등 7백만 톤의 곡물 수출쿼터를 제안하였다. 다른 곡물에 대해서

는 쿼터를 나누지는 않았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가 곡물 수출쿼터를 제안하기로 결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이 방해 

받고 있기 때문이다.

Platts Analytics의 곡물 분석가인 빅토리아 시니치나는 “즉각적인 영향으로 주

요 공급 업체 중 한곳인 러시아에서 이 같은 결정은 밀의 본선인도가격(FOB) 상승

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Maxigrain의 시장 분석가인 엘레나 네로바도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

다. 4~6월 곡물 7백만 톤 쿼터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오를 수 있다

고 전하였다.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 FSVPS)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시작된 마케팅 연도에 러시아는 3

월 17일 약 2,740만 톤의 밀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미 농무부(USDA)에서 제공한 

2019-20년 3,500만 톤의 추정치보다 낮다.

그리고 Platts Analytics는 2019-20년 러시아의 밀 수출량을 3,420만 톤, 옥수



FAO 곡물시장 뉴스

239

수는 540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마케팅 연도 시작부터 3월 17일까지 러시아의 옥

수수 수출량은 270만 톤이었다. 

러시아 농업부 장관은 제안된 조치들은 국내 시장에서 필요한 곡물 물량을 보장

하고, 주요 작물의 가격 급등과 밀가루, 시리얼, 제빵, 육류 및 유제품 산업의 최

종 제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 상승 역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3.30).

▮Bullish grain forecast for South Africa will help ‘tame’ food 

inflation

남아공, 낙관적인 곡물 전망에 따라 식품 가격 상승 완화에 도움될 

것으로 보여

작물예측위원회(Crop Estimate Committee, CEC)는 2020년 상업용 옥수수 수

확량 전망치를 1.7% 증가한 1,48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시작된 21일간의 국가 봉쇄(national lockdown) 조치 

직전에 작물 면적 추정치와 여름 작물의 2차 생산량 분석을 발표하였다. 국가 봉

쇄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발령

되었다.

옥수수 면적 추정치는 260만 헥타르 늘어났으며, 예상되는 수확량은 5.67t/ha

였고, 총 옥수수 수확량은 2019년보다 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CEC는 프리스테이트(Free State), 음푸말랑가(Mpumalanga), 노스 웨스트

(North West) 등 옥수수 주요 생산 지역에서 2020년에 작물의 83%가 생산될 것

으로 보인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흰색 옥수수 생산량은 약 8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

며, 노란색 옥수수 생산량은 630만 톤 미만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FNB Agri-Business의 선임 농업경제학자는 낙관적인 곡물 공급으로 식품 가

격 상승은 완화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전했다.

총 곡물 및 오일시드 바스킷을 살펴보면, 작물예측위원회는 총 생산량을 1,707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이전 전망치보다 1.8%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농업경제학자는 “지금까지 시즌은 잘 진행되어왔고, 모든 징후는 긍

정적으로 보이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GDP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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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좋은 발전일 뿐만 아니라, 낙관적인 공급 전망으로 식품 가격은 약세인 랜드

(Rand)화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식품 가격 상승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

하였다.

작물예측위원회에 따르면, 해바라기 생산량 추정치는 4.6% 가까이 상승한 73만 

톤이며, 대두 생산량은 127만 톤으로 2% 늘어났고, 땅콩 생산량은 3% 증가한 5만 

6천 톤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건조 대두 예상치는 7만 3천 톤 미만으로 변동 없고, 수수 생산량은 

1.7% 줄어든 13만 3천 톤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위원회는 4월 29일에 2020시즌의 세 번째 생산량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한편, 옥수수 시장은 계속해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남아공곡물협회

(Grain SA)는 월요일 오전 시장 보고서에서, 3월 27일 금요일 국내 옥수수 계약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장을 마감하였다고 밝혔다.

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3월 27일 흰 옥수수의 현물 가격은 R3 253/톤, 노란 옥

수수는 R2 690/톤을 기록하였다(2020.3.30).

▮Brazil deems truck stops ‘essential’ to keep grains flowing 

despite coronavirus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원활한 곡물 운송을 위하여 트럭 

정류장을 필수 서비스로 간주하고 유지 명령 내려 

브라질 농업부 장관은 금요일(현지 시간) 화물차 정류장, 주유소 및 고속도로 식

당들을 필수 서비스로 간주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

하고 화물 운송업체들이 국내외 시장으로 곡물과 사료, 육류를 계속 운송할 수 있

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주(州)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식품 생산과 

농산물의 슈퍼마켓과 항구로 운송을 방해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질병과 싸우기 위

해 엄격한 검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식품 생산국 중 하나로, 대두, 쇠고기, 커피 및 설탕의 최고 

수출국이다.

트럭 운전기사들은 곡물을 항구로 운송하기 위해 최대 2,000km(1,242마일)을 

커버하는 중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 전역에서 식당, 휴게소 및 자동차 수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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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브라질은 강력한 철도 시스템이 부족한 관계로 주로 화물 트럭에 의존하고 있

다. 그리고 브라질의 대표적 화물 운송 업체인 Sotran Logí stica는 3월에 곡물 

수요, 특히 대두 수요가 30% 증가하였으며, 4월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하였다.

업체의 공동 CEO인 찰리 코너는 2020년에 곡물 1,600만 톤을 트럭으로 운송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발생으로 화물 수

요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금요일 발표된 결정에 따라, 편의점과 고속도로 휴게소는 항구, 창고, 철도 및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필수 서비스로 간주된다.

이번 주 초, 브라질 농지의 심장부에 있는 적어도 두 개 지역은 식품 가공 업체

에 제한을 가하고, 농민들에게 중요한 시기에 브라질의 곡물 선적 능력을 위협하

는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지난주에는 여전히 이번 시즌에 수확해야 할 대두가 

30% 정도 남아있다. 한 지역은 후에 조치를 변경하였다.

Mattos Engelberg Advogados의 파트너인 프레데리코 파바초는 “농업부의 조

치는 브라질의 식량 생산과 수송을 잠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Rondonó polis와 

Canarana 같은 자치법규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테레자 크리스티나 브라질 농업부 장관은 목요일에 주 대표들과의 회의

에서 식량 공급망과 필수적인 서비스가 계속 열려 있도록 지방 정부에 촉구하였다

(2020.3.27).

▮Argentine grains port workers request exports be suspended 

due to pandemic

아르헨티나, 곡물 항구 노동자들 팬데믹으로 수출 중단 요청

아르헨티나 곡물 항구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목요일(현지 시간) 정부

에 수출을 중단한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세계 대두 가격에 압력을 가하고 채무 불

이행을 피하기 위해 나라의 주요 수입원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곡물의 품질을 검사하는 검사관들을 대표하는URGARA 

union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세계 1위의 대두박(soymeal) 가축 사료 

수출국이자 3위의 옥수수, 생대두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항구 활동을 중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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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URGARA의 파블로 팔라시오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

에서 “항구 내 모든 작업을 15일 동안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현재 건강 

비상 상태에서 대부분의 항만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서한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로부터 곡물 흐름이 중단되면 수입업자들은 브라질이나 미국과 같은 

경쟁 공급업자들에게 눈을 돌리면서 세계 상품 무역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아르

헨티나 팜파스 농장 벨트의 재배자들은 항구 폐쇄에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목요일(현지 시간)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502명, 사망자 수는 8명에 달하였다.

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하면서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

티나를 강타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시즌 농작물을 수확하기 시작하였고, 자금

난에 시달리는 정부는 이른바 지속 불가능한 부채인 1천억 달러 이상의 채무 불이

행을 피하기 위해 난항을 겪고 있는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옥수수와 대두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우리는 모든 예방

책을 강구하여야 하지만, 수출을 중단할 수는 없다. 당국이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

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농민은 “만약 정부가 모든 수출 선적을 멈춘다면, 대두 가격은 올라

가고 정부의 세금 징수는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면서 항

구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가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재배자들은 이번 시즌에 옥수수 5천만 톤과 대두 5천150만 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 가금류, 소는 전 세계 시장에서 아르헨티나산 대두

박을 사료로 하고, 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사용한다.

이번 주 초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파라나 강에 위치해 있는 대두박 

공장들은 평소 정상적인 생대두 공급량의 극히 일부만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십 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곡물 트럭이 관할 구역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

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해외 무역과 관련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예방적 격리 명령에서 면제된다는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결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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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occo doomed to poor wheat harvest, but still time for 

Algeria revival

모로코 밀 수확 전망치 좋지 못하지만, 알제리는 회복할 시간이 남아 

있어

북아프리카의 혼합 밀 수확 전망은 수입 전망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모로코는 

밀 수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튀니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기

대하고 있고, 알제리의 수확 전망치는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작황 감시/예측 시스템인 

MARS(Monitoring Agriculture with Remote Sensing, MARS)의 농업기상 부서

는 모로코의 경우 보리와 밀 작물은 기록적으로 가장 건조했던 12월에서 4월까지 

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12월 초 이래 누적 강수량은 100mm에 불과하여 1980-2020년 중 최저

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농업기상 부서는 모로코는 이번 시즌 상황은 좋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

우 낮은 수확량 혹은 농작물 실패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MARS 는 올해 모로코에서 연질 밀(soft wheat) 생산량은 헥타르당 1.57톤, 듀

럼 밀(durum wheat) 은 헥타르당 1.53톤으로 예상하였는데, 모두 5년 평균보다 

18% 낮은 수치였다. 

반면, 튀니지 동부에서 연질 밀 생산량은 헥타르당 1.52톤으로 평균보다 4.3% 

높을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듀럼 밀 결과는 헥타르당 1.94톤에 도달하면서 5년 평

균보다 6.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하순부터 2월 말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평년 수준을 30% 밑돌았지만, 

지난달 비가 다시 비가 내리면서 특히 밀 재배 지역에서 농작물이 되살아났다.

또한, MARS 는 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추산하였다. 하지만, 올해 튀니지에

서 보리 전망은 평균보다 6.0% 낮은 헥타르당 0.78톤으로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모로코와 튀니지 사이에 위치한 알제리에서는 모로코처럼 서부 지역의 농작물

은 가뭄에 시달렸다. 다만 북동부 지역의 작물 생장은 비 부족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전반적으로 작물의 생육 단계가 지연되었고, 바이오매스 축적(biomass accumulation)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244

은 평균보다 낮다. 아직 부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

고 수확 전망은 약화될 것이다. 

농업기상 부서는 보리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집계하였는데, 이는 올해 

평균 수확량을 약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결과에 따라 수확량은 헥

타르당 1.59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북아프리카 밀 생산량 전망은 세계 밀 교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MARS 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에서 소규모 국내 밀 생산량은 평균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알제리와 모로코도 일반적으로 상위 10위 안에 드는 밀 구매

국이다.

부서가 평가한 모로코 수확 전망은 모로코 수도에 위치한 미 농무부(USDA) 지

사와 일치한다. 2020-21년 밀 수입은 전년대비 30만 톤 늘어난 540만 톤으로 예

측하였다.

알제리의 경우, USDA 직원은 국내 생산량이 소폭 감소한 390만 톤임을 고려하

여 2020-21년 밀 수입량은 150만 톤에서 5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재고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그러나 USDA 직원은 MARS가 전망한 튀니지 밀 생산량보다 낮게 보면서 전년 

대비 90만 톤으로 1/4 감소하였다고 보았다.

비록 3월 초에 강우량이 기록되기는 하였지만, 작물 생장을 따라잡기에는 충분

하지 않다고 한 달 전 작성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결과적으로 튀니지의 밀과 보리 생산량은 평균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

다. 그리고 튀니지의 2020-21년 밀 수입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220만 톤으

로 집계하였다(2020.4.28).

▮Ukraine rivers drop to lowest level in 100 years, posing threat 

to agriculture

우크라이나, 100년만에 최저치로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농업에 위협

올해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자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긴 강인 

드니프로(Dnipro) 강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강 수위가 지난 10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건조한 가을과 겨울을 보내면서 전국의 수로, 강 수위가 내려가고, 토양 수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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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낮아지면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물 부족으로 생태계와 주요 농업 분야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미 관개 문제가 

복잡한 남부 항구도시 헤르손 지역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주요 식품 수출국이 되었으며, 국제 기구들은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으로 많은 나라에서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Agrobusiness Today 뉴스 에이전시의 4월 22일 자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州수자원청의 드니프로 강 하부 책임자는 “매우 건조한 겨울과 가을을 보냈는데, 

지금은 사실상 봄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겨울에 완전히 말라버린 흙을 적시기에

는 역부족”이라고 말하였다.

비정상적으로 따뜻하고 눈이 내리지 않는 겨울과 연초부터 비가 거의 내리지 않

으면서 강 수위가 내려갈 뿐만 아니라 드니프로 강변의 일부 저수지에서도 수위가 

매우 낮아졌다. 3월 말 키예프 저수지의 일일 최대 물 유입량은 평균보다 4배 낮았

다.

게다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수문기상 센터의 

웹사이트에서는 5월에도 유출수 형성에 불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

다. 드니프로 강 유역의 작은 강과 데스나(Desna) 강 북서쪽 유역이 가장 큰 위협

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 州수자원청의 하르키브(Kharkiv) 지부 팀장은 “비가 내리지 않으

면, 작은 강은 심지어 말라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문기상 센터의 예측 부서

는 3월 초 위협에 대하여 경고했다.

봄에 물새가 보이지 않는 것은 표류수(surface water)의 전반적인 감소, 생태학

적 상황의 악화 및 하천의 수질 저하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州수자원청은 전국에서 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 정부는 

농민들이 관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에 제한을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동

시에, 적절한 관개가 없다면 헤르손 지역은 사막화 위험이 있다고 한다. 현재 장기

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하천은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예상되지 않는

다고 전하였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경제부는 2020년 곡물 수확량 전망을 6천만 톤으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수분 부족과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농업부(Ministry of Development of Economy, 

Trade and Agriculture)는 2020년 우크라이나는 6천만 톤의 곡물과 대두류 농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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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전 추정치는 6천5백만에서 7천만 톤이었다. 

봄 농사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방해를 받았다. 4월 23일까지 현장 

작업은 목표 면적인 1,530만 헥타르 중 780만 헥타르 지역만 진행되었다

(2020.4.25).

▮South Africa – should we be worried about wheat supplies?

남아공, 밀 공급에 대해 우려해야 하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쌀 전량과 밀 요구량의 절반을 수입한다. 이전에 국가들이 

농산물 수출, 특히 쌀과 밀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고했었다.

세계 대형 공급 시장의 제약으로 앞서 언급한 상품들의 가격이 불가피하게 급격

히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남아공은 순수입국이다.

세계에는 쌀과 밀 공급량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흑해와 아시아 지역은 수출 

제한을 발표하였다. 미 농무부(USDA)는 2019/20년 세계 밀 생산량을 7억 6,400

만 톤으로 전년대비 4%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2019/20년 쌀 생산량

은 전년대비 1% 줄어든 4억 9,600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지난주 세계 7위의 밀 수출국인 루마니아는 밀 수출 금지 발표를 철회하

였다. 지난 5년 동안 루마니아의 밀 수출량은 평균 560만 톤이었다.

남아공에 대량의 밀을 직접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 완화는 수출 시장에 

전 세계 밀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국제곡물이사회

(International Grains Council)는 2019/20 시즌에는 수출용 밀이 이전 시즌보다 

5% 증가한 1억 7,600만 톤으로 예상하였다. 

밀 생산과 수출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밀 가격은 작년 이맘때보

다 다소 낮을 것으로 가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계 밀 가격은 2020년 4월 22일 톤당 US$238(US HRW)로 거래되어 전년대비 

13% 상승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부분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국가에서 발표한 수출 제한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루마니아에서 발표한 것과 비슷한 성명이나 혹은 주요 밀 생산 국가에서 밀 수

출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전 세계 밀 시장에서 시즌 동안 

공급 완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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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번 주 초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에서 널리 공유된 메시지로, 국제 시장

에서 과도한 식품 가격 변동성을 초래하고, 식량안보와 세계 인구의 영양에 위협

을 줄 수 있는 부당한 제한 조치를 경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남아공의 경우, 2019/20년 밀 수입량은 전년대비 33% 늘어난 180만 톤이 될 수 

있다. 이는 5년 평균 수입량보다 13% 늘어난 것이다. 2019년 말, 서부 케이프 일

부 지역의 악천후로 인해 국내 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17일, 남아공은 804,335톤의 밀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2019/20 시

즌에 수입하려던 양의 45%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주요 공급 지역은 독일, 리투아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이다. 앞으로 몇 주와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중단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수입국이 이미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주요 생산국의 무역 정책이 추

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많은 국가들이 G20 메시지를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

(2020.4.23).

▮Weather is still the wild card in global food supply

기상조건은 글로벌 식량 공급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의 식량 생산과 운송 

공급망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패닉 바잉(panic buying)보다 

더 통제하기 어려운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기상조건이다.

수확을 망치는 극심한 날씨 변화로 인해 국가들은 더 많은 보호주의적 식품 정

책을 시행할 수 있어, 글로벌 무역을 통해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밀과 다른 작물에 대한 접근 우려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들은 이

미 수출 제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지난 십 년간 볼 수 없었던 글로벌 식량 위

기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지금까지 수출 제한 조치는 소수 국가에서 단기적인 조치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다. 건조해진 날씨는 흑해와 아르헨티나, 유럽 전

역에 걸쳐 주요 작물 재배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일상적인 날씨 문제의 이면에는, 

지구 온난화가 식량 공급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극심

한 가뭄이나 집중 호우가 쏟아져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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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신흥 위험 연구 책임자인 

팀 벤튼은 “기후 변화는 이 모든 논의에서 말하기 불편한 진실일 것이다. 세계 어

딘가에서 혹독한 날씨가 발생해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쉽게 상상

할 수 있다. 다만 날씨가 좋아지길 기도하자”고 말했다.

지금은 곡물 공급이 풍부하고 누구도 수확 실패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러나 편안한 상태에서 심각한 상태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는 위협은 여전히 남

아있다.

이러한 우려는 밀 최대 생산지인 러시아에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올 한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한편 루마니아는 심

각한 가뭄으로 올해 풍작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들고 있다.

이웃국인 우크라이나는 저수지가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

와 유럽의 다른 곡물 생산 지역도 올해 가뭄에 직면해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건조한 날씨로 1989년 이후 파라나 강은 가장 낮은 수위를 보이면서 곡물 수출업

체들의 우려가 커졌다.

앞으로 3개월은 수분과 온도가 작물 생장에 중요한 시기로, 북반구의 밀 재배에 

중요한 시기이다. 보호주의 조치는 급상승하는 비용으로 전 세계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왔던 2008년과 2011년의 식량 가격 위기에 대한 기억을 다시 고조

시켰다. 몇몇 국가는 곡물 수출을 금지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

오늘날 밀 공급은 지난해 풍작 덕분에 여전히 풍부한 상황이다. 지난달 국제 곡

물위원회(International Grains Council)는 소비자들이 밀가루나 빵과 같은 주식

을 쌓아 둘 수 있지만, 패닉 바잉이 끝나도 세계는 여전히 거대한 밀 재고를 보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뉴마켓의 CRM AgriCommodities의 이사인 벤자민 보다트는 “세계 밀 재

고는 이번 시즌에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이 전 세계 

비축분의 절반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급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올해 가뭄은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립환경정보센터(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NCEI)에 따르면, 지난달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의 일부 지역은 온난화로 따듯한 

기록을 세웠다.

기온 상승은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의 거친 상황, 아마존과 호주의 산불 발생, 미

국 남부 지역의 기록적인 더위와 심각한 뇌우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단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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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2020.4.22).

▮China’s bumper grain harvest “highly probable” despite 

COVID-19

중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곡물 수확 많을 것으로 예측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목요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COVID-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풍부한 곡물 재고와 안정적인 농업 생산으로 

자급자족을 보장하여 2020년에 곡물 수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왕빈 소비촉진사(司) 부사장은 기자 회견에서 세계 주요 생산국에서 

식품 수출 금지로 야기된 식량 부족에 대한 국내 우려와 관련된 질문에, “중국은 

재고와 비축량이 풍부하고 곡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풍년이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다.

세계 최대 식품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6억 6,400

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6년째 풍작을 맞고 있다고 한다.

왕 부사장은 “지난해 말까지 중국은 2억 8천만 톤이 넘는 밀, 옥수수, 쌀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고, 평균 연간 곡물 소비량이 2억 톤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급

자족이 가능하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이 국내 곡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

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곡물 수입은 주로 대두와 같은 사료용 곡물이며, 중국이 수입하는 쌀과 

밀은 각각 국내 소비 총액의 1%, 2%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수입이 제로가 되어도 중국에서 곡물 공급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소비자들은 식량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을 우려할 필요가 없고, 식품을 대량으

로 구매하거나 집에 음식을 비축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하였다. 

쌀은 중국에서 주된 식량으로, 총 곡물 생산은 조생 쌀, 여름 작물 및 가을 생산

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옥수수와 중생종 및 만생종 쌀을 포함한 가을 곡

물 작물은 곡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업부 분석에 의하면, 올해 조생종 쌀 생산량 재배 수율 증가와 여름 곡물 풍

작, 가을 곡물의 계획적 구매 등으로 올해 곡물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추세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왕 부사장은 전국의 도소매 시장은 쌀, 밀가루, 식용유의 공급이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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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곡물 생산 및 가공 업체는 건실

한 발전으로 생산을 재개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생산 능력은 충분하다고 밝혔

다. 

COVID-19 팬데믹으로 많은 나라에서 곡물의 유출을 조절하기 시작하였다. 중

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은 코로나19 우려 속에 특정 유형의 식품 및 필수품의 수

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였다. 금지 품목에는 밀, 밀가루, 식용유, 쌀 등이 있다.

상무부는 일부 국가의 수출 금지는 주로 국내 식품 수요를 우선시하기 위한 조

치로, 대다수의 주요 식품 수출업체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

하였다. 

중국은 이미 안정적인 봄 농사를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3월 초에 봄

철 농사 준비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통제 조치에 관한 특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국내 농업 생산을 보장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가이

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모든 지방 수준의 지역은 작년에 등록된 파종 면적과 곡물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농민들이 풍작을 확보하도록 동기를 부여

하기 위해 쌀과 밀의 최저 구매가격과 같은 지원 정책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노

력할 것이다. 

농업정책은행인 중국농업발전은행은 3월 말 봄 농사를 지원하기 위해 226억 7

천만 위안(약 31억 9천만 달러)의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69억 2천만 위안은 종자, 

비료, 농기계, 농업과학기술 등 농업생산수단을 지원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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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이충식(국제엔지오, “WTIT-타지키스탄” 프로그램 담당자)*1)

1. 미국

▮ 2020년 1월

3월 중순(3월 8일~3월 14일), 남서부에서 북동부 지역으로 활동적인 폭풍이 이

동하면서 광범위한 강수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남캘리포니아와 사막 남서부 일부

에서 심하였다. 그러나 폭풍이 강해지기 시작한 주말까지는 상당량의 비와 눈이 

대부분 북캘리포니아를 비켜갔다. 

북서부에서는 주말 강수도 발달하여 더 차가운 공기가 급증하였다. 그 결과 북

서쪽 내륙 일부를 포함해서 로키 산맥과 고 평원의 북부 지역에 상당한 눈이 쌓였

다. 더 동쪽으로 남동부 평원에서부터 오하이오 계곡 아래쪽까지 폭우 기간 (지역

적으로 2~4 인치 또는 그 이상)이 있어서 봄 야외 작업 준비에 앞서서 축축한 조

건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중서부 위쪽 전역은 강수량이 더 약하였다. 

다른 곳을 보면, 딥 사우스는 전역에서 대체로 건조한 조건이 지속되어 재식활

동과 기타 봄 야외 작업에 유리하였다. 하지만 남텍사스에서부터 플로리다 반도까

지 다양한 정도로 발생한 건조로 인해 관개 수요가 상승하였고, 출현 중인 작물들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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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cs24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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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11), March. 17. 2020.

3월 중하순(3월 15일~3월 21일), 남동부 평원에서부터 오하이오 계곡까지의 지

역을 적시기 전에 폭풍들이 캘리포니아의 주요 유역 지역에 아주 필요하였던 강수

를 내려주었다. 태평양 북서부에서부터 로키 산맥 북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부 

지역에도 광범위한 강수가 내렸다. 

텍사스 중부와 동부에서부터 테네시와 오하이오 계곡 일부까지 내린 주간 총 강

수량은 2~4 인치 또는 그 이상이었다. 아이오와와 주변 지역에도 상당량의 강수

가 내렸는데, 콜로라도 북동부와 네브라스크 서부 일부에는 바람에 쓸려온 눈이 

덮였다. 반대로, 플로리다를 포함하여 남동부 아래쪽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관수 수요를 상승시키고 있었고, 표토의 수분을 더욱 줄이고 있었다. 

멕시코만 해안 중부 지역에서부터 남동부까지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0~15°F 정도 높았다. 한편, 차가운 공기가, 특히 주말에, 평원과 극서 전역을 가

로질러 자리 잡았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과 크레이트 베이슨 서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F 이상 낮았다. 몬태나와 노스 다코타에서는 주간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5~20°F 낮았다. 그러나 캔사스 북부와 서부처럼 먼 남쪽에서 주말 기온이 20°F 

이하로 내려간 것이 겨울 밀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낮은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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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12), March. 24. 2020.

3월 말(3월 22일~3월 28일), 지난 주 폭풍 전선으로 인해 중서부에 광범위하게 

비가 내렸고, 남부 내륙 전역은 여러 차례 발생한 교란으로 소나기성 날씨가 계속

되었다. 두 지역 모두 지역적으로 심한 뇌우가 발생하여 밭은 계속 젖어 있었으며, 

진흙 상태여서 야외 작업은 최소화되었다. 

아주 대조적으로 플로리다와 멕시코만을 따라 덥고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가

뭄이 더욱 발달하여 심화되었다. 주말까지 플로리다의 많은 지역 사회는 한 달 동

안 측정 가능한 비가 내리지 않은 채 기록적으로 건조한 3월 끝자락에서 있었다. 

게다가, 딥 사우스 전역의 주간 평균 온도는 평년보다 10~15°F 높았고, 남북 캐롤

리나처럼 먼 북쪽에서도 수치가 90도에 도달하였다. 

평원 남부에서 - 특히 3월 26일에 - 90°F 이상의 높은 기온이 관측되었다. 실

제로, 평원에서 동쪽으로 대부분의 지역을 평년 부근 또는 그 이상의 기온이 덮고 

있었고, 극서쪽은 평년보다 추운 조건이 우세하였다. 

캘리포니아와 그레이트 베이슨의 넓은 지역에서 주간 평균 수치는 평년보다 

5°F 이상 낮았다. 소나기성 날씨가 있었던 기간은 로키 산맥 북부와 중부, 그레이

트 베이슨 및 인터마운틴 웨스트를 포함하여 태평양 연안 주들의 일부에 영향을 

미쳤다. 시에라 네바다에서 설괴빙원이 전형적으로 최고치에 이르는 날짜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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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을 때 캘리포니아 수자원부는 설괴빙원이 평년의 절반을 겨우 넘는 평균 15인치

의 액체를 함유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밖으로, 바람과 함께 내린 눈이 중앙 고 평원의 일부를 잠깐 덮었고 (3월 27

일에), 북부의 레드 리버 밸리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눈이 녹는 계절로 자연스

럽게 진행되었다.

그림 3.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13), March. 31. 2020.

3월 말~4월 초순(3월 29일~4월 4일), 4월 1~3일부터 미국 북중부 지역에 늦철 

폭풍이 겨울철 강수를 몰고 와서, 북부의 레드 리버 계곡과 인근에 봄철 대홍수 발

생 가능성을 높였다. 노스다코타 동부와 미네소타 북서부에 걸쳐서 폭풍으로 발생

한 강설량은 6~16 인치에 이르렀다. 한편, 강수량이 많았던 개별 지역들은 뉴 잉

글랜드, 태평양 북서부, 텍사스 남중부에서부터 남부 중앙까지 뻗어 있는 한 지역

에 영향을 미쳤다. 

대서양 연안 폭풍으로 촉발된 북동부 강수는 거센 바람을 동반하였고, 주 후반

에 텍사스 남부에 내린 비는 지역 가뭄을 해소하였다. 대조적으로, 플로리다 남부, 

옥수수 벨트 동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남부, 남서부, 고 평원 중부와 남부를 포괄

하는 넓은 지역 전체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배하였다. 

플로리다에서 발달하고 있는 가뭄 때문에 관수 수요는 계속 높았고, 산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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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아졌다. 다른 곳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북서부와 평원의 큰 구역들

에 영향을 미쳤으며, 동부는 평년보다 따뜻한 조건이 지배하였다. 몬태나와 인근 

주들의 일부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5°F 낮았으며, 좀 더 아래에 있

는 남동부 전역은 평년보다 5°F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4.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14), April. 7. 2020.

▮ 2020년 4월

4월 초중순(4월 5일~4월 11일), 태평양 해안 근처에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던 폭

풍 전선이 남캘리포니아에서 며칠간 강한 강수를 일으킨 후, 주말에 최종적으로 

동쪽으로 우회하였다. 서늘한 날씨가 지속적인 흐림과 소나기를 동반하면서 남캘

리포니아의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5~10℉ 정도 낮았다. 

토요일 늦게까지 중부와 남부 평원을 가로질러 몇 차례의 강한 뇌우가 발생하였

고, 4월 12일에는 남부 전역에 훨씬 더 광범위하게 혹독한 날씨와 강한 비가 있을 

것이라는 전조가 있었다. 더 먼 북쪽은, 토요일에 로키 산맥과 평원의 북쪽 구역에 

혹독한 늦철 한파가 발생하였고 눈보라가 널리 퍼졌다; 다음 날은 중서부 위쪽 즉, 

네브라스카와 사우스다코타 남부에서부터 위스콘신의 많은 곳들과 미시간의 반도 

위쪽까지 널리 눈이 쌓였다. 나머지 지역은 일주일 중 많은 기간 동안 온화한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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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연하였다. 

실제로 고 평원의 중부와 남부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 정도 높았고, 남부

의 많은 곳들과 북서부 내륙의 일부는 평년보다 5℉ 이상 높았다. 4월 중순 한파에 

앞서 따뜻하였던 날씨 때문에 여름 작물들은 출현 중, 겨울밀은 출토기-출수기 

중, 과수는 개화기 중에 있어서 냉해에 잠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한랭한 공기가 처음으로 갑자기 밀어닥치기 시작하면서, 4

월 10~11일에는 남쪽으로 멀리 중부 대서양 주들의 중앙평원에까지 결빙이 발생

하였다. 남캘리포니아에 내린 강한 비와 눈 그리고 지난 주 북부와 남부에 내린 강

수를 제외하면 상당량이 대체로 옥수수 벨트 동부에서부터 북동부까지의 지역에 

한정되었다. 

뉴 잉글랜드 북부에 4월 9~10일에 얼마의 폭설이 쌓이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북동부에 내린 강수는 비의 형태로 내렸다. 중서부에서는 일부 생산자들이 파종을 

꺼렸는데 그 이유는 며칠 동안 날씨가 따뜻하고 건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수 포

켓이 떠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곧 다가올 더 추운 날씨 때문이었다. 

그림 5.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15), April. 14. 2020.

4월 중순(4월 12일~4월 18일), 4월 중순의 매서운 한파가 전국 대부분을 뒤덮

으며 평원과 중서부 전역의 주간 기온을 평년보다 10~20°F 낮게 유지하면서, 텍

사스 북부의 팬 핸들과 테네스 계곡까지 먼 남쪽으로 여러 차례 동결을 일으켰다. 

주말까지 생산자들은 알팔파를 포함해서 마디출토기-출수기 중에 있는 겨울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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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 중인 과수, 출토 중인 여름 작물 등, 다양한 농산물들에서 동상해 징후를 모

니터링하였다. 

한편, 콜로라도 북동부와 네브라스카 서부처럼 먼 남쪽의 고 평원에서 기온이 

10°F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평원, 중서부, 북동부 전역에는 4월 11~12일에 북부 

평원과 위쪽 중서부에 걸쳐서 큰 폭풍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눈이 쌓였다. 뒤이어 

4월 16~17일에 네브라스카에서부터 아래쪽 오대호 지역까지 폭풍이 불어와 줄무

늬처럼 폭설이 내렸다. 그 결과 대부분의 중서부에서는 차갑고 습한 토양 조건 때

문에 밭 작업이 거의 멈춰 있었다. 

더 남쪽으로 4월 12~13일에는 치명적으로 극심한 날씨가 남부를 강타하였다.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특징적으로 토네이도가 130개 이상 발발하였고, 그 결과 

토네이도와 관련된 30건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였다. 그런 악천후에 극심한 비 (지

역적으로 2~4인치 또는 그 이상)가 동반되어 급격한 홍수, 하천 상승, 야외 작업 

지연이 발생하였다. 

플로리다 전역과 멕시코 만의 연안을 따라서 가뭄 영향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다른 지역은 우회하였다. 기타 지역은, 서부의 내륙 구역을 가로질러 차가운 공기

가 자리 잡았는데 태평양 해안을 따라 그 근처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다. 여러 지역

에, 특히 로키 산맥 북부와 중부에 쌀쌀한 날씨와 함께 늦철 눈이 내렸다. 

그림 6.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16), April.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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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하순(4월 19일~4월 25일), 비와 지역적으로 심한 뇌우가 남부와 중서부 

아래쪽의 많은 곳에 쏟아져서 새로 재개된 야외 작업을 지체시키고 있었다. 루이지

애나 북부에서부터 조지아 중부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남부까지 가장 심한 비가, 지

역적으로 5인치 또는 그 이상 내려서 급작스러운 홍수와 강 수위 상승을 일으켰다. 

플로리다에는 유익한 소나기가 점점이 내렸으나 남부는 대체로 비켜갔다. 대조

적으로 평원의 북부와 남부 그리고 중서부 위쪽 전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서 옥수수와 콩의 파종 및 기타 봄 야외 작업이 가속화되었다. 

한편, 북서부에 산재적으로 내린 소나기가 지역적으로 표토의 수분을 증가시켰

으며, 한편 캘리포니아와 남서부에서는 아주 따뜻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빠른 

야외 작업 속도와 작물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몬테나 일부와 넓은 캘리포니아 구역

을 포함하여 태평양 연안 주들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F 높았다. 

더 먼 동쪽으로 플로리다에서는 이른 철 폭염이 계속되었고, 딥 사우스 나머지 

지역에 폭염이 다시 시작되었다. 플로리다 반도와 딥 사우스 텍사스 전역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F 높았다. 그러나 미시시피 계곡의 중부와 북부에서

부터 대서양 주들의 중부와 북부까지는 쌀쌀한 조건이 계속되었다. 오대호 지역에

서부터 북동부까지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F 낮아서, 오하이오,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처럼 먼 남쪽에 광범위한 동결이 발생하였다. 

그림 7.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17), April.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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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5월 초순(4월 26일~5월 2일), 느리게 움직이는 폭풍 전선이 옥수수 벨

트 동부 일부에 폭우를 내렸는데, 미시시피 강 서쪽의 중서부 지역 대부분에서는 

온화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 덕분에 옥수수와 콩의 파종을 계속 촉진하였다. 폭

우가 동부를 사실상 휩쓸었는데 1~3인치 정도의 강우 총량 수치는 중부와 북부 대

서양 주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가뭄 포켓이 계속되고 있는 플로리다 전역에서는 비가 국지적으로 내렸

다. 애팔래치아 중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 쌀쌀한 조건이 계속되었고, 

동부에는 비도 내려서 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F 낮은 상태가 계속되었다. 

한편, 남부 내륙에서 가장 습한 지역이 며칠 동안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이전에 지

체되었던 파종 작업이 진전될 수 있었다. 

다른 곳은, 태평양 북서부에서부터 평원 북부까지에 이르는 지역에는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렸는데,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에서부터 고 평원 남부까지는 아주 

덥고 (많은 곳들이 평년보다 10°F 높음)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였다. 북부는 소나기

가 내려서 일시적으로는 포장 작업이 늦춰졌지만, 겨울 밀과 봄-파종 작물들에게

는 대체로 유익하였다. 

그림 8.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18), May. 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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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5월 초순(5월 3일~5월 9일), 기록적인 늦철 돌발 추위가 중서부에서부터 북동

부까지 켄터키와 대서양 중부 연안 주들처럼, 먼 남쪽까지 광범위하게 결빙을 일

으키면서 수많은 작물들을 위협하였다. 이 추위에 취약한 농산물로는 지상으로 출

현한 옥수수와 콩, 마디형성기-출수기 중인 연질 적색계 (soft red) 겨울밀 품종, 

그리고 사과, 블루베리, 체리 및 복숭아와 같은 과수 작물들이 있다. 

한파가 절정이었던 5월 9일에, 20~25℉의 낮은 기온으로 북부와 동부 옥수수 

벨트가 영향을 받아, 아이오와에서 켄터키까지 이어지는 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결

빙이 발생하였다. 오대호 주변 주들의 많은 곳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

0℉ 이상 낮았는데, 북부와 중부 평원처럼 먼 서부와 테네시 계곡처럼 먼 남쪽으

로 뻗어 있는 아주 넓은 지역에서 측정된 평균 수치는 평년보다 최소 5℉ 낮았다. 

반대로, 태평양 연안에서부터 리오 그란데 계곡까지는 계속 따뜻하여 애리조나

와 캘리포니아 남부 구역들에서는 평년보다 10℉ 정도 기온을 올렸다. 중서부에 

일시적인 한파가 오기 전에 여러 지역에 상당량의 강수가 있었다. 

북부 평원과 오하이오 및 테네시 계곡 일부에서 주간 강우량은 2인치 이상이었

다. 또한 평원 남동부와 미시시피 계곡 저지대에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

기도 하였다. 북동부에는 나중에 진눈깨비로 내렸다. 대조적으로 캘리포니아, 그

레이트 베이슨, 남서부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였다. 

그림 9.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19), May.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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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지역은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면서 계절과 달리 추운 공기를 동반하였는

데, 플로리다를 비롯한 남동부 아래쪽은 건조한 상태가 우세하였다. 플로리다의 

‘빅사이프러스 국립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문피쉬 화재’는 27,000 에이커가 넘는 

초목을 태우면서 주에서 가장 크게 활동적인 들불이 되었다. 

5월 중순(5월 10일~5월 16일), 중부 지방의 일부에서 주중 후반기에 폭풍우가 

닥치면서 표토의 수분은 증가되었지만, 야외 작업은 늦춰지거나 중단되었고, 지역

적 홍수를 촉발하였다. 가장 심하게 내렸던 비 (2~4인치 또는 그 이상) 가운데 얼

마가 멕시코 만 서쪽 절반에서부터 중부 옥수수벨트까지 내렸다. 실제로 나라의 

북쪽 절반 전체에 비가 광범위하게 내렸다. 

하지만, 캐나다 국경을 따라서 그리고 캐나다 국경 근처, 특히 노스 다코타에서

부터 미시간 북부까지는 대체로 보다 가벼운 비가 내렸다. 한편, 플로리다 남부를 

제외하고 남서부나 남동부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5월 17일에 열대성 폭풍 

‘아더’가 될 저기압계가 플로리다 해협을 횡단하는 중에 플로리다 남부에 폭우와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한 주가 끝날 무렵 중서부, 특히 일리노이부터 미시간까지는 다양한 수준의 저

지대 홍수가 일어나고 있었다.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는 5월 14일에 역사상 최고로 

높은 수준의 폭우 파동이 있었다(3.53 인치; 이전에는 1981년 5월 29일 내렸던 

3.45 인치). 습한 날씨로 전환되는 동안 특이하였던 늦철 한파는 점차 완화되었다. 

그림 10.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20), Ma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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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향에도 불구하고 사우스/노스 다코타 주 그리고 오대호 위쪽 지역들에서

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F 낮았다. 딥사우스를 제외하고 평원들로부터 

동쪽 연안까지 뻗어 있는 훨씬 넓은 지역에서 평균 수치는 평년보다 5°F 이상 낮

았다. 그 이외에 서부에서는 평년 부근이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우세하였다. 

그레이트 베이슨, 태평양 북서부, 인터마운틴 웨스트 일부에서 주간 평균 수치는 

평년보다 최소 5°F 이상 높았다. 

2. 유럽

▮ 2020년 3월

3월 중순(3월 8일~3월 14일), 중부와 북부 유럽 전역에서 축축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 한편, 대륙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겨울 작물의 발달 속도

가 정상보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였다.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대서양 폭풍으로 대륙의 중부와 북부에는 또 한 차례 

10~50 mm의 비를 내렸고, 아일랜드, 영국,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더 강한 비 (50 

mm 이상)가 보고되었다. 

1차 밀과 유채 지역에 걸쳐 가뭄 우려는 없었으며, 프랑스에서 폴란드까지 60일 

평균 강수량은 평년 대비 100~250%였다. 지난 주에 유익한 소나기가 내린 이후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날씨는 다시 건조해졌는데, 영양 생장 중인 이 지역의 밀과 보

리에 대한 식생 건강 위성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른 철 전망은 이탈리아는 양호, 북

스페인은 우수로 나타났다. 

더 동쪽은, 발칸 반도 남부에 내린 중간 내지 폭우 (10~50 mm)가 영양 생장 중

인 밀과 유채에서 계속되던 수분 부족을 완화시켜주었으며, 발칸 반도 북부와 주

변은 맑은 하늘로 겨울 작물 발달을 촉진하였다. 유럽 대부분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C 높았으며 겨울 작물들은 평균보다 2~4주 앞서서 발달하고 있었

다. 

3월 중하순(3월 15일~3월 21일), 유럽 중부와 북부에 걸쳐서 알맞게 더 건조한 

날씨가 안착되었고, 한편으로는 대륙 대부분에서 계속되고 있는 온기가 작물의 발

달 속도를 평년보다 더 빠르게 유지하였다. 프랑스와 영국 남동부에서부터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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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발트해 국가들에까지 하늘이 다시 화창해진 것이 영양 생장 중인 겨울 작물들

에게 좋았으며, 포화된 밭을 말려주었다. 

지난 60일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주요 겨울 

작물 재배지 전역에 내린 강우가 평년의 200% 근처에 이르거나 도달하였기 때문

에, 강우가 잠시 멈춘 것이 야외 작업과 작물 발달을 위해서는 매우 좋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서부와 영국 남동부에서부터 폴란드 남부와 인근에까지 가

볍거나 중간 정도의 소나기 (1~15 mm)가 여전히 보고되었다. 아일랜드, 영국, 스

칸디나비아의 바람맞는 지역에서는 더 강한 비 (25 mm 이상)가 보고되었다. 

먼 남쪽으로 스페인에서는 아주 변동성이 높기는 하였지만, 광범위한 소나기 

(3~55 mm)가 영양 생장 중인 밀과 보리를 위해서 표토의 수분을 재충전해주었

고, 한편, 그리스에서부터 불가리아까지 중간-강한 비 (1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영양 생장 중인 겨울 작물들을 위해서 수분 공급량을 상승시켰다. 

대부분의 유럽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C 높아서 겨울 작물들은 평균보다 

2~4주 앞서서 발달하고 있었다. 특히, 서부와 남부 재배지에서는 밀이 마디형성

기에 들어가서 늦은 철에 올 수도 있는 극심한 추위 (-10°C 이하의 기온은 마디 

단계의 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에 취약할 것이다. 

3월 말(3월 22일~3월 28일), 기온이 급격히 더 추워지면서 최근에 평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였던 겨울 작물의 발달 추세가 늦어지거나 정지되기는 하였지만, 중

유럽과 북유럽 전역에는 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프랑스와 영국 남동부에서부터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까지 2주 연속 대체로 

날씨가 화창하였다. 최근에 기록적인 습윤이 멈추면서 계절 작업을 하기에 좋아졌

고, 포화된 토양은 마를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유럽 대륙 대부분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C 낮아져서, 12월 중순에 시작되어 계절을 벗어나 계속적으로 따뜻

하였던 기간이 끊어지게 되었다. 

현저하게 더 추운 날씨가 최근의 빠른 겨울 작물 성장 속도를 늦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일시적으로 한파가 있었지만, 밀과 유채는 평년보다 1~3주 앞

서서 영양기를 지나고 있었다. 기온이 서리 피해를 일으킬 정도로 낮지는 않았지

만 중유럽과 북유럽 거의 모든 곳에서 강한 결빙 (-8~-2°C)이 보고되었다. 

대조적으로 지중해 분지 전체에 걸쳐서 폭풍우성 날씨가 계속되었다. 스페인의 

주요 밀 보리 지역에 내린 소나기는 대체로 약하였지만 (5 mm 또는 그 미만), 나

라의 남동부 해안을 따라 지역적으로 심한 호우 (75 mm 정도)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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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중부와 남부에서부터 그리스와 발칸반도까지 중간-심한 비 (1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려서 꾸물거리던 단기 건조를 완화시켰지만, 강우

가 가장 심하였던 곳에서는 여름 작물의 재파종이 필요할 수 있다. 

3월 말~4월 초순(3월 29일~4월 4일), 중부와 북부 유럽 전역은 날씨가 건조하

고 시원하였던데 반하여, 남부의 재배 지역은 대조적으로 강우기에 있었다. 프랑

스와 영국에서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까지 3주 연속 하늘이 대체로 맑았다. 

최근에 매우 습했던 겨울철에서 벗어나면서 야외 작업을 하기에 좋아졌고, 이전에 

물에 잠겼던 토양은 마를 수 있었지만, 프랑스 중부와 남동부에서부터 폴란드 남

부와 주변 지역에 심한 단기 건조 (30일 강우량이 평년의 25% 미만)가 발생 하였

다. 

반대로, 스페인에서는 지중해 지역에 내린 중간-심한 폭우 (10~85 mm)로 영

양 생장 중인 겨울 곡물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상승시켰지만, 그리스에서는 늦

은 면화 파종을 방해하였다. 대륙 대부분에서 기온은 평년보다 1~4°C 낮아서 최

근에 빨랐던 겨울 작물 성장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 

이번 주 한파에도 불구하고, 특히 늦겨울 온난화가 가장 두드러졌던 동부 재배 

지역에서는 밀과 유채가 영양기를 지나서 여전히 평년보다 2주 앞서서 발달하고 

있었다. 또한, 유럽 북부와 동부의 많은 곳에서 2주 연속 심한 동결 (-9~-2°C)이 

보고되었지만 서리 피해를 입힐 정도로 기온이 낮지는 않았다. 

▮ 2020년 4월

4월 초중순(4월 5일~4월 11일), 중부와 북부 유럽 전역에 걸쳐 건조하고 더 따

뜻한 기상 조건이 계속되었던 반면, 최남단의 재배 지역에는 대조적으로 폭우 기

간들이 있었다. 대륙의 북쪽 2/3에 걸친 넓은 고기압 지역에는 화창한 날씨가 계

속되어 계절 야외 작업을 용이하게 하였지만, 단기 건조는 악화시키고 있었다. 

아주 습했던 겨울 이후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 동쪽으로 지난 30일 간의 강우 

총량은 평년 대비 겨우 10% 미만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지난 한 주 동안 같은 지

역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3~8°C 높아서, 평년 날씨보다 더 서늘했던 2~3주 

후에 밀과 유채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겨울철 작물들은 기후학적으로 더 따뜻한 서부와 남부 재배지역에서 초기 생식

기에 도달하거나 진행되고 있었지만, 북부와 북동부에서는 여전히 영양기에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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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있었다. 반면, 스페인 전역에는 적당한-강한 비가 생식기 밀과 보리를 위해서 

양호한-우수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고, 그리스에서는 지역적으로 내린 호우 

(3~33 mm)가 늦은 면화 파종을 방해하였다. 

4월 중순(4월 12일~4월 18일), 중유럽과 북유럽에는 격심한 단기 건조가 머물

렀는데, 일주일이 끝날 무렵에는 대륙의 서부 지역에 얼마의 소나기가 내렸다. 넓

은 지역에 걸쳐 있는 고기압으로 인해 유럽의 북쪽 3분의 2에는 하늘이 계속 맑아

서 계절 야외 작업에는 용이하였지만, 단기 건조는 악화되었다. 

매우 습한 겨울이 지난 이후, 봄 동안에는 강수량이 점점 더 적어졌다. 지난 30

일간 총강수량은 10 mm 미만이었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서 잉글랜드와 프랑스 서부에 가볍거나 보통 수준의 소나

기가 내려서 (대부분 1~10 mm, 지역적으로는 더 많이) 토양에 다양한 수준의 수

분을 공급하였다. 

지난 주 같은 지역의 많은 곳들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C 높았으나. 프

랑스 중부에서부터 독일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까지는 평년보다 최고 5°C 높았다. 

기후학적으로 더 따뜻한 서부 재배 지역 전역에서 이런 온기는 밀과 유채의 생장

을 촉진해서 생식 초기 단계로까지 자라게 하였으나, 북부와 북동부에서는 작물들

이 여전히 영양생장기에 머물러 있었다. 

대조적으로 스페인 전역에는 중간-강한 비가 내려서, 생식기 중의 밀와 보리를 

위해서 풍부한-넘치는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여름 작물의 파종과 기타 계절 

포장 작업 때문에 생산자들에게는 좀 더 건조한 날씨가 필요할 것 같다. 유럽의 남

동쪽 사분면에 걸쳐서 더 먼 동쪽에는 가벼운-적당한 소나기 (1~20 mm)가 내려

서 겨울 작물들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양호하게 유지해주었는데, 다뉴브 강 계

곡 중간 일부에는 강우가 보고되지 않았다. 

4월 중하순(4월 19일~4월 25일), 대륙의 남서부와 남부 일부에 비가 내렸던 것

과 대조적으로, 중부와 북부의 재배 지역에는 가뭄이 심화되었다. 넓은 지역에 걸

쳐 있는 고기압이 유럽의 북부 3분의 2에 화창한 날씨를 유지하여 계절 야외 작업

에는 좋았지만, 단기 가뭄은 악화시켰다. 

영국과 동프랑스에서부터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까지 봄 동안 강수량이 

점점 희박해졌으며, 건조 추세는 지난 주까지 (3 mm 이하) 계속되고 있었다. 지난 

30일 동안 겨울 밀과 유채의 주요 지역에 내린 총 강우량은 10 mm 미만이었으며, 

일부 지역에는 비가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268

더욱이, 위의 같은 경작지에서는 장기 건조가 지난 60일 동안 명백해졌다 (평년

의 50 % 미만). 독일에서 서쪽으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6°C 높아서 건조로 

인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고, 겨울 작물들은 수분에 민감한 생식기로 더욱 빠르

게 성장하였다. 건조는 또 남쪽으로 북부 이탈리아까지 확장되어 생식기 겨울 곡

물을 위한 토양 수분을 고갈시키고 여름 작물을 위한 관수 저장량을 제한하고 있

다. 

평년보다 최대 2°C 낮은 기온이 증발 속도와 작물 발달을 늦추어서 (밀과 유채

는 아직 영양기 중에 있음) 동유럽 전역에서 서늘한 조건이 건조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대로 지중해 지역 전체에서 중간-강한 소나기 

(5~65 mm)가 토양 수분을 계속 과다하게 젖은 상태로 유지하여, 스페인 생산자

들에게는 여름 작물 파종을 위해서 그리고 60일간 아주 축축한 날씨가 계속된 이

후에 (지역적으로 평년의 250 % 이상) 겨울 곡물의 품질을 보장하려면 더 건조한 

날씨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소나기 중에서 일부가 프랑스 서부에 내렸지만, 나라의 주요 밀 및 유채 지역

은 대부분 건조한 채로 있었다. 발칸 반도에서는 매우 다양한 조건들이 나타나서 

서부 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 (10~30 mm)가 내렸는가 하면 다뉴브 

강 계곡은 건조한 날씨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유럽 남동부 지역에서는 겨울 작물 

전망이 대체로 양호하였지만, 북쪽으로부터의 단기 건조 (30일 강우량이 평년의 

25 % 미만)로 잠식되고 있었다. 

4월 말~5월 초순(4월 26일~5월 2일), 비가 광범위하게 내리면서 봄 가뭄을 완

화해주어서, 중부 및 북부 유럽 전역에 영양기-생식기 겨울 작물들에게 수분을 적

시에 공급해주었다. 격심한 봄 건조기를 일으켰던 광범위한 고기압 지역이 약화되

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폭풍이 중부 및 북부 유럽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영국, 프랑스, 북이탈리아, 독일의 많은 곳에 내린 총 강우량 10~50 mm (지역

적으로 더 많음)의 비가 생식기에 있는 겨울 밀, 보리, 유채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

을 개선시켜주었다. 먼 동쪽에는 비가 다소 약하고 변덕스럽게 (5~35 mm) 내렸

지만, 폴란드에서부터 발칸반도까지에서 영양기(북부) 및 생식기(남부)의 겨울 곡

물과 유지작물에게는 여전히 유익하였다. 

그러나 어떤 지역들은, 특히 다뉴브 강 계곡 하류를 포함해서 독일 남동부에서

부터 폴란드 남중부까지는 5 mm 미만으로 보고되었다. 강우에도 불구하고 프랑

스 중부와 동부에서부터 폴란드와 발칸반도 북부까지 60일 강수 부족 (지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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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의 50 % 미만)이 현저하게 나타났고, 다뉴브 강 삼각주와 인근 지역에서도 비

슷한 건조를 볼 수 있었다. 겨울 작물들이 생식기를 지나고 있고 종실비대기에 들

어서고 있어서 상당한 수확량 감소를 막으려면 비가 추가로 곧 필요할 것이다. 

반대로, 스페인에서는 밀과 보리가 생식기 (북부) 및 종실비대기 (남부) 중에 있

어서 좀 더 건조한 조건이 유익하였다. 이베리아 반도의 수확량 전망은 겨울과 초

봄 중에 평년보다 많은 비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우수하다. 대부분의 유럽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C 높아서 겨울 작물의 발달 속도는 평년보다 빠른 속

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밀, 보리, 유채는 평균보다 1~2주 앞서서 생식기를 향해 

가거나 생식기를 지나고 있었다.

▮ 2020년 5월

5월 초순(5월 3일~5월 9일), 중유럽과 북유럽 일부에서는 추가로 내린 비가 봄 

가뭄을 완화하였고, 생식기 겨울 작물들을 위해서 적기에 수분을 공급하였다. 폴

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서부터 남쪽으로 발칸 지역으로 이탈 중인 폭풍 전선

이 대륙을 빠져나오기 전에 10~50 mm의 비를 내렸다. 

한편, 대서양 북동부에서 습기를 머금은 또 다른 폭풍이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스페인 북부에서부터 프랑스 중서부까지 10~25 mm의 비를 내렸는데, 이 폭풍은 

5월 11일 기준으로 중유럽의 많은 곳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중간-강한 소나기를 내

렸다. 이 두 개의 폭풍우가 봄가뭄을 상당히 해소해줌으로써 영양기 (북동부) - 생

식기 및 종실비대기 (서부, 중부 및 남동부) 중에 있는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안정화 또는 개선시켰다. 

하지만, 지난 주와 달리 비가 영국, 덴마크 및 독일의 작물 재배지를 지나치면서 

이 지역들에서는 건조 우려가 다시 재개되었다. 대륙 서부 전역에 걸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평년보다 2~6°C 이상) 작물들은 평년보다 빠르게 발달 속도를 

유지하면서, 겨울 밀과 유채는 지역적으로 평년보다 2주 이상 빠른 속도로 생식기

를 통과하고 있었다. 

반대로, 동유럽은 더 서늘한 날씨 (평년보다 최대 3°C 낮음)가 겨울 작물의 발

달을 늦추었는데, 이 덕분에 격심한 봄 건조로 영향을 받은 작물들은 최근의 수분 

개선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여유를 추가로 갖게 되었다. 

5월 중순(5월 10일~5월 16일), 추가로 내린 비는 봄 가뭄을 더욱 완화시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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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겨울 작물을 위해 적기에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폭

풍 전선 하나가 남서부 유럽에서부터 동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스페인에서부터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까지 넓은 구역에 10~7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의 비를 내었다. 

지난 주에 내린 비에 더하여 그 수분은 봄 가뭄을 완화시켰고, 생식기-종실비대

기 중에 있는 겨울 밀, 보리 및 유채의 수확 전망을 올려주었다. 전체적으로는 유

익한 강우가 내렸지만, 영국에서부터 독일 북서부까지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생

식기 중인 겨울 작물들에 대한 가뭄 우려가 다시 시작되었다. 위성으로 얻은 식생

의 건강 데이터는 영국에서 농작물들이 지역적으로 심각한 스트레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곳들의 60일 총 강수량은 평년의 10~25%에 불과하였다. 

한편, 발칸의 뜨겁고 건조한 조건들 (30~36°C)이 늦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

인 겨울 보리, 밀 및 유채에게 다소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지만, 지난 주에 지역적으

로 내렸던 호우가 작물에게 내열성을 부여해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대로, 북유

럽 대부분에서는 평년 이하의 온도 (평년보다 최대 4°C 이하)가 최근에 빨랐던 겨

울 작물의 발달 속도를 다소 늦추었다. 

3. 구소련(서부)

▮ 2020년 3월

3월 중순(3월 8일~3월 14일), 계절을 벗어난 따뜻함이 겨울 밀의 성장을 가속

화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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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에서 평년보다 최대 한 달 앞서서 분얼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고, 러시아 남서부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에서는 평년보다 거의 3주 

앞서 있었다. 일단 작물이 분얼기에 도달하게 되면 생식기 중 온도 감수성이 최고

로 상승하여 밀은 끝마름과 동해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 대부분의 주요 밀 지역에

서 지난 60일간 강수량이 평년 근처 또는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에 봄 성장에 필요

한 수분 공급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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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하순(3월 15일~3월 21일), 지역의 많은 곳들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 부근

이거나 높았지만, 급격한 추위가 겨울 밀의 발달을 늦추었다. 최근에 계속된 계절

을 벗어난 따뜻함으로 인해서 - 기록상 가장 따뜻하였던 겨울에 바싹 다가서서 - 

밀은 평균보다 2~3주 앞서서 마디형성기로 빠르게 발달하였다. 

심한 동결로 작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번 주 추위 

(-8~-2°C)가 빨랐던 발달 속도를 늦추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흑해에 인접

한 주요 겨울 밀 지역은 일주일 동안의 평균 기온이 평년 근처였고, 가장 동쪽에 

위치한 재배 지역 (대부분 봄 곡물)은 평년보다 최대 8°C 높았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단기 건조가 가장 두드러졌던 (30일 강우량이 지역적으로 평년의 

50% 미만) 흑해 연안 근처는 표토의 수분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평년 근처 또는 

평년을 웃도는 겨울 강수 때문에 수분 공급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3월 말(3월 22일~3월 28일), 주초의 쌀쌀한 날씨가 겨울 밀 발달을 늦추었던 

한편, 남부 재배 지역에서는 단기 건조가 증가하였다. 주 초중반 추운 날씨 (지역

의 남부는 -5~0°C, 북쪽 절반은 -13~-5°C)가 최근의 겨울 밀의 빠른 성장을 늦

췄다. 그러나, 밀은 동해를 입을 정도로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빠르게 반등하였다. 대부분이 주요 밀 지역에서 주간 

평균 수치는 평년보다 1~3°C 높았고, 동쪽에서는 평년보다 5°C 이상 높았다. 우

크라이나에서부터 러시아 중앙 서쪽까지 내린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비와 젖은 눈 

(1~15 mm 액체 등량, 동부는 지역적으로 더 많이)이 영양기 (남서부)의 겨울 밀에

게 녹화 (동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대조적으로 러시아 남서부 전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였는데, 남부 지

역의 남쪽 3분의 2에서는 30일 강수량이 평년의 25% 미만이었다. 크라스노다르 

크라이 (남부 지역의 남서부)의 겨울 밀의 발달 단계는 분열기를 지나 평균보다 2

주 앞서 진행되고 있어서, 작물이 4월말과 5월초에 생식기에 도달하면 수분 수요

가 증가할 것이다. 

3월 말~4월 초순(3월 29일~4월 4일), 맑은 하늘이 야외 작업에는 유리하였지

만 단기 건조는 악화시켰다. 이 기간 동안 비는 러시아 최북단 (1~15 mm)에 국한

되었으며 북 코카서스 지역 남부 (10~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에도 내렸지만, 

두 곳 모두 겨울 밀의 주요 지역은 아니다. 다르게 보면, 건조한 날씨가 봄 곡물 

파종과 다른 계절 작업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흑해 연안 중부에서부터 러시아의 남부 지역까지에서 30일 총 강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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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 대비 10% 이하에 불과하여 심한 단기 건조가 발달하였다. 크라스노다르 크라

이 (남부 지역의 남서쪽)에서는 겨울 밀이 분얼기를 지나 평균보다 2주 앞서 발달

하고 있었고, 4월 하순과 5월 초순에 생식기에 도달할 때 수분 수요가 증가할 것이

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러시아 남서부의 주요 밀 지역은 기온이 거의 평년 수준이

었고,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볼가 지역 (주요 봄 곡물 지역)은 평년보다 수치가 최

대 7°C 높았다. 

▮ 2020년 4월

4월 초중순(4월 5일~4월 11일), 흑해 근처의 주요 겨울 밀 지역은 선선한 날씨

로 인해 심해지고 있었던 단기 건조가 부분적으로 완화되었다. 몰도바와 서부 우

크라이나에서부터 러시아 남서부까지 건조한 날씨가 단기 가뭄을 악화시켰고, 영

양기의 겨울 밀을 위한 토양 수분을 더욱 줄였다. 현재까지의 지역 평균 봄 강우량 

(3월 1일 이후)은 러시아 남서부의 크라스노다르 크라이 (10 mm 미만 또는 평균의 

대략 10%)는 물론이고, 남부 및 동부 우크라이나 (20 mm 미만, 또는 평균의 대략 

35~40%)에서 지난 30년 동안 가장 낮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이었고, 러시아의 

남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3°C 낮아서 최근에 빨랐던 작물 발달 속도를 다소 

늦추고 있었다. 

이번 주는 날씨가 더 선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울 밀은 평년보다 1~2주 앞서

서 영양기를 지나고 있었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생식기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

다. 가뭄으로 인한 상당한 수확량 손실을 방지하려면 비가 곧 와야 한다. 

4월 중순(4월 12일~4월 18일), 흑해 지역에서 단기간 가뭄이 심했는데, 주가 끝

날 무렵에는 아주 필요했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몰도바와 서우크라이나에서

부터 러시아 남서부까지 건조한 날씨가 단기 가뭄을 악화시켰고, 영양기 겨울 밀

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더욱 줄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많은 주요 겨울 밀 지역에서 현재까지 (3월 1일 이후) 지

역의 평균 봄 강우량은 지난 30년 동안 가장 낮게 유지되었다 (지역적으로 평년의 

25 % 미만). 그러나 주말에 폭풍 전선이 발달하면서 모니터링 기간이 끝날 무렵에 

그 지역에 아주 필요했던 소나기를 몰고 와 비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1~11 mm). 

다가오는 몇 주 동안의 수분은 이번 계절의 겨울 밀 전망에 지극히 중요한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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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물들이 영양기 초기-중기에 있어서 적시에 비가 내리면 수확량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4월 중하순(4월 19일~4월 25일), 일부 남부 및 중부 재배 지역에서는 소나기와 

서늘한 기온으로 겨울 밀 전망이 개선되었으나, 서부와 남동부는 계속 건조하였

다. 폭풍이 흑해에서 북동쪽으로 불어와 우크라이나 남동부와 남서부의 남부 지역 

(10~20 mm)에서부터 볼가와 남동부 중앙 지역 (10~65 mm)까지 한 차례 적당한

-심한 비가 쏟아졌다. 더구나, 동일 재배 지역은 평년보다 기온이 최대 2°C 낮아

서 작물의 발달이 다소 느려졌다. 

습하고 서늘한 날씨는 최근의 건조를 완화하고 영양 후기에 있는 겨울 밀의 전

망을 개선해주어서, 특히 러시아 남서부에서는 때에 맞았다. 반대로, 몰도바와 우

크라이나 중부에서부터 벨로루시까지 건조한 조건 (2 mm 이하)이 계속되어서 영

양기 겨울 작물을 위한 토양 수분은 줄이고 있었지만, 여름 작물 파종과 기타 계절 

야외 작업은 독려하고 있었다. 이들 서부 재배 지역 전역에서 지난 60일간의 강우

량은 평년의 50% 미만이어서 겨울 작물 발달과 여름 작물 출현을 위해서는 수분이 

곧 필요하게 될 것이다. 

흑해의 동부 지역에서 북카프카즈와 인근 전역에 내린 가벼운 비 (5 mm 미만)

로는 밀이 생식기를 향해 가고 있어서 발달 중인 가뭄에 대한 우려를 거의 가라앉

혀 주지는 못하였다; 이 지역의 30일 강우량은 평년의 25% 이하로 기록되었고, 밀

은 현 추세대로라면 5월초에 출수기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4월 말~5월 초순(4월 26일~5월 2일), 서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는

데, 흑해 연안에 인접한 지역에는 한바탕 찾아온 극심한 봄 건조가 계속되었다. 천

천히 움직이는 한랭 전선이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의 중부와 북부에서부터 러시

아 북서부까지 10~55 mm의 비를 내렸다. 

영양기 및 생식기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겨울 밀, 보리, 유채에게는 이 수분이 

시기 적절하기는 하였지만, 작물들이 생식기를 지나고 있고 5월 후반에 종실비대

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확량을 더욱 안정화시키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할 것이

다. 

지난 주에 많은 소나기가 내린 후에 우크라이나 남부의 핵심 겨울 밀 지역과 러

시아 남서부는 날씨가 다시 건조해졌다. 뚜렷한 봄 가뭄 (60일 강우량이 평년 대

비 50 % 미만)으로 인한 수확량 손실을 방지하려면 추가 수분이 절실하게 필요하

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 흑해에서 북쪽으로 표류하는 폭풍 전선과 관련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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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뇌우 (10~20 mm)가 러시아 남서부의 카프카즈 산맥에 도착하였는데, 일주일

이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아주 필요했던 수분을 내려줄 전조로 보였다. 

▮ 2020년 5월

5월 초순(5월 3일~5월 9일), 이 지역에 아주 필요했던 비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생식기에 도달하고 있거나 지나고 있는 겨울 작물들을 위해서 시기적절한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느리게 움직이는 폭풍 전선이 10~25 mm의 강우를 광범위하게 내

렸는데, 남러시아 (북 카프카즈 지역)와, 우크라이나 북중부에서부터 중앙 지구의 

중부와 서부까지 내린 강수 총량은 이보다 더 많았다 (50 mm 이상). 이 수분은 우

크라이나와 남러시아에서 늦은 영양기 및 생식기 중에 있는 겨울 밀, 보리, 유채를 

위해서 매우 유익하였다. 

그러나 남우크라이나에서부터 러시아 남부 지구의 남쪽 부분까지에 걸쳐 있는 

가장 건조한 겨울 밀 지역에서는 주간 총강수량이 대체적으로 낮은 수치 (25 mm 

미만)를 보여서, 이 지역들에서 이번 봄의 격심한 건조 영향을 완전히 역전시키려

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할 것이다. 기온은, 서우크라이나는 평년보다 2~4°C 낮았고 

그 지역의 동쪽 3분의 1 지역은 평년보다 6°C 이상 높은 등 변화가 심하였다. 흑해

연안 근처에서는 겨울 작물들이 생식기에 있었지만 먼 내륙에서는 여전히 영양기

에 머물러 있었다. 

5월 중순(5월 10일~5월 16일), 옅지만 여전히 유익한 소나기 덕분에 봄 가뭄에

서 계속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흑해 연안에는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지난 주

에 아주 필요했던 비가 광범위하게 내린 후에 우크라이나 중부에서부터 남러시아

까지 산발적으로 내렸던 가볍거나 중간급의 소나기 (3~20 mm)는 영양기-생식기 

중에 있는 겨울 밀, 보리 및 유채를 위한 수분 공급을 더욱 개선하였다. 

그러나 흑해 연안에 인접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주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런 많은 주요 남부 겨울 밀 지역들에서 봄 가뭄 영향을 완전히 반

전시키려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것이다. 4월 중순 이후로 계속된 시원한 날씨

가 가뭄 영향을 다소 완화시키기는 하였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부터 러시

아의 남부 구역 (크로스노다르 크라이)의 남쪽 부분까지는 최근에 소나기가 내렸

음에도 불구하고 60일 강우량이 여전히 평년의 절반 이하에 머물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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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 2020년 3월

3월 중순(3월 8일~3월 14일), 북중국 평야에서 주초에 가볍게 내린 소나기 (10 

mm 미만)가 밀의 녹화에 유익하였던 한편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일관되게 강

우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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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중하순(3월 15일~3월 21일), 지난 주보다는 약하였지만 - 특히 양쯔 계곡

에서 - 중국 남부와 남동부에 소나기가 계속되었다. 양쯔 계곡에서 총 강우량은 

대체로 10 mm 미만이었고 가장 동쪽 구역에는 더 많은 양의 포켓들 (25~50 mm)

이 있었다. 단기 수분 조건은 평년보다 대략 10일 앞서서 생식기에 들어가고 있는 

유채에게 유리하였다. 

더 남쪽으로 가면 더 강한 소나기 (100 mm 이상)가 내려서 조생종 벼의 활착에 

도움이 되었는데 발달하고 있는 건조를 저지하려면 남동부 성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리면 좋을 것이다. 한편 북중국 평원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기온이 여름

처럼 높아서 (평년보다 7°C 이상) 빠른 속도로 발달 중인 영양기 밀을 위해서는 더 

많은 관개가 필요하였다. 

3월 말(3월 22일~3월 28일), 주 후반기 중에 중국 동부에 강한 소나기가 내렸

다. 황하에서부터 먼 남쪽까지 날씨가 습하였고, 대부분의 지역에 50 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영양기 밀, 생식기 유채, 조생종 벼 모두 토양 수분의 큰 상승으로 

혜택을 입었다. 

대조적으로, 북중국 평원 (산동 및 허베이)의 북부 지역은 건조한 채로 남아 있

어서 물 요구량을 충족시키려면 추가 관개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주 중반에 내

린 비로 날씨가 쌀쌀해지기 전까지는 작물 지역 전부에 전체적으로 여름 같은 따

뜻함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C 이상 높음)이 계속되었다. 계절을 벗어난 온기가 

지속되면서 밀과 유채의 발달 단계는 평년보다 14일 앞서게 되었다. 

3월 말~4월 초순(3월 29일~4월 4일), 주중에 동중국에 있는 밀과 유채를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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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많은 지역에 가벼운 비 (10 mm 미만)가 내렸고 계절에 알맞은 기온으로 작물

을 좋은 상태로 성장시켰다. 더 남쪽으로 가면 소나기 (50~150 mm)가 생식기로 

들어가는 조생종 벼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량을 상승시켰다. 전반적으로, 봄 수분 

조건은 관개가 필요한 북중국 평원 동부 지역 (산동, 안후이, 장수)을 제외하고 작

물들에게 적당하거나 풍부하였다. 

▮ 2020년 4월

4월 초중순(4월 5일~4월 11일), 주 후반 내내 동중국 전역에 소나기가 내렸다. 

황하와 양쯔 계곡 사이에 내린 강우 총량은 대체로 25 mm 미만이었지만, 생식기

에 있는 유채와 생식기에 근접한 밀에게는 여전히 유익하였다. 양쯔 강 남쪽은 더 

많은 양 (25~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이 내려서, 생식기 조생종 벼에게 수분 

공급을 양호하게 유지하였다. 또한, 동쪽 전역의 온도는 평년보다 약간 낮은 정도

로서 대체로 계절적이었다. 

4월 중순(4월 12일~4월 18일), 중국 동부 전역에 내린 가볍거나 지역적으로 심

한 소나기가 생식기 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지난 주 양쯔 계곡에 내린 소나기

는 생식기 유채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양호하게 유지하였다. 총 강수량은 계곡 

대부분에서 10~25 mm, 내륙 일부에서는 50 mm 이상으로 다양하였다. 북부 밀 

지역 (허베이와 주변)의 총 강수량은 비슷한 수치가 보고되었고, 북중국 평야의 나

머지 지역에서는 10 mm 미만으로 다소 적었다. 

한편, 남중국에서는 다소 건조한 날씨가 한 주 더 계속되었는데, 계절 수분 공급

량은 (3월 1일 이후) 생식기 초기 단계에 있는 벼 작물에게 여전히 적당하였다. 또

한 동부 재배 지역 전역의 기온은 평균보다 최대 3°C 이상 높아서 작물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4월 중하순(4월 19일~4월 25일), 지난 주 초반에 소나기가 지나가면서 양쯔강 

남쪽의 남중국의 넓은 구역에 걸쳐서 25 mm에서 거의 100 mm에 육박하는 비를 

내렸다. 이 수분은 생식기에 있는 조생종 벼 뿐만 아니라 후기 생식기에 있는 유채

에게도 유익하였다. 양쯔강 북쪽 지역에서는 초기 생식기 중에 있는 밀을 위해서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였다. 

한편, 북동부에서는 늦은 봄에 내린 한바탕의 눈과 얼음으로 인해서 옥수수와 

콩 파종을 앞둔 야외 작업을 지연시켰지만, 주말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쌓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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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빠르게 녹였다. 북동부와 남쪽에 생긴 포켓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거의 5°C 

낮았고 그 밖의 곳은 평년보다 3°C 정도 낮았다. 

4월 말~5월 초순(4월 26일~5월 2일), 일주일 동안 중국 동부에 강우가 보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건조한 날씨에 여름과 같은 폭염(평년보다 거의 5°C 이상 높

은 30°C 이상의 기온)이 겹쳐져서 유채와 조생종 벼의 성숙을 촉진하였다. 그러

나, 생식 후기에 있는 밀을 위해서는 더 많은 관개가 필요하였다. 한편, 북동부에

서는 옥수수와 콩의 파종이 시작되는 중에 내린 가벼운 소나기 (10 mm 미만)가 표

토의 수분을 상승시켰다.

▮ 2020년 5월

5월 초순(5월 3일~5월 9일), 일주일 동안 주기적인 소나기가 동중국의 한 넓은 

지역에 25~100 mm의 강우를 내렸다. 이 수분은 북동부의 옥수수와 콩을 비롯하

여 주로 최근에 심은 여름 작물들의 활착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성숙하기 시작

한 유채와 조생종 벼는 물론이고 종실 비대 중인 북중국 평원의 밀을 위해서라면 

더 건조한 조건이 더 좋았을 것이다. 또한 여름같은 더위 (30~40°C)가 주초에 보

고되었지만 이후 주중에 내린 소나기들로 인해서 보다 계절다운 기온이 돌아왔다. 

5월 중순(5월 10일~5월 16일), 주중에 폭우가 내리면서 강우량이 증가하면서 

습한 날씨 (25~100 mm)가 남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이 수분이 여름작물의 활착

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성숙 중인 조생종 벼와 유채에게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었

다. 먼 북쪽인 북중국 평원에는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종실비대 중인 밀의 발달

을 촉진하였다. 

한편, 북동부에서는 지나가는 소나기 (10~25 mm)가 최근에 심은 옥수수와 콩

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올려주었다. 그밖에 한반도와 일본에서는 벼 파종이 진

행 중에 있고 남북한에는 가볍거나 중간 수준의 소나기 (10~25 mm)가, 남일본에

는 폭우 (25~100 mm)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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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

▮ 2020년 3월

3월 중순(3월 8일~3월 14일),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 (5~25 mm)가 퀸슬랜드

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 수분 공급량을 더욱 늘려서 미성숙 면화와 수수에게 

잠재적 혜택을 주고 있었다. 많은 여름 작물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거나 성숙에 

다가가고 있었으나, 축축한 날씨 때문에 지역의 건조 작업이나 수확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였다. 

최근에 내린 비가 얄궂게도 주로 가뭄에 시달리며 재배기를 보냈던 성숙 중인 

몇몇 작물들의 품질을 상당히 떨어뜨렸을 수 있다. 축축한 날씨가 가뭄에 피해를 

입은 많은 여름 작물들에게는 시기가 맞지 않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겨울 작물 파종에 앞서서 토양 조건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는 

환영 받았다. 

대개 파종은 4월 중순부터 6월을 지나기까지 한다. 더 먼 남쪽, 뉴 사우스 웨일

즈의 중부와 남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여름 작물의 건조와 수확에 유리하였

다. 호주 동부 지역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3°C 낮았다. 

3월 중하순(3월 15일~3월 21일), 퀸슬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의 해안 구

역을 따라 산발적인 소나기 (5~25 mm, 지역적으로 거의 50 mm)가 내렸다. 그러

나 더 먼 내륙은 주요 면화 및 수수 생산 지역을 포함하여 밀 벨트에는 대체로 건

조한 날씨가 퍼졌다.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다 익은 면화와 수수의 건조 및 수확을 촉진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겨울 작물 파종에 앞서서 토양 수분 프로파일을 보충하고 넓은 

관점에서 가혹한 장기 가뭄에서 더욱 회복되려면 추가 강우가 환영받을 것이다. 

평년보다 더 시원한 날씨가 퀸슬랜드 남부를 덮었는데,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정상 부근의 기온 (평년의 1°C 이내)이 우세하였다. 

3월 말(3월 22일~3월 28일), 퀸슬랜드 남부에서는 국지성 소나기가 (지역적으

로 15 mm에 가깝게) 여름 작물의 성숙과 수확에 미친 영향이 최소였던 것으로 여

겨졌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성숙한 면화와 수수에게 도움이 되어 

수확을 기다리는 작물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면,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 (5~25 mm, 지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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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는 면화와 수수의 건조를 늦추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야외 작

업이 중단되었을 수 있다. 강우가 여름 작물을 성숙시키는데 좋지는 않았지만, 이 

소나기는 밀과 다른 겨울 작물의 파종에 앞서서 가뭄을 추가로 완화시켜주었다. 

호주 동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평년의 1°C 이내)이었다. 

3월 말~4월 초순(3월 29일~4월 4일), 호주 동부의 넓은 지역에 적시는 비 

(25~75 mm 이상)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밀과 기타 겨울 작물 파종에 앞서서 토양 

수분을 더욱 상승시키고 있었다. 그 비는 성숙 중인 면화와 수수에게 바람직하지 

않았고, 많은 지역에서 건조를 늦추고 수확을 방해하거나 중단시켰다. 성숙한 여

름 작물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은 이 지역이 가혹하고 

장기적인 가뭄에서 계속 회복하고 있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비를 맞이하였을 것

이다. 

겨울 작물 파종은 일반적으로 4월 중순에 시작해서 5월을 지나면서 추진력을 얻

는다. 반대로, 여름 작물 수확은 종종 5월 말이나 되어야 마무리 되기 시작한다. 

호주 동부 지역은 평균 기온이 평년의 2°C 내외였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섭씨 20

도대에 있었다. 

▮ 2020년 4월

4월 초중순(4월 5일~4월 11일), 퀸슬랜드 남부에 내린 국지적인 소나기 (지역적

으로 10 mm 부근) 때문에 지역에서 면화 및 수수 수확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

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어 지체없이 야외 작업

이 진행될 수 있었다. 반대로, 뉴 사우스 웨일스와 빅토리아의 많은 곳에 젖는 비 

(15~50 mm 또는 그 이상)가 계속 내려서 여름 작물 수확을 지체시키고 있었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작물들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

다.

이 비가 성숙한 여름 작물들에게는 좋지 않았지만, 이런 습한 날씨가 가뭄에 시

달렸던 동부 호주의 일부 지역을 추가로 해소해주었고, 곧이어 진행될 밀, 보리, 

캐놀라의 파종에 앞서서 토양의 상태를 양호하게 해주고 있었다. 

대개 파종은 밀 벨트 북부 일부에서는 4월 중순에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5월을 

지나면서 추진력을 얻는다. 호주 동부 지역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이거나 약

간 낮았고 (평년보다 최대 2°C 낮음), 최고 기온은 대체로 높은 섭씨 10도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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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20도대에 있었다. 

4월 중순(4월 12일~4월 18일), 아주 필요하였던 비가 3주간 내린 후에 퀸슬랜

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는 날씨가 다시 건조해졌다. 이 건조가 면화와 수

수의 건조 및 수확을 도왔고, 최 북단 재배 지역에는 이른 겨울 밀 파종이 시작하

였을 수 있다. 건조한 날씨가 야외 작업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가혹한 장기 가뭄에

서 그 지역이 더 회복하려면 젖는 비가 계속 쏟아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호주의 남동부와 서부를 덮었

다. 이 지역들에서는 대개 4월 중순에 밀, 보리, 캐놀라 파종이 시작된다. 최근 호

주 남동부에 내린 비는 토양 조건을 겨울 작물 파종에 적합하게 맞추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서호주에는 6주 동안 날씨가 비교적 건조하여 겨울 작물 파종에 앞서서 

표토의 수분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좋을 것이다. 밀 벨트 전체의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 (평년의 2°C 이내)이었다. 

4월 중하순(4월 19일~4월 25일), 농산물 생산이 대체로 제한적인 지역들에 내

린 국지적인 소나기 (지역적으로 거의 25 mm)를 제외하면 퀸슬랜드 남부 대부분

과 뉴 사우스 웨일즈의 많은 곳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였다. 이런 건조한 날

씨 덕분에 여름 작물 수확 및 겨울 작물 파종 등 야외 작업이 지체 없이 진행되었

다. 밀 벨트 내의 다른 곳에 산재적으로 내린 소나기 (5~1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빅토리아와 남호주에서 표토 수분량을 증가시켜서 겨울 곡물과 유채류의 

추가 파종을 독려하고 있는 것 같다. 

서호주에 있는 밀 벨트에는 비교적 건조한 날씨가 몇 주간 계속된 이후에 광범

위한 소나기 (5~1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렸다. 이 비는 토양 조건을 겨

울 작물 파종에 적합하게 맞추는데 도움이 되었고, 많은 지역에서 밀, 보리, 캐놀

라의 파종을 촉발시킨 것 같다. 밀 벨트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 또는 평년보다 

약간 높았고 (평년보다 최대 2°C 높음), 최고 기온은 대체로 섭씨 20도 대에 있었

다.

4월 말~5월 초순(4월 26일~5월 2일), 많은 비가 (15~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남호주, 빅토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의 토양 수분을 더욱 증가시켜서, 겨울 

작물 파종과 초기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주었다. 습한 날씨 때문에 포장 작

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 비가 결과적으로는 광범위한 밀, 보

리, 캐놀라 파종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였다. 

호주 남동부에서는 겨울 작물 파종이 이미 잘 진전되어서 보고에 따르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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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파종이 절반 가까이 끝났다고 한다. 밀 벨트의 다른 곳에서, 퀸슬랜드 

남부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면화와 수수의 수확에 도움이 되었지만, 겨울 밀

의 초기 발달은 늦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2020/21년 여름 작물 재배철 (보통은 9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에 앞서서 밀

의 발아와 출현을 촉진하고 관개 공급을 더 보충하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대

체로 건조한 날씨가 포장 작업을 촉진하였지만 광범위한 겨울 작물의 파종, 발아, 

출현을 촉진하려면 추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호주에서도 비는 환영 받을 

것이다. 호주의 남부와 서부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고 (평년 대비 최대 1°C 

낮음), 동호주에서는 평년에 가까웠다.

▮ 2020년 5월

5월 초순(5월 3일~5월 9일), 재배 계절을 비교적 건조하게 시작한 이후로 서호

주에는 광범위한 소나기 (2~25 mm)가 내렸다. 서쪽에서는 밀, 보리 및 캐놀라 파

종이 이미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최근에 내린 소나기가 최근에 심은 작물들의 발

달을 촉진하면서 주(州)에서 더 광범위하게 파종 작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 같

다. 

더 먼 동쪽은, 남호주와 서빅토리아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 (5~25 mm)가 겨

울 작물의 파종, 발아, 출현에 계속 도움이 되었다. 동빅토리아와 뉴 사우스 웨일

즈의 많은 곳에는 산발적인 소나기 (대체로 1~10 mm)가 보다 넓은 지역에 드문드

문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맑고 표토 수분이 대체로 적당해서 겨울 작

물의 추가 파종과 여름 작물의 수확은 물론이고 조생종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밀 벨트 내의 다른 곳 중에서 남퀸슬랜드에 있는 주요 작물 생산지에서는 건조

한 날씨가 우세하였다. 건조함이 면화와 수수의 수확을 중단없이 진행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겨울 밀의 발아와 출현은 늦췄다. 남퀸슬랜드와 뉴 사우스 웨일

즈 북부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C 낮았고 밀 벨트의 나머지 전역은 평

년 부근이었다. 

5월 중순(5월 10일~5월 16일), 뉴 사우스 웨일즈와 빅토리아 남부에 내린 국지

성 소나기 (5~1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호

주의 주요 작물 생산지를 뒤덮었다. 그 건조가 동부에서는 면화와 수수의 수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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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밀 벨트 전역에서는 캐놀라 파종을 촉진하였다. 

호주 남동부에서 나온 보고서들에 따르면, 겨울 곡류의 50% 이상이 파종되었는

데 어떤 지역들에서는 파종이 거의 끝났다고 한다. 남호주, 빅토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의 남부에서는 맑은 하늘과 적당한 토양 수분이 겨울 작물의 발아와 출현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계절초 겨울 작물의 발달을 장려하려면 서호주와 

퀸슬랜드 남부에는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호주의 남부와 동부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4°C 낮았고 서호주는 평년의 1°C 이내에 있었다. 

6. 아르헨티나

▮ 2020년 3월

3월 중순(3월 8일~3월 14일), 중앙 아르헨티나에서 이전에 건조하였던 곳들은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미성숙 옥수수와 콩들에게 아주 필요하였던 수분 상승

을 가져왔다. 가장 심한 비 (50~100 mm 이상)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서부와 라 

팜파 인근 지역에 집중되었다. 최소 10 mm가 넘는 총 강수량이 바깥쪽으로 부에

노스아이레스 남부로 연장되었고, 북쪽으로는 코르도바, 산타 페, 에트레 리오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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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였고, 최근의 여

름 온난화 추세를 유지하였다. 대체로 건조하고 평년 날씨보다 더운 날씨 (평균 기

온이 평년보다 6°C 이상 높았고 먼 북쪽에서 낮 최고 기온이 40°C에 도달)가 더 

먼 북쪽으로 많이 퍼졌지만, 면화 및 기타 여름 밭 작물들의 성숙을 재촉하고 있었

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3월 12일 기준으로 47% 수확되어 작년

보다 9% 줄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수확은 지난 재배기의 같은 시점의 21% 

대비 14% 완료되었다. 

3월 중하순(3월 15일~3월 21일), 심한 소나기가 주요 여름 생산 지역을 뒤덮어

서 나중에 심은 곡물과 유지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 상승을 가져왔다. 아르헨티나 

중부에는 10~50 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에서부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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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테스까지 가장 많은 양이 내렸다. 이 지역들에는 2월 하순 이후로 건조한 경

향을 보였던 이전에 건조하였던 엔트레 리오스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북 아르헨티나에서도 비슷한 양이 관찰되었지만, 그 수분은 성숙 중인 여름 작

물의 상태를 상당히 개선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아직 수확되지 못한 면화의 품질

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좀더 습한 패턴을 동반하면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부근 

또는 평년보다 낮았지만 다시 건조해진 주말에는 라 팜파처럼 먼 북쪽은 기온이 

다시 낮은-중간 섭씨 30도대에 도달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3월 19일 현재 해바라기는 56% 수확되어 작년 추세

보다 5 포인트 지체되고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29% 완료되었는데 작년 

같은 시점에서는 26%였다. 또한, 옥수수는 작년 9% 대비 11% 수확되었는데 더 북

쪽 생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진전이 있었다. 

3월 말(3월 22일~3월 28일), 아르헨티나의 서부와 남부의 농업 지역에 유익한 

비가 계속 내려서 나중에 심은 옥수수와 콩을 위한 조건이 더욱 개선되고 있었다. 

가장 심한 비 (50 mm 이상)가 차코와 포르모사의 서부 농업 지대 뿐만 아니라, 코

르도바 남부에 집중되었다. 수확이 진행 중에 있는 북동부 면화 벨트 (포르모사 동

부에서부터 산타 페 북부까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는 10~50 mm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지난 주 유익한 비가 내린 후에 북동부 (특히 차코와 코리엔테스)에는 

더 건조한 조건이 돌아왔다. 주요 농업 지역 전체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C 높았는데, 남쪽으로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전체적으로 낮 최고 기온

은 낮은-중간 섭씨 30도대에 도달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으로 해바라기는 72% 수확되어 작년보다 4 포인트 늦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54% 수확되었다. 또한 옥수수는 작년과 동일하게 15% 수

확되었고 면화는 작년 14% 대비 13% 수확되었다. 

3월 말~4월 초순(3월 29일~4월 4일), 많은 지역에 평년 이상으로 내린 강우가 

다가오는 겨울 재배기를 위한 장기 토양 수분 저장고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여름 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가장 

큰 비 (25~50mm 이상)가 남부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살타와 투쿠만에서부

터 동쪽으로 북쪽의 코리엔테스까지에 집중되었고, 대부분의 인근 지역에도 최소 

10 mm가 내렸다. 

코르도바 중부에서부터 동쪽으로 엔트레 리오스까지 뻗어 있는 지역은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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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가 가볍게 (10 mm 미만) 내렸다.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2°C 높았고, 

가장 습한 지역 일부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부근이었다. 낮 최고 기온은 낮

은-중간 섭씨 20도대에서부터 먼 북쪽에는 높은 30도대 사이에 있었고, 밤 최저 

기온은 대부분의 남부 농업 지대에서는 10°C 이하로 떨어졌으나 결빙은 기록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4월 2일 기준으로 82% 수확되어 작년보

다 2 포인트 늦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68% 완료

되었다. 또한, 옥수수는 19% 수확되어 작년과 동일하였고, 면화는 작년의 17%와 

비교하여 18% 수확되었다. 비슷하게 콩은 작년의 9% 대비 10% 수확되었다.

▮ 2020년 4월

4월 초중순(4월 5일~4월 11일),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부의 주요 농업 지역은 시

원하고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성숙 중인 여름 곡물들, 유지 작물들, 면화의 발달

에 유리하였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부분의 농업 지역은 완전히 건조

하였고, 먼 북동쪽 (미시오네스와, 북쪽으로 동파라과이까지 뻗어 있는 포르모사

와 코리엔테스의 동쪽 구역들)에만 제한적으로 상당량의 비가 (10 mm 이상)가 내

렸을 뿐이었다. 

한편,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4°C 낮았다. 따뜻하

였던 지난 주와 비교해서 반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낮 최고 기온은 며칠 동

안 중간-높은 섭씨 20도대에 이르렀고, 햇볕이 충분하여 늦은 작물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 4월 7일부터 시작해서 밤 시간 최저 기온은 산타 페와 같이 먼 북쪽은 며

칠 밤 동안 5°C 이하로 떨어졌는데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전통적으로 더 

선선한 지역에서는 최저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동결이 재배철에서 이 

시점에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설사 있었다고 하였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을 것이

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4월 8일 기준으로 작년 재배철의 속도

와 비슷하게 94% 수확되었다. 마찬가지로 옥수수는 24% 수확되었는데 작년과 같

은 수치였고, 면화는 작년의 25% 대비 24% 수확되었다. 콩은 작년의 20% 대비 

18% 수확되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야외 작업은 작년 속도보다 9 포인트 지

체되어 8%만 수확되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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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4월 12일~4월 18일), 아르헨티나 중부에 다시 소나기가 내려서 늦게 

성숙하는 여름 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을 증가시켰고, 다가오는 겨울 곡물 철을 

위해서 필요한 수분 저장량을 더욱 올려주었다. 라 팜파,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

고 코르도바, 산타 페, 엔트레 리오스에 있는 인근 지역의 많은 곳에 내린 강우 총

량은 5~45 mm 였다. 

그러나 먼 북쪽은 더 건조한 조건이 우세하여, 면화와 기타 여름 작물들의 수확

을 지지해주었다. 남서부의 주요 재배 지역 (라 팜파, 코르도바 남부, 부에노스아

이레스 남서부)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이상이었고, 먼 북쪽에서는 평년보다 

5°C 정도 낮았지만, 광범위한 동결은 보고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4월 16일 기준으로 해바라기는 98 % 수확되어 작년 추세와 같았다. 마찬가지로 면

화는 작년의 32% 대비 34% 수확되었다. 한편, 옥수수는 24% 수확되어 작년보다 

4 포인트 뒤떨어졌으며, 콩은 작년보다 4 포인트 앞서서 33% 수확되었다. 

4월 중하순(4월 19일~4월 25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계속된 소나기 덕분

에 겨울 곡물 철을 위한 수분을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해주었다. 대부분의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최소 10 mm였고 주의 북동부 지역 대표단들은 보고한 수치

는 25~50 mm 였다. 그 밖의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넓은 북아르헨

티나 지역은 완전 건조를 기록하였다. 평년보다 더 따뜻한 날씨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C 높음)가 대체적인 건조를 수반하여 야간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

어지지 않는 중에 여름 작물의 빠른 수확을 지지해주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4월 23일 기준으로 해바라기 수확은 거의 완료되었

다 (99%). 한편, 옥수수는 32% 수확되어 작년보다 5 포인트 뒤떨어졌고, 대두는 

49 % 수확되어 작년보다 6 포인트 앞섰다. 면화는 작년의 33% 대비 45% 수확되

었다. 

4월 말~5월 초순(4월 26일~5월 2일), 상당량의 늦철 강우가 겨울 곡물들의 발

아와 활착에 필요한 수분 보유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서부터 북쪽으로 엔트레 리오스와 산타 페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에 가장 심

한 소나기 (50mm에서 100 mm 이상의 주간 총량)가 집중되었다. 중앙 아르헨티

나에서 대부분의 다른 주요 농업 지역은 최소 25 mm를 기록하였다. 

더 먼 북쪽에 다소 가벼운 비 (10~25 mm 또는 그 이상)가 내렸지만, 주요 농경

지의 먼 서쪽과 동쪽의 가장자리에는 몇 개의 건조 포켓들이 머물러 있었다. 비가 

이 지역을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주초에는 대체로 따뜻한 조건들 (주간 평균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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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년보다 2~5°C 높은)이 우세하였는데, 낮 최고 기온이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

이레스의 높은 섭씨 20도대에서부터 그리고 먼 북쪽의 높은 30도 대까지의 범위

에 있었다. 더 서늘한 날씨 (지점에 따라서는 낮 최고 기온이 10대로 떨어짐)가 이

어졌지만 광범위한 동결은 보고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옥수수는 35% 수확되어 작년보

다 7 포인트 뒤쳐져 있었고, 콩은 63% 수확되어 작년보다 10 포인트 앞섰다. 면화

는 작년의 35% 대비 53% 수확되었다. 

▮ 2020년 5월

5월 초순(5월 3일~5월 9일), 지난 주에 지역적으로 폭우가 내린 뒤에 날씨가 보

다 건조해지면서 가을 야외 작업 조건이 개선되었다. 라 팜파와 부에노 아이레스 

중앙에서부터 북쪽으로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를 지나기까지 - 파라나 강 계곡 아

래쪽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와 인근)에 인접한, 많은 수확량을 내는 농지를 포함

하여 - 내린 비는 대체로 매우 산발적이면서 가벼웠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5 mm 

이하). 

북동부 (엔트레 리오스에서부터 파라과이 동부까지) 일부를 비롯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동부의 핵심 겨울 곡물 지역에는 다시 더 강한 비 (10 mm 이상)가 내

려서 야외 작업이 멈춘 것 같다. 낮 최고 기온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낮은 섭씨 

20도 대부터 포르모사와 주변은 30도 대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밤 최저 기온은 지

역의 많은 곳에서 5°C 아래로 떨어졌는데 광범위한 결빙은 보고되지는 않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5월 7일 기준으로 옥수수는 40% 수확되어 작년 속

도와 비교해서 6 포인트 뒤쳐졌고, 대두는 73% 수확되어 작년 속도보다 11 포인트 

앞섰다. 면화는 작년의 38% 대비 58% 수확되었다. 

5월 중순(5월 10일~5월 16일), 건조하고 맑은 날씨는 겨울 곡물의 조기 파종 및 

여름작물들의 빠른 성숙과 수확을 촉진하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부와 북동

부 일부 지역에 가벼운 비 (대체로 10 mm 미만)가 내리는 강우 포켓들이 관측되었

지만,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구들이 완전히 건조하였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

다 최대 2°C 높았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중간 20도 대

부터 가장 따뜻한 날에 먼 북쪽은 낮거나 중간 30도 대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하지

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전통적으로 보다 추운 곳들에서는 동결이 기록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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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추운 조건이 우세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5월 14일 현재, 옥수수 수확량은 46%로 작년 속도

보다 3 포인트 뒤쳐져 있었으나, 콩은 83% 수확되어 작년 속도보다 10 포인트 앞

섰다. 면화는 작년의 45%에 비해 6 %가 수확되었다. 

7. 브라질

▮ 2020년 3월

3월 중순(3월 8일~3월 14일), 브라질 남부의 상당 부분에서 계절을 벗어난 따

뜻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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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최고 기온이 여러 장소에서 며칠 동안 중간-높은 30도대 (섭씨)에 도

달하여 영양생장 중인 옥수수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

면, 1차 작물 옥수수와 콩의 수확이 3월 9일 기준으로 각각 57%, 68% 완결되었다. 

또한, 2차 작물 옥수수는 84% 파종되었고, 대체로 영양생장기에 있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옥수수가 3월 12일 기준으로 57% 수확되었고, 작물의 

나머지는 종실비대기와 성숙기 사이에 있었다. 한편, 콩은 8% 수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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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중하순(3월 15일~3월 21일), 건조 포켓들이 남기는 하였지만 소나기가 브

라질 남부에서 건조를 다소 해소해주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과 ‘상 파울로’에서

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비가 매우 높은 변이를 가지고 

내려서, 일부 지역은 25 mm 이상을 기록하였다. 첫 번째 재배 옥수수와 콩의 건

조와 수확에는 유리하지만 두 번째 작물 옥수수가 생식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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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지역 전체적으로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3월 16일 기준으로 첫 작물 옥수수와 콩의 수확은, 다소 

늦게 심은 작물들이 여전히 종실 비대 중이지만, 각각 67% 및 75% 수확되었다. 또

한, 2차 작물 옥수수가 3% 개화되어 다시 비가 내려야 할 필요가 강조되었다. 리

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3월 19일 기준으로 옥수수는 63% 수확되었고, 작물의 나머

지의 대부분이 종실비대기-성숙기 사이에 있었다. 한편, 콩은 18% 수확되었고, 

작물의 많은 비율 (36%)이 여전히 개화기-종실비대기에 있었다. 

비슷하게 먼 북부는 소나기가 가변적이었고, 내륙 북동부는 가장 일관되게 비가 

집중해서 내렸다 (25 mm 이상). 이 지역들은 2차 작물 면화뿐만 아니라 2차 작물 

옥수수를 위해서 대개 4월 중순부터 5월초까지의 우기가 끝나기 전에 추가 수분이 

필요하기도 하다.

3월 말(3월 22일~3월 28일), 브라질 남부는 계절을 벗어나 건조하고, 종종 따

뜻한 날씨가 우세하여, 여전히 수분이 필요한 2차 옥수수와 기타 여름 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 보유량을 줄이고 있었다. 마토 그로소와 상 파울로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 전체에 사실상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낮 최고 기온이 낮은 

섭씨 30도대여서 앞서 언급한 많은 지역들에서 수분 손실을 악화시켰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3월 23일 기준으로 1차 작물 옥수수와 콩의 수확은 각각 

76% 및 85%에 도달하였고, 작물의 남은 부분은 대부분 성숙 중이었다. 또한 2차 

작물 옥수수는 6%가 개화-종실비대기 중에 있어서 비가 다소 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3월 26일 기준으로 옥수수가 63% 수확되었

고, 남은 작물의 대부분은 종실비대기-성숙기 범위 안에 있었다. 또한 콩은 39%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20% 미만이 여전히 개화기-종실비대기에 있었다. 

한편, 북부 전역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려서 (5 mm에서 지역적으로 50 mm 

이상), 미성숙한 2차 작물 옥수수와 면화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약간의 건조 포켓

이 남아 있었다. 마란하오에서부터 남쪽으로 고이아스와 미나스 게라이스 서부 전

체에 비가 가장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25~50 mm 또는 그 이상), 마토 그로소에

는 비가 고르게 내리지 않았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대 중반에 도달하여 대체로 

영양기에 있는 작물들은 높은 수분 요구량을 유지하였다. 

3월 말~4월 초순(3월 29일~4월 4일),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계절에 맞지 않

게 약하게 내려서 건조 문제를 제한적이고 국지적으로만 해소하였다. 브라질 남부 

(마토 그로소 도 술과 상 파울로 남부) 전역에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강우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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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m에서 지역적으로 25 mm 이상)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 지역의 많은 곳들에 

기록된 수치는 10 mm 미만이었다. 낮 최고 기온이 낮은-중간 섭씨 30도까지 올

라가서 활발하게 자라는 작물들에게 미치는 건조 영향을 악화시켰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차 작물 옥수수와 콩은 3월 30일 기준으로 각각 85%, 

92%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들은 대부분 성숙 중이었다. 그러나 2차 작물 옥수수는 

9%가 개화기-종실 비대기 중에 있었고 수분이 필요하였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

서는 4월 2일 기준으로 옥수수가 72%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대부분이 종실비

대기-성숙기 사이에 있었다. 한편, 콩은 58 % 수확되었고 작물의 약 10%가 여전

히 개화기-종실비대기 사이에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미나스 게라이스 남부에 내린 적당한 소나기 (10~25 mm 이상)

가 커피에게 늦철 수분 상승을 공급해주었지만, 몇 개의 강우 포켓을 제외하면 북

부와, 서쪽으로 중앙 서부와 북동부 내륙 (마토 그로소에서부터 바히아 서부와 인

근까지)의 주요 농업 지역까지 더 건조한 조건이 우세하였다. 지난 주 대체로 유익

한 비가 내린 이후로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 (낮 최고 기온이 30도대 중반까지 도

달)가 옥수수와 면화의 성장을 촉진하였지만 우기가 끝나가고 있어서 농민들은 비

가 추가로 내리길 바랄 것이다.

▮ 2020년 4월

4월 초중순(4월 5일~4월 11일), 대체로 가볍게, 산발적으로 내렸던 소나기가 

브라질의 중부와 남부에 있는 주요 옥수수 생산 지역의 건조 문제를 제한적으로 

해소시켜주었을 뿐이었다. 마토 그로소 중부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

을 지나기까지 대부분의 이 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25 mm 미만이었고, 이 지역의 

상당 부분에는 10 mm 미만을 기록하였을 뿐이었다. 온도는 가변적이었지만 낮 최

고 기온이 며칠 동안 낮은-중간 섭씨 30도 대에 도달하여 수분 손실량이 계속 높

았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차 작물 옥수수와 대두의 수확은 4월 6일 기준으로 각

각 91% 및 96%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성숙 중이었다. 그러나 2차 작물 옥수수는 

17%가 개화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수분이 필요하였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

서는 옥수수가 4월 9일 기준으로 76% 수확되었고 작물의 나머지 대부분은 종실비

대기-성숙기 사이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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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콩은 73% 수확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성숙해 나가는 중에 있었다. 

그밖에, 마토 그로소의 북동부처럼 아주 먼 서쪽까지 뻗어 있는 북동부에 다소 강

한 비 (10~25 mm 또는 그 이상, 지역적으로는 50 mm 이상)가 내렸다. 가장 넓은 

생산 지역들 중에서 많은 곳들이 더 멀리 남쪽과 서쪽에 있기는 하지만, 그 수분은 

우선적으로 면화를 위해서 그리고 2차 작물 옥수수를 위해서도 환영할만한 것이었

다. 

4월 중순(4월 12일~4월 18일), 브라질 남부의 넓은 지역에 걸쳐서 계절을 벗어

난 건조한 상태가 계속됨으로써, 이 지역은 2차 작물 옥수수의 발달을 위한 수분

이 계속 모자랐다. 마토 그로소 남부에서 남쪽으로 비가 계속 광범위하게 산발적

으로 내려서, 가볍거나 적당한 (10 mm 이상) 강우량을 기록한 곳 내에 건조 포켓

들이 산재해 있었다. 

건조 중에도 날씨가 계절을 벗어나 선선하여 작물의 수분 요구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파라나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대체로 중간-

낮은 섭씨 20도 대에 잡혀 있었으며, 동쪽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 일부에서는 서리

가 내렸을 가능성 있다 (밤 최저 기온이 5°C 이하로 떨어짐).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첫 작물 옥수수와 콩의 수확은 4월 6일 기준으로 각각 

95%, 98% 완료되었다. 한편 2차 작물 옥수수는 28%가 개화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옥수수는 4월 16일 기준으로 79% 수확되었고, 작

물의 나머지는 종실비대기-성숙기 사이에 있었다. 비슷하게 콩은 84% 수확되었

고, 작물의 나머지 대부분은 성숙기에 있었다. 

상 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의 사탕수수 및 커피 지역도 더 건조한 조건이 지

배하였으나 마토 그로소 북부에서부터 동쪽으로 더 강한 비 (25~50 mm 또는 그 

이상)가 내려서 옥수수와 면화에 대한 전망을 양호하게 유지하였다. 

4월 중하순(4월 19일~4월 25일), 남브라질의 상당 부분을 건조한 날씨가 차지

하여 2차 옥수수의 정상 발달에 필요한 수분 저장량을 더욱 줄이고 있었다. 파라

나의 핵심 생산 지역을 포함하여 마토 그로소 도 술과 미나스 게라이스에서부터 

남쪽으로 뻗어 있는 많은 지역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이 건조는 남쪽과 서쪽

으로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까지 확장되었다. 이 건조한 조건이 밀의 파종 작업과 

대두와 2차 옥수수의 늦은 수확을 포함하여 계절적 야외 작업에 도움이 되고는 있

지만, 2차 작물 옥수수의 현 수확량 전망을 유지하려면 비가 필요하였다. 

파라나와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 특히 이런 필요가 있었는데, 이곳의 옥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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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에 민감한 발달기에 가까워지고 있거나 지나고 있었다. 주가 끝날 무렵에도 

여전히 필요한 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낮은 섭씨 30도 대까지 올라가서 작물의 

수분 수요와 증발 손실량이 계속 상승하였다. 

브라질 남부의 다른 곳을 보면,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보다 건조한 조건들이 

옥수수와 콩의 건조 및 수확 작업에 유리하였고, 이른 시기에 내린 비로 토양 수분

이 더 양호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 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에서는 화창한 날씨가 

사탕수수와 커피의 발달을 도왔다. 한편, 마토 그로소와 고이아스에서부터 북쪽으

로 토칸틴스를 지나기까지 산발적으로 계속 내린 소나기 (5~15 mm 또는 그 이상, 

지역적으로는 50 mm 이상)가 2차 옥수수와 면화에 대해서 유망한 전망을 유지하

였다. 

4월 말~5월 초순(4월 26일~5월 2일), 브라질 남부의 주요 농업 지역에서 가뭄

이 계속되어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옥수수가 쓸 수 있는 수분을 더욱 제한

하였다. 파라나와 마토 그로소 도 술에 있는 농업 지역이 특히 우려가 되었는데, 

이 두 곳은 각각 최근 몇 년 동안에 2차 옥수수의 2번째와 3번째로 큰 생산지로 

손꼽혀 왔었지만, 작물들이 재배기 중 많은 기간 동안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지난 주에 계절을 벗어난 더위 (며칠 동안 낮은 30도대의 낮 최고 기온)가 수분에 

민감한 작물들에게 미치는 건조 영향을 악화시켰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의 50% 이상이 4월 27일에 끝나는 건조

기 동안 생식에 도달하였다. 한편,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4월 30일 기준으로 

옥수수와 콩이 각각 85% 및 94% 수확되었으나, 밀 파종 때문에 이제 비가 필요하

게 될 것이다. 더 먼 북쪽에서는 건조하고 햇볕이 잘 드는 날씨가 마토 그로소에서

부터 북동쪽으로 토칸틴스를 지나기까지의 옥수수와 면화 지역을 지배하여 대체로 

적절한 수준의 수분을 가지고 자라고 있는 작물들의 발달을 촉발시켰는데, 최근에 

예외적으로 좋은 식생 건강을 보여주고 있었다 (위성 추정치 기준). 

▮ 2020년 5월

5월 초순(5월 3일~5월 9일), 대체로 건조하고 햇볕이 잘 드는 날씨가 여름 작물

의 발달을 빠르게 촉진시켰지만, 가뭄에 시달린 남부 지역들에는 추가 수분이 공

급되면 좋을 것이다. 낮 최고 기온이 대체로 낮거나 중간 섭씨 30도대에 도달한 

마토 그로소와 고이아스에서부터 북동부 내륙 (서 바히아와 주변지역)까지는 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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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면화가 빠르게 발달하여 평균보다 더 활력있는 영양기 건강을 보여주었다 

(위성 영상에 근거, 4월말 기준). 

게다가, 마토 그로소 전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가 (지역

적으로 10 mm 이상) 그 주(州)에서 예외적인 수확 잠재력를 유지해주었다. 그러

나, 먼 남쪽은 여름 재배기 중에서 상당 기간 다양한 수준으로 가뭄을 겪었던 옥수

수 때문에 추가 강우가 필요하였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5월 5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는 64%가 생식기-종실비

대기에 있었고, 추가로 4%가 성숙기에 도달하였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 내린 비 

(지역적으로 10 mm 초과)는 콩과 옥수수의 재배기 (5월 7일 현재, 각각 95% 및 

88% 수확됨)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밀의 발아를 위해서는 수

분을 적기에 공급해주었다. 

5월 중순(5월 10일~5월 16일), 가뭄으로 타격을 받았던 브라질 남부 지역 일부

에 아주 필요하였던 비가 내려서 미성숙한 2차 작물 옥수수의 상태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마토 그로소 남부부터 리오 그란데 도 술까지 총 5~25 mm의 

강우가 기록되었으나, 주요 농업 지역 몇 곳에는 여전히 건조 포켓들 속에 머물러 

있었다. 여전히 수분에 민감한 발달기에 머물러 있는 작물들에게 그 비는 시기적

절하였었지만 아직 더 광범위한 소나기가 더 내려야할 필요가 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는 5월 11일 현재, 76%가 생식기-종실

비대기 중에 있었고, 추가로 5%가 성숙기에 도달하였다. 밀은 35%가 파종되었고, 

그 수분의 덕을 보기도 하였다. 그 수분이 리오 그란데 도 술의 콩과 옥수수 (5월 

14일 현재 각각 97% 및 89% 수확됨)에게는 너무 늦었지만, 밀에게는 궁극적으로 

유익할 것이다. 

두 번째 주 동안, 주요 옥수수 생산 지역 밖에 있는 파라나와 산타 카타리나의 

일부 고지대 생산 지역들 가운데서 몇 곳에는 서리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 마토 그

로소 북부와 고이아스에서부터 북동쪽으로 바히아 서부와 피아우이를 지나기까지 

일반적인 양상으로 계절적 건조가 우세하였지만, 더 멀리 북쪽으로는 소나기가 널

리 산발적으로 계속 내렸다. 계절적으로 더 건조한 북부 농업 지역에서는 여름의 

더위 (낮 최고 기온이 종종 낮은-중간 섭씨 30도 대에 도달함)가 옥수수와 면화의 

빠른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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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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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54 35,216 444,073 101,932 4.25

2011/2012 160,191 469,641 35,501 39,956 455,277 111,841 4.37

2012/2013 159,992 475,937 36,735 39,407 462,103 123,003 4.44

2013/2014 162,346 481,334 38,703 43,064 472,216 127,760 4.42

2014/2015 162,371 482,713 41,491 43,648 473,117 135,199 4.43
2015/2016 160,509 477,132 38,535 40,429 467,949 142,488 4.43

2016/2017 163,320 491,322 41,006 47,300 477,191 150,325 4.49

2017/2018 162,868 494,766 46,912 47,218 480,668 164,117 4.53

2018/2019 162,407 496,457 43,764 43,708 483,886 176,744 4.56

2019/2020
(추정치)

160,586 493,790 40,658 42,397 488,447 180,348 4.59

2020/2021
(전망치)

163,038 501,956 42,077 45,215 494,985 184,181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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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013 738,144 169,767 172,575 713,111 244,989 3.30

2016/2017 222,424 756,313 179,657 183,494 734,497 262,968 3.40

2017/2018 218,656 763,049 181,107 182,472 740,594 284,058 3.49

2018/2019 215,210 730,536 170,556 173,558 732,241 279,351 3.40

2019/2020
(추정치)

216,542 764,318 179,762 183,403 744,908 295,120 3.53

2020/2021
(전망치)

220,243 768,490 182,836 187,976 748,353 310,117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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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854 910,293 100,601 116,948 885,908 123,377 5.18

2012/2013 183,750 898,941 99,585 95,373 881,658 144,872 4.89

2013/2014 187,999 1,027,011 124,766 131,407 950,558 214,684 5.46

2014/2015 188,858 1,057,777 125,116 142,391 975,369 279,817 5.60

2015/2016 188,080 1,015,091 139,222 120,150 1,001,596 312,384 5.40

2016/2017 194,834 1,127,505 135,577 160,567 1,062,701 352,198 5.79

2017/2018 191,473 1,078,620 149,930 148,233 1,091,240 341,275 5.63

2018/2019 191,819 1,123,409 162,955 180,929 1,125,787 320,923 5.86

2019/2020
(추정치)

192,132 1,114,753 168,819 169,344 1,120,426 314,725 5.80

2020/2021
(전망치)

197,652 1,186,858 176,212 182,251 1,155,922 339,622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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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42 70,910 224,378 64,820 2.48

2007/2008 91,101 219,227 78,621 78,702 229,610 54,356 2.41

2008/2009 96,569 212,230 77,870 76,707 222,412 45,337 2.20

2009/2010 102,752 260,971 87,511 92,063 239,160 62,596 2.54

2010/2011 103,629 264,733 89,746 91,575 252,507 72,993 2.56

2011/2012 103,145 240,832 94,651 91,774 259,253 57,449 2.34

2012/2013 110,285 268,957 97,212 100,378 265,154 58,086 2.44

2013/2014 112,911 283,199 113,163 112,737 277,889 63,822 2.51

2014/2015 118,737 320,589 124,242 126,227 303,735 78,691 2.70

2015/2016 120,721 315,897 133,475 132,232 316,002 79,829 2.62

2016/2017 119,542 348,298 144,270 146,933 330,992 94,472 2.91

2017/2018 124,211 341,744 153,229 153,076 337,766 98,603 2.75

2018/2019 125,327 360,257 144,614 148,300 342,653 112,521 2.88

2019/2020
(추정치)

121,692 336,114 153,311 153,976 347,698 100,272 2.76

2020/2021
(전망치)

126,932 362,757 158,023 161,930 360,730 98,392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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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6,265 2,996 2,475
2018/2019 31,200 27 28,832 3,127 1,743
2019/2020

(추정치)
32,000 0 29,000 3,280 1,463

2020/2021
(전망치)

33,050 0 29,650 3,400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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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10 22 15,973 17,645 3,610

2019/2020
(추정치)

34,350 25 16,300 18,075 3,610

2020/2021
(전망치)

34,900 25 16,300 18,500 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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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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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83 620 12,296 32,746 365

2019/2020
(추정치)

45,335 499 12,202 33,657 340

2020/2021
(전망치)

45,563 363 11,884 34,019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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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0 49 2,184 5,280 480
2019/2020

(추정치)
6,640 50 1,450 5,490 230

2020/2021
(전망치)

7,520 50 1,870 5,79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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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42 941

2016/2017 11,376 18,794 334 30,242 535

2017/2018 11,811 18,354 395 30,092 213

2018/2019 12,324 18,756 374 30,442 477
2019/2020

(추정치)
12,482 18,500 300 30,792 367

2020/2021
(전망치)

12,403 18,750 300 30,942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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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0 0 5,261 2,574 349
2019/2020

(추정치)
8,100 0 5,500 2,389 560

2020/2021
(전망치)

8,385 0 6,000 2,400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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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5 45 1,511 6,940 370

2018/2019 8,150 24 1,079 7,165 300
2019/2020

(추정치)
8,500 30 1,050 7,450 330

2020/2021
(전망치)

8,640 30 1,050 7,6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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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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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7 528
2014/2015 9,706 120 914 8,599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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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76 180 881 10,375 805
2019/2020

(추정치)
11,104 170 1,157 10,069 853

2020/2021
(전망치)

11,197 181 953 10,432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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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0 170

2018/2019 1,730 3,000 8 4,750 142

2019/2020
(추정치)

1,495 3,200 8 4,707 122

2020/2021
(전망치)

1,692 3,236 8 4,90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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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5 151

2017/2018 2,841 284 902 2,225 149

2018/2019 2,964 416 788 2,455 286
2019/2020

(추정치)
3,002 425 800 2,465 448

2020/2021
(전망치)

2,983 415 825 2,605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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