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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1.1. 곡물 전체1)
세계 곡물 전체 생산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7월
전체 곡물 생산량은 27억 3,00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소비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로 26억 9,000만 톤으로 전망되었고, 재고율은 31.5%로 전망되었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구분

1995/96

2000/01

2005/06

2010/11

(단위: 백만 톤, %)

2015/16

2019/2020

2020/21
(7월 전망)

생산량

1,708

1,845

2,016

2,214

2,519

2,667

2,730

소비량

1,741

1,860

2,021

2,240

2,469

2,642

2,690

재고율

25.1

30.4

19.5

20.2

29.8

31.1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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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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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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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 대를 유지해오다 2000년대 중후반 20%대까지 하락하였으나, 2010
년대 후반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2020/21년 7월 생산량 5억 300만 톤, 소비량 4
억 9,600만 톤, 재고율 37.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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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현재 생산량 7억 6,900만 톤, 소비량 7억 4,700만 톤, 재고율 42.2%로 전
망되었다.
세계 옥수수 재고율은 2000년대 중반 10%대로 급감하였다가 최근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1년 7월 생산량 11억 6,300만 톤,
소비량 11억 5,500만 톤, 재고율 27.3%로 전망되었다.
세계 대두 재고율은 과거 20% 초반을 유지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1년 7월 생산량 3억 6,300만 톤, 소비량 3억
6,400만 톤, 재고율 26.2%로 전망되었다.
<표 2> 품목별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

품목

쌀

밀

옥수수

대두

구분

1995/96

2000/01

2005/06

2010/11

2015/16

2020/21
(7월 전망)

생산량

369

399

418

452

477

495

503

소비량

367

394

412

444

468

489

496

재고율

32.2

37.3

18.5

23.0

30.5

37.2

37.5

생산량

537

537

583

619

650

736

769

소비량

544

544

584

616

653

708

747

재고율

28.7

35.3

24.9

30.4

34.4

40.0

42.2

생산량

517

591

700

849

1,015

1,114

1,163

소비량

532

609

707

868

1,002

1,120

1,155

재고율

25.1

28.8

17.5

13.3

31.2

27.9

27.3

생산량

125

176

221

265

316

337

363

소비량

132

171

216

253

316

348

364

재고율

14.1

20.0

25.7

28.9

25.3

28.6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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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20/21년 시즌 겨울밀 수확기에 진입하면서 생산량 증가에 대한 기
대감으로 하락하였고, 7월은 미국 농무부가 시장 예상보다 높은 밀 파종면적을 발
표하면서 상승하였다.
옥수수는 6월 긍정적인 에탄올 수요와 대두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아 상승하였
고, 7월은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구매 지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였다.
대두는 6월과 7월에 중국의 국영업체 및 민간업체의 미국산 대두 구매로 상승하
였다<그림 2, 표 3>.
곡물 현물가격의 추이를 보면, 최근 밀은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 옥수수, 대두
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4, 5>. 최근 쌀 현물가격 태국 장립종 쌀 가
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그
림 6, 표 4>.
<그림 2>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선물가격 동향(2007.7~2020.07)
(단위: 달러/톤)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07/7

08/7

09/7

10/7

11/7

12/7

13/7

14/7

15/7

16/7

17/7

18/7

19/7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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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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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곡물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1)

2019.07

2020.06

2020.07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

170

179

162

163

165

5.0

1.9

1.2

옥수수2)

143

150

162

129

131

4.9

-19.0

1.7

354

324

326

319

330

-8.6

1.2

3.6

2)

대두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0년 7월 가격은 17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0년 7월 가격은 17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USDA AMS July and ERS July

<그림 3> 밀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7.07-2020.07) <그림 4> 옥수수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7.07-2020.07)

주: 1) 밀 선물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주: 1) 옥수수 선물은 Chicago Yellow Corn 2등급
2등급
2) 옥수수 현물은 US 3YC Gulf
자료: USDA AMS July and ERS July, IGC Market
2) 밀 현물은 US HRW Gulf
자료: USDA AMS July and ERS July, IGC Market
Data
Data

<그림 5> 대두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7.07-2020.07)

<그림 6> 쌀 월별 현물 가격 동향 (2007.07-2020.07)

주: 1) 대두 선물은 Chicago 1등급
주: 1) 태국 100% 장립종 B등급
2) 대두 현물은 US 2Y Gulf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자료: USDA AMS July and ERS July, IGC Market 자료: USDA Rice Outlook July 2020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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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곡물 현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2019.07 2020.06 2020.07
1)

밀

전년 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 대비

228

234

218

211

221

2.2

1.5

5.1

169

174

198

160

169

2.8

-14.5

5.6

378

338

351

350

360

-10.4

2.4

2.8

태국

418

399

405

513

476

-4.7

17.5

-7.2

캘리포니아

868

866

825

938

938

-0.2

13.7

0.0

2)

옥수수
2)

대두
쌀3)

증감률(%)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0년 7월 가격은 16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0년 7월 가격은 16일까지의 평균가격임.
3) 쌀의 곡물연도는 8-7월이며 2020년 7월 가격은 10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IGC Market Data, USDA Rice Outlook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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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해 세계 곡물 수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란 전망에 예년 대비 시장 가격도 낮
게 형성되어 있다. 지난 4~5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식량 위기설이 나돌아 식량 안보 차원
에서 빗장을 걸었다. 하지만, 잠갔던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공급 시장에 복귀함에 따라 쌀,
밀 등 식량 가격은 안정을 되찾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
가격지수는 지난 1월 102.5포인트까지 오른 후 4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91.1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밀을 중심으로 흑해 연안 국가들과 유럽연합의 주요 산지 기상
악화로 인한 생산 부진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세계 시장의 공급량은 지난 시즌보
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최대 생산국인 미국의 생산량 확대
전망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양호한 날씨로 인해 생장 속도가 빨라졌으며, 생육 상태도
좋아 대풍작이 예고된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곡물 소비량과 교역량도 늘어나고 있으나, 공급 확대로 인해 재고 수
준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와 대두 등을 대량으로 구매
하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요 곡물 수입국들도 적극적인 구매 활동을 펼치고 있
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로 인해 공급량 대비 교역량은 크게 늘어나
지 않고 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할 것이란 전
망도 최근의 미중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불확실성이 더 크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
행 처리와 미국의 특별 지위 박탈,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이어, 국가 안보
문제로 인한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는 양상이다.
곡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에서의 소맥 공
급 문제와 내수 가격 상승, 중국 내 사료 곡물 수요 증가와 내수 시장에서의 옥수수 가격
급등, 아프리카, 중동, 중국, 남미에서의 메뚜기 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확대, 이상 기온을
야기하는 라니냐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하는 수
급 자료들을 토대로 세계 곡물 수급 전망 자료를 일별하고 난 후 미국 농무부가 7월 10일
에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와 각종 뉴스를 토대로 2020/21년 주요 국가의 품
목별 수급 전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 agsco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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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물 전체 1)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0/21년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세 기관 모두 2019/20년 대비 생산
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USDA는 27억 3,000만 톤으로 2.4%, IGC는 27
억 4,300만 톤으로 2.7%, FAO 27억 9,000만 톤으로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
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데, USDA는 35억 5,100만 톤으로 2.3%, IGC는 35억 3,300만 톤으로 1.9%,
FAO는 36억 6,700만 톤으로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27억 400만 톤
으로 2.0%, IGC는 27억 1,800만 톤으로 1.6%, FAO는 27억 3,600만 톤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4억 5,100만 톤으로 3.4%, IGC는 4억 3,500만 톤으로 1.6%, FAO는 4억
3,500만 톤으로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요량 대비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8억 4,700만 톤으로 3.2%, IGC는 8억 1,500만 톤으로
3.0%, FAO는 9억 2,900만 톤으로 5.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는 31.3%, IGC 30.0%, FAO 34.0%로 2019/20년 대비 각각
0.3%p, 0.4%p, 2.6%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 전망

구분

(단위: 백만 톤, %)

USDA

IGC

FAO-AMIS

2019/20 2020/21 전년
(추정)
(7월 전망) 대비

2019/20 2020/21 전년
(추정)
(6월 전망) 대비

2019/20 2020/21 전년
(추정)
(7월 전망) 대비

생산량

2,667

2,730

2.4

2,672

2,743

2.7

2,709

2,790

3.0

공급량

3,471

3,551

2.3

3,466

3,533

1.9

3,579

3,667

2.5

소비량

2,650

2,704

2.0

2,675

2,718

1.6

2,692

2,736

1.6

교역량

436

451

3.4

428

435

1.6

426

435

2.1

3.2

791

815

3.0

877

929

5.9

29.6

30.0

32.6

34.0

기말재고량

821

847

기말재고율

31.0

31.3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1) 곡물 전체는 쌀, 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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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
2.1 세계 수급
기관별로 세계 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FAO 모두 2019/20년 대
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USDA는 5억 300만 톤으로 1.6%, IGC는
5억 500만 톤으로 1.8%, FAO는 5억 900만 톤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는데, USDA는 6억 8,400만 톤으로 1.8%, IGC는 6억 8,100만 톤으로 1.6%, FAO
는 6억 9,300만 톤으로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4억 9,900만 톤
으로 1.8%, IGC는 5억 100만 톤으로 1.2%, FAO는 5억 1,000만 톤으로 1.6% 증가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4,500만 톤
으로 7.1%, IGC는 4,400만 톤으로 4.8%, FAO는 4,800만 톤으로 6.7% 증가할 것
으로 내다봤다.
USDA와 IGC의 경우 수요량 대비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억 8,600만 톤으로 2.2%,
IGC는 1억 8,000만 톤으로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FAO는 공급량 증
가 대비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이 1억 8,200만 톤으로 2019/20년 대
비 1.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는 37.3%로 2019/20
년 대비 0.2%p, IGC는 35.9%으로 2019/20년 대비 0.3%p 상승함에 반해, FAO는
35.7%로 2019/20년 대비 1.0%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 2> 세계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2019/20
(추정)

IGC

2020/21 전년
(7월 전망) 대비

2019/20
(추정)

2020/21 전년
(6월 전망) 대비

2019/20
(추정)

2020/21
(7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495

503

1.6

496

505

1.8

501

509

1.6

공급량

672

684

1.8

670

681

1.6

686

693

1.0

소비량

490

499

1.8

495

501

1.2

502

510

1.6

교역량

42

45

7.1

42

44

4.8

45

48

6.7

기말 재고량

182

186

2.2

176

180

2.3

184

182

-1.1

기말 재고율

37.1

37.3

35.6

35.9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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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년 대비 6만 톤, 2018/19년 대
비 15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몬순 강우량이 평년 수준으로 양호하고 인
도 정부가 수매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쌀 생산 면적은 4,400만 ha로 전년 대비 40
만 ha 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4.04톤에서 4.02톤으로 줄어들겠다. 소
비량은 1억 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66만 톤, 2018/19넌 대비 484만 톤 증
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4/15년 1,224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어 2020/21년에는 1,100만 톤에 이르겠으나,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 대비 수출 가격에서 경쟁력을 가짐에 따라 2019/20년 대비 90만 톤,
2018/19년 대비 5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과 수출량이 계속해서 증
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증가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3,8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0만 톤, 2018/19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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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 또한 ha 당 2.74톤에서 2.84톤으로 늘겠다. 소비량
은 2016/17년에 1,20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에는
1,180만 톤으로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30만 톤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수출량 역시 2016/17년 1,162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바트
화 강세로 인해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에는 9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10만 톤, 2018/19년 대비 14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 대비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41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
년 대비 35만 톤 감소하겠다.
베트남의 쌀 생산량은 2014/15년에 2,817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
며, 2020/21년에는 2,7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7만 톤, 2018/19년 대비 14
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750만 ha로 2019/20년 대비 1만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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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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5.83톤에서 5.80톤으로 줄어들겠다. 소비
량은 2015/16년 2,25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2,120만 톤으로 2019/20년 및 2018/19년과 같을 전망이다. 수출량도 2011/12년에
는 772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6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만 톤, 2018/19년 대비 1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시장의 공급 부족으로 쌀 수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USDA는 내다봤으나, 베트남 정
부는 올해 쌀 비축량을 고려해 700만 톤의 쌀을 수출할 것을 목표로 정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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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1년에는 31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수출량은 2018/19년 449만 톤까지 늘었으나, 2020/21년에는 430만 톤으
로 줄어들겠으며, 2019/20년 대비해서도 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8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
서는 10만 톤 감소하겠다.
미얀마의 쌀 생산량은 2018/19년 1,320만 톤까지 증가했으나, 2019/20년
1,270만 톤으로 떨어졌으며, 2020/21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1,310만 톤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710만 ha로 2019/20년 대비 20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88톤으로 2019/20년과 같겠다. 소비량은 1,060만 톤으
로 역대 최고인 2009/10년의 1,089만 톤에 근접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5만
톤, 2018/19년 대비 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6/17년에 335
만 톤까지 늘었으나, 2020/21년에는 22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더 늘어나, 기말 재고량은 14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1만 톤, 2018/19년 대비 37만 톤 증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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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출 시장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인도

118.00 (▲0.06/▲1.52) 104.00 (▲1.66/▲4.84) 11.00 (▲0.90/▲0.58) 38.00 (▲3.00/▲8.50)

태국

20.40 (▲2.40/▲0.06) 11.80 (▲0.30/▲0.30) 9.00 (▲2.10/▲1.44) 4.19 (▼0.20/▼0.35)

베트남

27.20 (▼0.17/▼0.14)

파키스탄 7.50 (▲0.30/▲0.20)
미얀마

21.20 (0.00/0.00)

6.40 (▼0.30/▼0.18)

0.97 (0.00/▼0.13)

3.10 (▲0.10/▼0.20) 4.30 (▼0.10/▼0.19) 0.83 (▲0.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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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JUL., 2020.

2.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23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3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
은 6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만 톤, 2018/19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3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3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의 쌀 생산량은 2019/20년과 같은 504만 톤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유지하겠으며, 2018/19년 대비해서는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
은 350만 ha로 2019/20년과 같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29톤으로 변동
없을 전망이다.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쌀 소비국인 나이지리아의 쌀 소비량은
2018/19년 680만 톤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해 2020/21년에는 660만 톤에 이
르겠으며, 2019/20년 대비해서도 10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쌀 수입 의존
도를 낮추기 위해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수입량은 2011/12년 320만 톤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20/21년에는 140만 톤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20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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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2008/09년 3,831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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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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
년 대비해서는 1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식량조달청(Bulog)
은 내수 시장에서 수확된 쌀을 최대로 수매함에 따라 수입량은 계속해서 줄어,
2020/21년에는 쌀 수입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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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만 톤, 2018/19년 대비 73
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1,4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수입 자유화 조치로
2018/19년에는 수입량이 130만 톤에서 360만 톤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20/21
년에는 3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수매 정책을 통해 쌀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2020/21년 쌀 생산량은 1억
4,9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 2019/20년 대비 227만 톤, 2018/19년 대비
5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도 1억 4,71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해 2019/20년 대비 217만 톤, 2018/19년 대비 41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량은 2017/18년 550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어, 2020/21년에는 220
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1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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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쌀 생산량은 1980년대까지 600만 톤을 기록했으나 계속해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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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부터 400만 톤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0/21년에는 38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2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만 톤 감소할 것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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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3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수입 시장의 쌀 수급 전망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단위: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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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1.97 (0.00/0.00)

6.50 (0.00/▼0.30)

1.40 (▲0.20/▼0.50) 0.50 (▼0.1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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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한국

0.19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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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 (▲0.04/▼0.01) 8.25 (▼0.05/▼0.15)
3.74 (0.00/▼0.13)

0.69 (0.00/▲0.06)

1.98 (▲0.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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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JUL., 2020.

3. 밀
3.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0/21년 세계 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와 IGC는 2019/20년 대비 생산
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반면, FAO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밀 생산량이
USDA는 7억 6,900만 톤으로 0.5%, IGC는 7억 6,800만 톤으로 0.8% 증가함에
반해, FAO는 7억 6,20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초 재고
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19/20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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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으며, USDA는 10억 6,600만 톤으로 2.0%, IGC는 10억 4,100만 톤으로
1.8%, FAO는 10억 3,700만 톤으로 0.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USDA와 IGC는 2019/20년 대비 밀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반면, FAO
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밀 소비량이 USDA는 7억 5,200만 톤으로 0.5%, IGC
는 7억 5,100만 톤으로 0.3% 증가함에 반해, FAO는 7억 5,400만 톤으로 0.4% 감
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교역량의 경우 2019/20년 대비 USDA는 변동 없는 1억
8,800만 톤으로 예상한 반면, IGC는 1억 8,000만 톤으로 0.6% 줄어들 것으로 내
다봤다. FAO는 1억 7,900만 톤으로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 3억 1,500만
톤으로 6.1%, IGC는 2억 9,000만 톤으로 5.8%, FAO는 2억 8,400만 톤으로 3.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 41.9%, IGC 38.6%, FAO
37.7%로 2019/20년 대비 각각 2.2%p, 2.0%p, 1.4%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 5>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IGC

2019/20 2020/21 전년 2019/20
(추정)
(7월 전망) 대비 (추정)

FAO-AMIS

2020/21
(6월 전망)

전년 2019/20 2020/21 전년
대비
(추정) (7월 전망) 대비

생산량

765

769

0.5

762

768

0.8

762

762

0.0

공급량

1,045

1,066

2.0

1,023

1,041

1.8

1,034

1,037

0.3

소비량

748

752

0.5

749

751

0.3

757

754 -0.4

교역량

188

188

0.0

181

180 -0.6

177

179

1.1

기말 재고량

297

315

6.1

274

290

275

284

3.3

기말 재고율

39.7

41.9

36.6

38.6

36.3

37.7

5.8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3.2 국가별 수급
3.2.1 수출 시장
유럽연합의 최대 밀 생산국인 프랑스는 지난 겨울과 초봄 기상 여건이 상당히
좋지 못해, 올해 생산량은 3,130만 톤으로 지난 시즌 대비 21% 줄어들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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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되었으며, 프랑스 다음으로 유럽 내 최대 밀 생산국인 독일의 경우 봄철 가뭄과
5월 서리 피해로 작황 상태가 좋지 못해, 생산량은 2,160만 톤으로 지난 시즌 대비
6% 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소맥 생산량은 1억 3,9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44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81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밀 소비량은 2017/18년에 1억 3,040만 톤까지 늘
었으나 2020/21년에는 1억 1,830만 톤으로 줄었으며, 2019/20년 대비 370만 톤,
2018/19년 대비 27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00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369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152만 톤으로 2019/20넌 대비 30만 톤,
2018/19년 대비 46만 톤 감소하겠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이 2017/18년 8,517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에는 7,6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89만 톤, 2018/19년 대비 48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볼가 지역과 시베리아 서부, 우랄 지역은 건조한 현상
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확 초기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해 최근 들어 생산량 전망치
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소비량은 4,0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3,6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위기로 내수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
해 러시아 정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출량을 쿼터로 제한한 바 있으며, 향후
에도 수출 쿼터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기말 재고량은 778만 톤으로 2019/20년 대
비 5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4만 톤 감소하겠다.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2,6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67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4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부 밀 산지 기
상 악화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으며, 작년 대비 올해 품질은 더 악화되고 생산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량은 8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1,7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0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4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
해 내수 공급량 확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9/20년 밀 수출량을 2020만
톤으로 제한한 바 있으며, 러시아와의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해 수출에 상당한 제약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52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7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7만 톤 감소하겠다.
역사적으로 낮은 파종 면적으로 인해 미국의 밀 생산량은 4,963만 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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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년 대비 263만 톤, 2018/19년 대비 16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
비량은 3,03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3만 톤, 2018/19년 대비 3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58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2만 톤 감소함에 반
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3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565
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76만 톤, 2018/19년 대비 37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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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만 톤, 2018/19년 대비 10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561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만 톤 증가함
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43만 톤 감소하겠다.
지난 수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 저조한 생산 실적을 기록했던 호주의 올해 밀 생
산량은 2,6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80만 톤, 2018/19년 대비 840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70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35만 톤,
2018/19년 대비 21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1,7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30만 톤, 2018/19년 대비 84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
말 재고량은 51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65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
비해서는 25만 톤 감소하겠다.
USDA는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이 2,1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25만 톤,
2018/19년 대비 1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지 분석 기관들은 계
속된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 전망치를 크게 줄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
레스 곡물거래소는 생산량 전망치를 종전 2,100~2,200만 톤에서 1,800~1,900만
톤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소비량은 6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감
소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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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올해 아르헨티나의 경기는 더 침체되어 아르
헨티나 정부는 세수를 확보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곡물 수출세를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밀 수출세는 12%이다. 기
말 재고량은 2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1만 톤, 2018/19년 대비 26만 톤 증
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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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출 시장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139.50 (▼15.44/▲2.81) 118.30 (▼3.70/▼2.75) 27.00 (▼11.00/▲3.69) 11.52 (▼0.30/▼0.46)
러시아

76.50 (▲2.89/▲4.81)

40.50 (▲0.50/0.00)

36.00 (▲1.50/▲0.16)

7.78 (▲0.50/▼0.04)

우크라이나 26.50 (▼2.67/▲1.44)

8.80 (▼0.30/0.00)

17.50 (▼3.00/▲1.48)

1.52 (▲0.27/▼0.07)

미국
캐나다
호주

49.63 (▼2.63/▼1.68) 30.35 (▲0.53/▲0.36) 25.86 (▼0.42/▲0.36) 25.65 (▼2.76/▼3.74)
34.00 (▲1.65/▲1.80)

9.80 (▼0.60/▲0.83)

24.50 (▲1.30/▲0.10)

5.61 (▲0.15/▼0.43)

26.00 (▲10.80/▲8.40) 7.05 (▼1.35/▼2.15)

17.50 (▲8.30/▲8.49)

5.19 (▲1.65/▼0.25)

14.50 (▲1.00/▲2.31)

2.00 (▲0.31/▲0.26)

아르헨티나 21.00 (▲1.25/▲1.50)

6.20 (▼0.10/▲0.15)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2 JUL., 2020.

3.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2,23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7
만 톤, 2018/19년 대비 44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3,910만 톤으
로 2019/20년 대비 89만 톤, 2018/19년 대비 1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81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7만 톤, 2018/19년 대비 91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프리카의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1,67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62
만 톤, 2018/19년 대비 42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690만 톤으
로 2019/20년 대비 5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7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9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25만 톤, 2018/19년
대비 24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0년 동안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심
각한 영향을 받아 모로코, 알제리 및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의 곡물 생산량은
저조해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밀 수급과 관련해, 소비량은 2,489만 톤으로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45만 톤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63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만 톤, 2018/19년 대비 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20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곡물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밀 수요가 줄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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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들의 사료용 곡물 소비량도 3.2% 줄었다.
중국의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1억 3,600만 톤으로 역대 최고에 이르겠으
며, 2019/20년 대비 241만 톤, 2018/19년 대비 45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1억 3,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0만 톤, 2018/19년 대비 5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6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20만 톤,
2018/19년 대비 28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수매 가격이 높아 인도 농가들이 밀 생산을 늘림에 따라 2020/21년 인도의
밀 생산량은 1억 718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358만
톤, 2018/19년 대비 73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9,9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39만 톤, 2018/19년 대비 38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
산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입량은 극히 적어, 2020/21년에는 3만 톤에 이를 것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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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0 (▲0.89/▲1.40) 18.14 (▲0.87/▲0.91) 13.13 (▲0.71/▲1.24)
북아프리카 16.78 (▼1.62/▼4.22) 46.90 (▼0.05/▲0.75) 29.40 (▲1.25/▲2.44) 12.38 (▼1.71/▼3.10)
동남아시아

0.00 (0.00/0.00)

24.89 (▼0.45/▼0.45) 26.35 (▼0.15/▼0.02)

중국

136.00 (▲2.41/▲4.57) 130.00 (▲4.00/▲5.00) 6.00 (▲1.20/▲2.85) 162.16 (▲11.00/▲22.39)

인도

107.18 (▲3.58/▲7.31) 99.50 (▲3.39/▲3.87) 0.03 (▲0.01/▲0.01) 30.71 (▲6.71/▲13.72)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2 JU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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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수수
4.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0/21년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세 기관 모두 2019/20년 대비 생
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USDA는 11억 6,300만 톤으로 4.4%, IGC는 11
억 7,200만 톤으로 4.9%, FAO는 12억 900만 톤으로 6.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
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데, USDA는 14억 7,500만 톤으로 2.9%, IGC는 14억 7,100만 톤으로 2.2%,
FAO는 15억 6,800만 톤으로 4.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1억 6,000만
톤으로 3.4%, IGC는 11억 7,500만 톤으로 3.0%, FAO는 11억 6,900만 톤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데, USDA는 1억 8,300만 톤으로 7.0%, IGC는 1억 7,500만 톤으로 3.6%,
FAO는 1억 7,000만 톤으로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는 3억 1,500만 톤, FAO는 3억 9,6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각각 1.0%, 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IGC는 2억 9,6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율과 관련해서,
USDA는 27.2%, IGC는 25.2%로 2019/20년 대비 각각 0.6%p, 1.0%p 하락할 것으
로 예상했으나, FAO는 33.9%로 2019/20년 대비 2.4%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 8>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USDA
구분

(단위: 백만 톤, %)

IGC

2019/20 2020/21
(추정) (7월 전망)

전년 2019/20
대비 (추정)

FAO-AMIS

2020/21
(6월 전망)

전년
대비

2019/20 2020/21
(추정) (7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1,114

1,163

4.4

1,117

1,172

4.9

1,141

1,209

6.0

공급량

1,434

1,475

2.9

1,440

1,471

2.2

1,503

1,568

4.3

소비량

1,122

1,160

3.4

1,141

1,175

3.0

1,138

1,169

2.7

교역량

171

183

7.0

169

175

3.6

168

170

1.2

기말 재고량

312

315

1.0

299

296

-1.0

359

396

10.3

기말 재고율

27.8

27.2

26.2

25.2

31.5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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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8,102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3,513만 톤, 2018/19년 대비 1,67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3,400만 ha로 2019/20년 대비 109만 ha 늘어나겠으며, 단위당 수확
량도 ha 당 10.51톤에서 11.21톤으로 증가하겠다. 예상 밖으로 옥수수 파종 면적
이 크게 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옥수수 작황 상태가 좋아 대풍작이 예상된다. 소
비량도 3억 1,688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562만
톤, 2018/19년 대비 64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7/18년
6,192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에는 5,461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52만 톤, 2018/19년 대비 21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중 1단계 무역합의로 인해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구매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미․중 사이의 불확실성 상존, 국제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수출 수요는 크게 늘어
나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량 및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더 크게 증가
해 기말 재고량은 6,72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16만 톤, 2018/19년 대비
1,085만 톤 증가하겠으며, 미국 내 옥수수 재고는 3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
이다.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은 1억 7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600만 톤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1,890만 ha로 2019/20년 대비 50만 ha 늘어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5.49톤에서 5.66톤으로 증가하겠다. 소비량도 6,80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
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8/19년 3,968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9/20년에는 3,400만 톤까지 줄어들겠으
나, 2020/21년에는 3,8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799
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50만 톤, 2018/19년 대비 2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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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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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으며,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1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수출량은 2018/19년 3,724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9/20년에는 3,700만 톤,
2020/21년에는 3,400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출
세 부과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생산량과 수출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
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올해 아르헨티나의 경기는 더 침체되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수를 확보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곡물 수출세를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옥수수 수출세는 12%이다. 기말 재고량은
28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1만 톤, 2018/19년 대비 51만 톤 증가하겠다.
옥수수 산지 양호한 날씨 덕택에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3,900만 톤으
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311만 톤, 2018/19년 대비 31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535만 ha로 전년 대비 36만 ha 늘어나
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7.19톤에서 7.29톤으로 증가하겠다. 소비량은 2013/14
년에 1,06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에는 5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5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60만 톤 감소할 것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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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2020/21년에는 1,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25만 톤 감소하
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1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20년 옥
수수 대풍작으로 국내 옥수수 가격은 하락 압박을 받았으며, 농가들은 파종 면적
을 줄이고 있다. 소비량은 2016/17년에 1,266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
으며, 2020/21년에는 1,23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그 해 생산
정도에 따라 증감 폭이 크며, 2020/21년에는 2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줄어들겠으나,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기말 재고량은 161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0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55만 톤
증가하겠다.

2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표 9> 수출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미국

생산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381.02 (▲35.13/▲16.76) 316.88 (▲15.62/▲6.43) 54.61 (▲9.52/▲2.13) 67.26 (▲10.16/▲10.85)

브라질

107.00 (▲6.00/▲6.00)

아르헨티나

50.00 (0.00/▼1.00)

우크라이나 39.00 (▲3.11/▲3.19)
남아공

소비량

14.00 (▼2.25/▲2.18)

68.00 (0.00/▲1.00)

38.00 (▲4.00/▼1.68) 7.99 (▲2.50/▲2.70)

15.00 (▲1.50/▲1.20) 34.00 (▼3.00/▼3.24) 2.88 (▲1.01/▲0.51)
5.20 (▲0.75/▼0.60) 33.00 (▲1.00/▲2.68) 1.56 (▲0.81/▲0.27)
12.30 (▼0.30/▼0.20) 2.30 (▼0.20/▲0.85) 1.61 (▼0.60/▲0.55)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2 JUL., 2020.

4.2.2 수입 시장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은 6,8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63만 톤,
2018/19년 대비 39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8,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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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은 역내
옥수수 농가 보호를 위해 옥수수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최근 국제 시
세가 높아짐에 따라 수입 관세를 철폐했다.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은 2,8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0만 톤, 2018/19
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55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5만 톤, 2018/19년 대비 14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8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30만 톤, 2018/19년 대비 164만 톤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일본의 옥수수 소비량은 1,600만 톤으로 2019/20년 및 2018/19년과 같겠으며,
수입량도 1,60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의 옥수수 생산량은 640만 톤으로 역대 최고인 2018/19년 680만 톤에 미
치지 못하겠으며, 2019/20년과 같겠다. 소비량은 1,720만 톤으로 역대 최고에 이
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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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수입량도 1,100만 톤으로 역대 최고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70만
톤, 2018/19년 대비 163만 톤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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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9만 톤,
2018/19년 대비 3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79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5만 톤, 2018/19년 대비 26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입량은 1,79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
서는 14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밤나방 벌레로 인한 피해와 파종 면적 감소로 인해 2020/21년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억 6,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7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6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2억 7,700만 톤으로 역
대 최고이며,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300만 톤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동부 지역의 옥수수 부족으로 사료용 곡물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량
은 70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5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옥수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옥수수 가
격이 20% 이상 올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옥수수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표 10> 수입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유럽연합 68.30 (▲1.63/▲3.94) 87.00 (▲3.30/▼1.00) 23.00 (▲1.50/▼2.21)
멕시코

28.00 (▲3.00/▲0.40) 45.55 (▲1.05/▲1.45) 18.30 (▲1.30/▲1.64)

2.04 (▲0.15/▼3.05)

0.00 (0.00/0.00)

이집트

6.40 (0.00/▼0.40)

17.20 (▲0.10/▲1.00) 11.00 (▲0.7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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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6 (▲0.69/▲0.32) 47.90 (▲1.15/▲2.60) 17.95 (▼0.10/▲1.49)

2.96 (▼0.32/▼0.02)

260.00 (▼0.77/▲2.67) 277.00 (▲3.00/▲3.00)

16.00 (0.00/▼0.05)

7.33 (▲0.10/▼0.43)

일본

중국

16.00 (0.00/0.00)

기말 재고량

7.00 (0.00/▲2.52)

1.45 (▲0.01/▲0.01)

194.05 (▼10.02/▼16.27)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2 JU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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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두
5.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0/21년 세계 대두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세 기관 모두 2019/20년 대비 생산
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USDA는 3억 6,300만 톤으로 7.7%, IGC는 3억
6,400만 톤으로 8.0%, FAO는 3억 6,400만 톤으로 7.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
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데, USDA는 4억 6,200만 톤으로 2.7%, IGC는 4억 800만 톤으로 2.8%, FAO
는 4억 1,500만 톤으로 4.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3억 6,400만 톤
으로 4.6%, IGC는 3억 6,300만 톤으로 2.8%, FAO는 3억 6,600만 톤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억 6,200만 톤으로 1.9%, IGC는 1억 6,000만 톤으로 3.2%, FAO는 1억
5,800만 톤으로 2.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는 9,5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0%, FAO는
4,9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IGC는 4,500
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 26.1%, IGC 12.4%, FAO 13.4%로 2019/20년 대비 각각 2.6%p, 0.1%p,
0.7%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 1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생산량

2019/20
(추정)
337

IGC

2020/21
(7월 전망)
363

전년
대비
7.7

337

364

전년
대비
8.0

2019/20 2020/21
(추정) (7월 전망)
338

364

전년
대비
7.7

공급량

450

462

2.7

397

408

2.8

398

415

4.3

소비량

348

364

4.6

353

363

2.8

355

366

3.1

교역량

159

162

1.9

155

160

3.2

154

158

2.6

기말 재고량

100

95

-5.0

44

45

2.3

50

49

-2.0

기말 재고율

28.7

26.1

12.5

12.4

14.1

13.4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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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가별 수급
5.2.1 수출 시장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2018/19년 1억 2,052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9/20년에
는 9,668만 톤까지 떨어졌으나, 2020/21년에는 1억 1,25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된다. 생산 면적은 3,360만 ha로 2019/20년 대비 327만 ha 늘어나고 단위당 수
확량도 ha 당 3.19톤에서 3.35톤으로 늘어나겠다. 착유용 소비량이 크게 늘어 전
체 소비량은 6,246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241만
톤, 2018/19년 대비 20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6/17년
5,896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9/20년에는 4,491만 톤까지 떨어졌으나, 2020/21
년에는 5,57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중국이 미국
산 대두 구매를 늘리고 있으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량은 조정될 가능성이 크
다. 기말 재고량은 1,15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31만 톤, 2018/19년 대비
1,318만 톤 감소하겠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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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출량은 2019/20년 역대 최고인 8,90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2020/21년에는
8,300만 톤으로 600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요는
여전해, 올해 상반기 브라질이 중국으로 수출한 대두의 양은 전체 수출량의 72%를
차지했다. 헤알화 약세로 브라질의 대두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두 착
유업체들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산보다 수출 경쟁력 있는 브
라질산 대두를 더 선호하고 있다. 기말 재고량은 2,327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915만 톤 감소하겠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2014/15년 6,145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20/21년에는 5,3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50만 톤 증가하
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8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1,730만 ha로 전년 대비 30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94톤에서
3.09톤으로 증가하겠다. 착유용 소비량이 2019/20년 4,080만 톤에서 4,300만 톤
으로 증가한 탓에 전체 소비량은 5,0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31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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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년 대비 27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수
출량은 2020/21년 6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50만 톤, 2018/19년 대비 260
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출세 부과에 따른 부담감으
로 인해 생산량과 수출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올해
아르헨티나의 경기는 더 침체되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수를 확보해야하는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유지작물의 수출세를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대두 수출세는 33%이다. 기말 재고량은 2,6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49만 톤 감소하
겠다.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은 2017/18년 1,048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8/19년에는 885만 톤까지 줄었으나, 2020/21년에는 생산을 늘려 1,025만 톤
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해서도 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
적은 365만 ha에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81톤에 이르겠다. 소비량은 410만 톤
으로 2019/20년 대비 5만 톤, 2018/19년 대비 2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630만 톤으로 역대 최고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40만 톤,
2018/19년 대비 1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3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만 톤, 2018/19년 대비 18만 톤 감소하겠다.
<표 12> 수출 시장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미국

112.54 (▲15.86/▼7.98) 62.46 (▲2.41/▲2.06) 55.79 (▲10.88/▲8.11) 11.56 (▼5.31/▼13.18)

브라질

131.00 (▲5.00/▲12.00) 47.65 (▲0.75/▲2.78) 83.00 (▼6.00/▲8.41) 23.27 (▲0.50/▼9.15)

아르헨티나 53.50 (▲3.50/▼1.80) 50.20 (▲2.31/▲2.75)
파라과이

10.25 (▲0.35/▲1.40)

4.10 (▲0.05▲0.28)

6.50 (▼2.50/▼2.60)

26.40 (▲0.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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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JUL., 2020.

5.2.2 수입 시장
안정적인 보조금과 높은 대두 가격으로 인해 올해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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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톤에 이르겠으나,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9/20년의 1,810만 톤에는 미치지 못
할 전망이다. 생산 면적은 930만 ha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1.95톤에서 1.88톤으로 줄겠다. 착유용 소비량 증가로 전체 소비량은 역대
최고인 1억 1,340만 톤까지 늘어나겠으며, 2019/20년 대비 720만 톤, 2018/19년
대비 1,1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9,60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며, 2018/19년 대비해서는 1,34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의 돼지 산업 회복과 가금류 생산 확대로 사료용으로 소비되는 대두박 수요는 증
가하겠으며, 대두 수입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725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며 2018/19년 대비해서는 779만 톤 증가하겠다.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은 2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만 톤, 2018/19년 대
비 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92만 ha로 2019/20년과 같겠으
나, 단위당 수확량이 ha 당 2.87톤에서 2.83톤으로 감소하겠다. 소비량이 1,736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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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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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17.50 (▼0.60/▲1.53) 113.40 (▲7.20/▲11.40) 96.00 (0.00/▲13.46)

기말 재고량
27.25 (0.0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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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9 (▲0.15/▲0.05)

6.47 (▲0.22/▲0.27)

6.10 (▲0.10/▲0.23)

0.18 (▲0.02/0.00)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2 JU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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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GFM(Global Financial Markets) 투자연구소장)*

3)

작금의 글로벌 자산시장의 랠리를 누리는 사람들은 “역시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해”라면서 스스로 뿌듯해 하고 있다. 반면에 버블(bubble)이 크게 형성 중이라고 믿는 사
람들은 마구잡이로 돈을 풀어대는 정치인들과 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중앙은행들을 못
마땅해 하며 시장 흐름도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 모든 것을 덮어버린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돈의 홍수’를 야기하였고. 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듯하다. 개인적
으로 찬바람 불 때쯤에 가면 시장도 소란스러워지고, 시장참여자들도 분주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 국제금융시장 동향
▮‘팬데믹(Pandemic)'......바이러스와 돈이 지구를 덮어 버리다!
얼마나 화가 나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을까? 얼마나 화가 나면 서
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나면 더러운 검은 손 깨끗이 씻
으라 했을까?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났어!(☞ 홍성훈 詩[하늘이 화났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시대에 한 번쯤 음미해볼 만한
시를 먼저 소개한다.
[자료 1]에서 보듯이 이른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아직
도 확산일로에 있으며, 북반구가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발생할지도 모를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도시 전체를 완전 봉쇄할 수 있는 전체주의 국가
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착한’ 국민들의 협조
가 있었던 국가와 달리,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강조되는 선진국일수록 이번 펜데
믹 사태를 겪으며 더욱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특기할 만한데, 전염병이 선
진국의 개념조차 새롭게 하는 판국이다.

* jopok52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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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확산일로에 있는 ‘COVID_19’

인용: WHO(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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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가 지구를 덮으면서 돈도 넘쳐나고 있다.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기업,
가계 할 것 없이 소득 창출에 구멍이 나자 선진국, 개도국 가릴 것 없이 죄다 돈
풀기에 여념이 없다. 美 연준(Fed)은 ‘코로나 19’의 창궐 이후 4개월 만에 3조 달
러 가량의 돈을 풀었다. 이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 수 년 간에 걸친 양적 완화
(QE1~QE3) 기간 동안 풀었던 만큼의 돈에 해당하는데, 연준 만이 아니라 ECB와
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는 급격히 팽창 중이다.
6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시기에 더욱 고통이 큰 저학력, 저임
금 노동자들로 인한 ‘가슴 미어짐(heartbreaking)'을 강조하였고, FOMC 위원들
은 점도표를 통해 적어도 2022년까지는 제로(0)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물론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풀리는 돈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관
찰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와
막상 대출을 받아 투자나 소비에 나서기에는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
[자료 2] 확산일로에 있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돈 풀기’

인용: 야데니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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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한 동안 금리인상 없을 것임을 천명한 6월 FO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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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Pandemic)'......상상하기 힘든 협력과 갈등을 유발하다!
앞서 살펴본 [자료 2~3]의 내용도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normal)' 상황 하에서
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현상이다. 그러나 온 지구를 덮었다 할 정도의 전염병이 창
궐하고 경제활동이 멈춰 서기도 하는 상황에 이르자 상상하기 힘든 일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 펜데믹이 고마울 사람 내지 세력들도 적지 않을 듯하다).
유럽은 이제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통화동맹‘에 이어 잘 사는 나라
와 못 사는 나라(☞ 또는 재정이 견실한 나라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나라)
간에 돈을 나눠 쓰는 ’재정동맹‘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디뎠다([자료 4] 참조).
이른바 경제회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7,500억 유로를 조성하고, 그 중에 5천억 유
로는 수혜국이 안 갚아도 되는 교부금(grant) 형태로 주자는 방안을 두고 무려 닷
새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교부금은 3,900억 유로, 대출(loan) 방식으로 풀려나
갈 돈은 3,600억 유로로 결정되었다. 결국 이 돈들도 유럽중앙은행(ECB)의 ‘머니
프린팅’으로 해결할 것이고, 그 뒷감당은 나중에 닥쳐서 고민할 일이다. 코로나
...... 참 좋다. 안 될 일도 없고 어지간한 (정책)오류는 다 묻혀서 넘어가니......
[자료 4]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서는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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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팬데믹'에 대한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WHO와 중국

[자료 6] 다시 불거지는 美-中 갈등 ... 상호간에 영사관 폐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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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 중국의 민중 봉기에 의한 ‘레짐 체인지’까지 언급하는 미국

[자료 5~7]은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어진 세상에서 결국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소음 내지 불협화음들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
령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게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도 작용한
다고 볼 수 있지만,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패
권을 두고 결판을 내야 할 美-中 양대국 간의 갈등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도 이
어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국제정세적 불확실성과 소음이 상당한데도 금융시장은 안
정적이고 자산시장의 랠리는 좀처럼 식지 않는 것은 여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쏟아져 나오는 ‘돈의 힘’ 때문이다. 물론 중앙은행들이 폭증시키고 있는 본원
통화 전부가 우리의 지갑이나 금고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대부분은 은행권의 초과
지불준비금 형태로 다시 연준의 장부상에 머물러 있고, 그것들이 대출이 대출을
낳는 방식으로 엄청난 통화량의 팽창과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지도 않고 있다. 그러
나 통화.재정 정책으로 풀리는 돈들 중 일정 부분은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러오고,
지금은 돈이 모든 것을 말하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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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직(Logic)’ 없는 시장, 터질 때까지 풍선은 부풀어 오른다!
[자료 8]은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웅변하고 있다. 약간의
등락만으로도 시장이 움찔했던 과거는 그야말로 “왕년에는 말이지......”에서나 회
고될 정도로, 이전 데이터는 대부분 점으로 처리되고 위로 아래로 들쭉날쭉하는
지표 흐름에 그 해석과 향후 전망이 매우 모호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중
이다.
[자료 9]에 올린 유로존의 PMI(구매자관리지수) 추이도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V자 반등의 양상을 보이며 최근 V자형 회복세를 구가 중인 세계 증시를 정당화하
고 있는데, 막상 서프라이즈 급의 PMI 호조세를 확인한 날 유럽증시는 오히려 급
락에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한 것이 문제다. 지금 시장에는 로직(logic: 논리나 타
당성)이 없다. 랠리가 멈추고 나서야 멈춘 줄 알게 될 듯하다.
[자료 8] 지금은 들쭉날쭉한 경제지표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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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9] 유로존 PMI가 서프라이즈를 보여도 유럽증시는 하락 마감한 경우(7/24)

인용: CNBC, 블룸버그

세계 증시의 상승세 배경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할 정도이다. 첫째, 돈이
많다. 앞으로도 계속 돈은 더욱 풀릴 것이다(☞ 선거 앞두고 공화당에서는 추가 부
양책으로 또 한 차례 일인 당 1,200 달러씩 뿌리자고 나서는 형국이다). 둘째, 경
기침체도 최악은 지난 듯하다(☞ 내지는 그렇게 믿고 싶다. 2차 팬데믹이 와도 이
제 더 이상 경제봉쇄 같은 조치는 없을 것 아닌가?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지 그
것 무섭다고 모두 집안에 갇혀들 수는 없다). 셋째, 주가만 오르고 금값만 뛰는 게
아니라 가격이 형성되는 모든 자산가격이 오르는 중이다. 돈이 넘쳐나고 돈 가치
가 떨어질 판에 현금 아닌 그 무엇이라도 붙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넷째, 슬슬 거
품(bubble) 조짐이 관찰되지만 아직 터질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풍선의 재질(자
산시장 랠리를 뒷받침하는 스토리 텔링)도 닷컴 버블 당시보다 좋고 무엇보다 바
람을 불어넣는 사람의 폐활량이 크다(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어대고 있
다). 이 정도의 설명으로 그치고 뉴욕증시의 최근 흐름과 향후 전망은 [자료 10]에
서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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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 뉴욕증시 동향 및 기술적 전망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7월 27일 현재)

이 흉흉한 시절에 그나마 주식이 오르니 얼마나 다행인가? 맞는 말이다. 그로
인해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형성된 좋은 기운이 실제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자료 11]을 통해 그 와중에도 생각해 볼 것은 생각해 보고 넘어갔으면
한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 테슬라뿐이겠는가? 그 기술이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투자에도 유행이 있고, 브랜드 장악력이란 게 있는가
보다. 하지만 잉여현금흐름에서 시장 전망치와 실제 발표치가 저토록 차이가 나는
대목에서는 뭔가 이상하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죄다 바보이든지, (제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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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를 바라지만) 테슬라가 세상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표나 실적, 통
계치 등에 대한 신뢰만큼은 계속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자료 11] ‘테슬라’ 주가의 경우 ...... 어떻게 볼 것인가?

차트 및 기사 인용: 연합 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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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 동향 및 전망
▮ 본격적인 달러약세 시절로 접어드는가?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을 때에는 달러 빼고는 다
약세를 보인 적이 있다. 그 때에는 금값도 떨어졌고, 심지어 미국 국채가격도 급락
하였다(국채수익률, 즉 시장금리의 급등).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정부는
정부대로 재정확대로 경기를 살리겠다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빚을 내고, 그 빚을
위해 중앙은행들은 또 돈을 풀고 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은 급격히 안정을 찾아
나갔으며 달러강세도 진정되었다.
[자료 12]에서 보듯이 5월 중순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이 ‘EU 회복기금’ 설립을 재안하면서 시장에서는 유로화 강세 베팅이 시작되었고,
그 흐름은 7월 들어 더욱 가팔라졌다. [자료 13]에서는 기술적으로 그야말로 크리
티컬(critical)한 레벨과 시점에 달러가치가 도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7월
FOMC(7/28~29)와 조만간 합의를 이룰 美 의회의 추가 부양책 강도와 내용에 향
후 달러가치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확인 후에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자료 12] 유로/달러(EUR/USD) 차트 및 기술적 시사점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7월 28일 현재),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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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3] 달러인덱스 주간 일목균형표 및 기술적 시사점

▮ 하방경직성 보이는 달러/원(USD/KRW) 환율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7월에도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달러/원(USD/KRW) 환율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자료 15] 참조). 환율
급등 당시 위를 눌러주던 외환당국이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환율의 급락을 스
무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나 싶을 정도인데, 딜러들은 희한하게도 1,190원 근처
에만 가면 매물이 줄어들고 달러 매수세가 늘어나는 시장 분위기라고 한다. 기술
적으로만 보아서는 1,190원이 무너지면 1차적으로 1,180원까지의 추가 하락이 예
상되고, 그 레벨마저 쉽게 붕괴되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2003년 이래 중심선 내지
분수령 역할을 해온 1,150원도 노려보는 장세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음 페이지의 [자료 14]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韓-美간의 본원통화를
고려해 볼 때 미국이 달러를 풀어대는 속도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원화가 방출되
는 양은 그야말로 족탈불급(足脫不及)이다. 흔해 빠진 달러의 가치는 떨어져야 마
땅하다. 과거 그러했음이 함께 겹쳐진 달러/원 환율의 추이가 보여주고 있다. “이
번에도 그럴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인정해야 하지만 과
거만큼은 아니다”라고 답하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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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4] 원화강세를 시사하는 강력한 지표

인용: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방송 자료에서 인용

[자료 15] 달러/원(USD/KRW) 횐율 추이 및 기술적 시사점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7월 28일 장 마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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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한/미 본원통화 비율이 낮아지면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원화강세가
뒤따랐기에 최근 달러/원 환율이 1,190원 근처에서 하방경직성을 보이는 현상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달러/원 환율이 글로벌 달러약세를 쫓아 추
세적 하락세를 보이기를 기대하려면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좀 더 강해질 필
요가 있다.
[자료 16]은 우려되는 펀더멘털 요인 중 하나를 보여준다. 버블인가 싶은 작금
의 글로벌 자산시장 흐름이 버블의 냄새를 지우고 보다 펀더멘털에 기반한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 증시를 떠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본격적이고
기조적인 귀환이 확인되어야 1,100원대 초중반도 노릴 수 있는 달러/원 환율이 될
것으로 본다.
[자료 16] 달러/원 횐율의 하방경직성 배경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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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이석주(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거래지원팀장)*

1)

건화물선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이번에도 그 위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지난 5월
만 해도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 붕괴와 수요 침체 우려로 BDI의 사상
최저치 갱신 여부가 현실적인 고민거리였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5월 13일 393
포인트 까지 하락했던 BDI는 불과 1개월 보름 만인 7월 6일 1,956 포인트로 수직 상승하
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상승장을 주도한 Cape 선형의 평균 용선료는 같은 기간 일
U$1,992에서 U$33,760으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림 1> 선형별 건화물선 지수

자료: Baltic Exchange

이번 상승장은 Cape 선형이 주도하였으며, 그 중에도 특히 대서양 항로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 1분기부터 2분기 초 까지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에 차질이 발생
하자 태평양 소재 Cape 선박들의 대서양향 공선 항해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5월 중
순 이후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 능력이 회복되며 대서양 Cape 시장은 순식간에 극심한 공

* jordan@kobc.or.kr, 051-717-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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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부족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Cape의 강력한 반등은 하위 선형들을 견인하며 1개월 이상
강한 상승세를 구현하였다.
건화물선 시황의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물동량 감소 우려는 여전하다. 클락슨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년 건화물선 해상 물동량이 전
년 대비 약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건화물선 시황도 7월 중순부터는 제법 강
한 조정이 발생하여 7월 23일 현재 BDI는 전고점 대비 약 560포인트 가량 하락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랠리를 계기로 건화물선 시장이 최악의 침체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며,
주요 펀더멘털 변수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1. 철광석ㆍ석탄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올 상반기 브라질에는 사상 최대 수준의 폭우가 발생하며 철광석 수출 능력이
크게 제한된 바 있다. 세계 최대의 철광석 수입국인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
로부터 비교적 빠르게 벗어나며 2분기부터는 철광석 수요도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브라질산 물량 부족은 케이프 운임시황을 지속 압박하였다. 이에 더해 5월부터는
브라질 내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 능력은 폭우
로 인한 장애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차질의 이중고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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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ABARE,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중국통계국, 중국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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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서양 선박 공급 부족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에 장기간 차질이 발생하자, 중국의 철광석 조달은 주로
호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위 그림2>에서 나타나듯이, 올 상반기 호주의 철광석
수출량은 2월을 제외하고는 지난 2년 같은 기간의 물량에 필적하거나 상회하였다.
반면 브라질은 광미댐 붕괴사고로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던 2019년 수준에도 미치
지 못하는 저조한 수출량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물동량 패턴에 따라 케이프 선
박들은 브라질향 공선항해 보다는 태평양 잔류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
으로 대서양 내 선박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케이프 시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대서양의 케이프 선박 공급 부족을 초래한 또 다른 이유는 유럽 지역의 철광석
수요 부진을 들 수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조기 대응에 실패
하며 대규모의 이동 제한 및 경제 봉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유럽 전역에 걸친
철강 수요 감소 및 제철소들의 운영 중단이 이어졌으며, 유럽향 철광석 수요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유럽향 철광석 수요 부진은 철광석 선적 선박이 양하를 마친 후
대서양 수역에 재공급되는 기회를 축소하였고, 호주산 철광석의 백홀(Back-haul,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의 화물 이동) 물량이 감소하며 태평양 소재 선박의 대서양
유입도 함께 감소하였다. 동시에 스웨덴, 우크라이나 등 유럽 소재 중소 철광석 수
출국들이 유럽향 수요 부진에 따라 중국향 수출 비중을 확대한 점도 대서양 소재
선박들의 역외 유출을 가속화하여 선박공급 부족을 심화시켰다.

▮ 중국, the Special One
한편 중국의 조강 생산량 및 철강 수요는 늦은 양회가 개최된 5월 말 이후 본격
적으로 증가하였다.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는 통상 3월 초에 개최되어 정
치,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목표를 발표한다. 코
로나19의 영향으로 약 2개월 이상 지연 개최된 금년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화답하듯 중국의 조
강 생산량은 5월과 6월 연달아 9천만 톤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조강생산량 증가는 당연히 철광석 수요 증가로 연결되었다. 제철소들의
왕성한 수요에 힘입어 중국의 철광석 항만 재고량은 지난 ‘16년 말 이후 최저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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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백만 톤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중국의 수입자들은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동안 호주, 인디아, 남아공 등 공급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철광석
을 조달하였으나, 자국 내 강력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넉넉지 않았다. 그 결과,
중국의 올 2분기 철광석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7% 증가한 2억 8,442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7월 중순 기준 철광석 항만 재고량은 여전히 ’16년 말 수준인
1억 1천만 톤 가량에 머물러 있다.

▮ 브라질의 귀환
6월 들어 브라질의 철광석 공급능력이 예상외의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
다. 앞서 언급한 대로 브라질은 상반기 극심한 폭우 피해와 통제 불능의 코로나19
확산의 이중고로 인해 철광석 수출 능력 정상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심지어 6월 초에는 브라질 Vale 소유의 Itabira 광산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방역수칙 미준수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가동 중단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동 광
산의 철광석 생산 능력은 연 3,600만 톤 규모로 Vale사의 전체 생산량 중 10% 이
상을 차지하여, 브라질의 철광석 공급 차질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중
되었다.
Itabira 광산은 결국 6월 17일에 가동 재개되며 공급 부족 우려는 다소나마 해
소되었으나,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심
지어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브라질의 감
염병 확산은 통제 불능 상태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이후 브라질 인
근 수역에는 올해 내내 보기 어렵던 철광석 화물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브
라질의 6월 철광석 수출량은 전년 동월의 기록을 소폭 상회하는 3,005만 톤을 기
록하였으며, 전월인 5월 대비 40%(855만 톤)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브라질의
갑작스런 철광석 수출시장 귀환은 앞서 기술한 대서양의 극심한 선박 공급 부족과
맞물려 케이프 시황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견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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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 전월 전망치⋅전년 대비 증감은 2020년 물동량 기준

▮ 초점은 다시 ‘수요’로
올 상반기 코로나19 등으로 왜곡되었던 철광석 관련 펀더멘털 요인들은 느리지
만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 지속에도 불구하고 평년 수
준에 근접한 공급능력을 회복하였다. 이는 올 상반기에 나타났던 브라질의 공급
차질은 감염병 확산보다는 폭우로 인한 생산 및 물류 장애에 보다 더 기인 했었다
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브라질의 공급 능력 회복에 따라 태평양 소재 선박들의 브
라질향 공선 항해도 다시 증가하여 대서양의 선박공급 부족 현상도 완화되고 있
다. 유럽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제철소 재가동도 증가하며 철광석 선적선들의
대서양 내 재공급 기회도 회복되고 있다. 비록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복
구되기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올 상반기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던
왜곡 요인들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광석 공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차츰 해소됨에 따라, 올 하반기 철광석 해상
물동량 패턴은 중국의 수요 증감 여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중
국은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바탕으로 철강 생산과 철광석 수입을 확대
해왔다. 그러나 6월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중국 곳곳에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철강 소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 공사들도 다수 지연되
고 있다. 장기간의 폭우로 양쯔강의 수위가 상승한 점은 선박들의 항만 작업에 지
장을 발생시켜, 강 유역에 다수 위치한 제철소들의 원료 조달과 철강 제품 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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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하고 있다. 비록 중국의 항만 철광석 재고량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당분간 철광석 재고 확충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철강 수요 부진
은 결국 철강 감산 및 철광석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단기적인 물동량 위축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는 사태 종료 이후 대량의 복구 수요로 종
종 연결된다. 이번 홍수 사태로 중국 내 많은 지역들이 침수되고 무려 4천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워낙에 홍수 규모가 커 언제쯤 사태가 진정될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홍수가 수습되면 파손된 제방, 도로 등 유실된 시설물 복
구, 치수(治水)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수요
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국의 홍
수 사태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향 원자재 물동량을 증가시켜 건화물선 시장을 지
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위축으로, 주로 발전 원료로 사
용되는 석탄의 수요 또한 위축되고 있다. 석탄 대비 청정 연료인 LNG 가격이 하락
하자 유럽 등의 석탄 수요가 LNG로 전환된 점도 석탄 수요를 압박하였다. 클락슨
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년 전 세계 석탄 해상물동량이 전년 대비 8% 감소한 11억
8,800만 톤에 그칠 것이며,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석탄 수입국 들에
서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제로 올 상반기 석탄 해상 물동량은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변동은 있었지만, 전체 물동량 규모는
부진하게 이어졌다.

▮ 중국 수입 제한
코로나19가 최초 중국에서 발생했을 당시 중국 내 탄광 운영 차질로 중국향 석
탄 수입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중국의 석탄 생산이 정상화되며 5월
부터는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중국의 올 상반기 석탄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1억 7,420만 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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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국 월별 석탄 수입량(만톤)

<그림 6> 중국 월별 석탄 생산량(백만톤)

자료: 중국해관총서, 중국통계국

문제는 중국 정부가 연간 석탄 수입 총량을 제한하는 쿼터(quota)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쿼터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매년 증가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각 항만별 석탄 수입량을 전년 수입량 만큼
만 허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의 석탄 수입량 증가는 일부
항만들의 수입 쿼터 조기 소진을 초래하여 중국의 석탄 수입 여력을 축소 시켰다.
중국 정부의 수입 제한 정책이 연말까지 강행될 경우, 올 하반기 중국의 석탄 수입
은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작년의 경우, 중국향 석탄 수입
량은 수입 쿼터가 소진된 연말에 크게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올해
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석탄 수입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자국산 석탄 사용을 장려하
여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지원하는데 있다. 올 상반기 중국의 석탄 생산
량은 코로나19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1~2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
가하였으며, 상반기 전체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8억 톤을 기록하
였다. 다만 6월에는 전국적인 폭우 및 탄광 안전점검 실시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만 톤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에 중국산 석탄 가격은 정부의 통제
범위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석탄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유입되기도 하였으나, 중국 당국은 즉시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장려하며 석탄 가격을 진정시키고 있다. 이는 향후 중국향 석탄 수입
량 증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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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k-Down 해제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위해 국가 봉쇄(Lock-down)에 돌입하였던 인디아와 남
아공이 5월부터 봉쇄를 완화하고 산업활동 재개에 돌입하였다. 이에 2개월 여 이
어진 봉쇄 기간 중 미뤄왔던 석탄의 교역도 재개되어 6월 경에는 남아공산 석탄이
제법 활발하게 수출되었다. 때마침 경제활동을 재개한 인디아도 몬순 시즌 이전
석탄 재고 구축을 남아공산 위주로 진행하며 인도양 수역 내 석탄 교역은 인도네
시아 및 호주산 석탄의 상대적 부진을 상쇄하며 건화물선 시황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봉쇄 해제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봉쇄 기간 중 지연된 석탄 교
역이 풍선 효과를 나타내며 봉쇄 완화 후 물동량이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석탄
수요 부진으로 인해 석탄 교역이 지속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더해 인디아와
남아공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전환되어 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디아가 본격적인 몬순 시즌에 접어들며 석
탄 수입 수요가 감소한 점도 석탄 물동량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봉쇄 완화 후 나타
난 인도양 내 석탄 물동량 회복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며, 인디아
의 몬순이 종료되는 3분기 말에나 계절적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림 7>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 전년 대비 증감은 2020년 물동량 기준

상기 요인들 외에도, 전 세계 철강 생산량 감소에 따른 원료탄 교역 부진, 미⋅
중 갈등 심화에서 파생된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 등도 석탄의 해상 물동량에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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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작용한다. 석탄 교역의 위축에 따라 국제 석탄 가격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 가격은 채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
하여 생산량 감축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경기가 회복 되고 에너지 수
요가 반등하면 석탄 교역도 자연스레 정상화 되겠지만, 아직 그 시기를 판단하기
에는 넘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2. 곡물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소맥 및 옥수수(잡곡) 물동량 추이와 전망
매년 7월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수확되며 흑해 인근의 운임 시장
을 견인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흑해 곡물 시즌이 도래하며 대서양의 건화물선 시
황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USDA는 러시아의 올 시즌 소맥 수출량을 전 시즌 대비 약 150만 톤 증가한
3,600만 톤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신곡 수확이 전 시즌 대비 다소 느리
게 진행되며 본격적인 수출은 8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17 시즌 이후 3년 연속 최악의 흉작을 기록한 호주의 소맥 생산량이 올 시
즌에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호주의 소맥 수출 부진
이 이어진 최근 3년간 호주의 주요 수출 시장을 잠식한 바 있다. 그러나 호주산 소
맥이 다시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경우 러시아산과의 판매 경쟁이 불가피하므
로, 러시아는 호주산 소맥이 시장에 본격 출하되는 12월 이전에 최대한 판매를 집
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는 시즌 상반기인 올 12월까지는 자국산 곡
물에 대한 수출 쿼터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곡물의 조기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 국제 소맥 해상물동량은 러시아 중심으
로 전개되겠으나, 올 연말 및 내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산의 영향력이 감소 하고 오
랜만에 호주산 소맥이 물동량을 주도하는 패턴이 전망된다. 미국과 캐나다, 아르
헨티나 등 다른 소맥 수출국들은 평년 수준의 수출량을 기록할 것으로 USDA는 전
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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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소맥 물동량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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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의 경우, 올 상반기 의외의 선전을 펼쳤던 미국산의 수출이 서서히 감소
하는 동시에 브라질산 이모작 옥수수가 시장에 본격 출하되고 있다. 이전 호에서
기술하였듯이,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는 국제 유가 폭락의 영향으로 미국 내 에탄
올 수요가 급감하며 옥수수 수출 가용물량이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OPEC+등 주
요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 감축이 6월 경 효과를 나타내며 국제 유가의 바닥없는
하락세가 종료되고, 미국 내 에탄올 공장의 가동률도 회복세를 나타내며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림 9> 브라질 및 미국 월별 옥수수 수출량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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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대두의 수출이 마무리 되어가며 옥수수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브라질이 대두 수출에 집중하던 지난 4~5월에는 옥수수 수출량이 월간 10만 톤에
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6월에는 40만 톤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현재까지의 항
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해보면 7월 수출량은 약 5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옥수수 해상 물동량은 미국산이 수확되는 4분기 까지는 브라질산과 우크라
이나산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옥수수 물동량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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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브라질 국영 농업회사 Conab은 올 시즌 브라질산 옥수수 수출량이 전
시즌 대비 약 650만 톤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SDA는 380만 톤 감
소 전망). 이모작 옥수수 재배 후반에 발생한 가뭄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주
원인이다. 수출 초기 물량이 집중된 7월에는 전년 동기의 수출량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도 견조한 물동량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올 4분기 미
국산 옥수수의 작황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브라질산 옥수수 수출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미국산 옥수수 작황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올 상반기 파나막스 이하 중형선 시장의 주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였던 브라질
의 대두 수출은 4월을 고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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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과 헤알화 약세 효과,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중국의 브라질산 쏠림 현상
등이 브라질산 대두의 수출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헤알화 약세 현상이 둔화되고
조기 대량 수출로 인해 수출 가용 물량이 소진되며 브라질산 대두 수출도 차츰 둔
화되는 모습이다.
<그림 11> 브라질 및 미국 월별 대두 수출량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올 시즌 수확한 브라질산 대두의 90% 이상이 이미 판매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세계 최대의 대두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구매를 타진하고 있
다. 미⋅중 갈등이 무역 분쟁을 넘어 홍콩 보안법, 주미 중국 영사관 폐쇄 등 정치
적인 이슈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산 대두 구매를 소량이나마
이어가고 있다. 브라질로부터 조달이 가능한 물량은 이미 대부분 확보하여, 미국
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고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호주와 갈등을 일으키며 호주산 석탄과 곡물에 대해서는 수입 제한 조치
를 실시하면서도, 자국 내 수요 충족에 필수적인 호주산 철광석에 대해서는 별다
른 제한을 실시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통제 단계로 접어들며 사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중국이 미국산 대
두 구매를 중단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의
도적으로 확대할 만한 이유는 그리 많지 않다. 브라질산 대두를 우선적으로 최대
한 조달하고, 그 부족분을 미국에서 구매하는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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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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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DA는 최근 보고서에서 브라질의 올 시즌 대두 수출량을 8,900만 톤으로 전
망하여, 기존 전망치 대비 600만 톤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브라질이 2019/20
시즌 6월까지 수출한 대두는 이미 7,752만 톤을 기록 중이다. USDA가 전망한
8,900만 톤 수출이 현실화될 경우 올 시즌 잔여 3개월(7~9월) 간 월 평균 수출량
은 약 383만 톤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월 평균 수출량 대비
약 200만 톤 낮은 수준으로, 올 시즌 브라질산 대두의 해상물동량 효과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건화물 물동량⋅선복량 추이와 전망
▮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중국의 경기 부양책 실시 효과 및 브라질의 철광석 공급능력 회복에도 불구하
고, 금년 전 세계 건화물 해상 물동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강 생산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 부
진에 따른 석탄 교역 감소도 해상 운송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클락슨은 2020년 건화물선 물동량 예측치를 전년 대비 4.5% 감소한 약 50.17억
톤으로 이전 전망치 대비 0.2%p 추가 하향 조정하였다. 석탄 물동량은 전년 대비
1억 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적 철강 생산 부진에 따라 철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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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철스크랩, 니켈 원광, 코크스 등 철강 관련 화물들의 물동량도 큰 폭으로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 전망치는 금년 상반기에 이미 감소한 기록이 반영된 수치이므로, 올 하반
기 물동량은 상반기보다는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하여 감염병 통제와 경제 활동 유지를 최대한 병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미국, 브라질 등 주요 국가들의 감염병 확산이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중국의 대홍수 피해에 따른 산업활동 차질도 아직 현
재 진행형이라, 하반기 해상물동량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여전히 조심스러
워 보인다.
<그림 13> 주요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 전월 전망치⋅전년 대비 증감은 2020년 물동량 기준

▮ 건화물선 선복량 추이와 전망
2020년 6월 말 기준 건화물선 선복량은 8.98억 톤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1,950만 톤 증가하였다. 선형별로는 파나막스 선대가 연말 대비 3.4% 증가하며 가
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수프라막스 2.3%, 케이프 1.9% 순의 선대 증가율
이 나타났다. 신조선 인도가 타 선형 대비 적었던 0.7% 증가에 그쳤다.
올 상반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운항 원가를 하회하는 부진한 시장이 전개 되었
으나, 남미 곡물 효과 등으로 시황이 그나마 덜 침체되었던 파나막스와 수프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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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노후선 해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타 선형 대비 높은 운항원가
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익력이 바닥을 기었던 케이프 선형은 코로나19로 폐쇄되었
던 인디아, 방글라데시 등의 선박 해체 야드들이 운영을 재개하자마자 폐선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케이프는 올 상반기 30척의 노후선을 해체하였으나, 파나막스
와 수프라막스는 각각 3척, 13척을 해체하는데 그쳤다.
<그림 14> 선형별 신조인도⋅해체⋅순증감 추이 (분기별)

자료: Clarkson, 단위: 천 톤(DWT)

6월 이후 건화물선 시황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중국의 조선소들도 조업을 이어
감에 따라 금년 건화물선 예상 선대 증가율은 다시 상향 조정되고 있다. 4월 말 기
준 케이프 2.3%, 파나막스 3.6%, 수프라막스 2.6%, 핸디사이즈 0.9%이던 금년
선대 증가율 전망치는 6월 말 기준 케이프 2.5%, 파나막스 4.7%, 수프라막스
3.2%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오직 핸디사이즈만 0.8%로 하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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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화물선 시황 추이와 전망
지난 6월 갑작스럽게 나타난 케이프의 폭등세는 건화물선 시황을 빠른 속도로
견인하였다. 5월 14일 393 포인트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BDI는 단 37 영업일만
인 7월 7일 1,949 포인트까지 급등하였다. 이후 케이프 시황 급등을 견인했던 요
인들이 해소되며 7월 23일 현재 1,388 포인트까지 하락하였으나, 이번 상승 랠리
이전 까지 이어지던 부진한 시황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최근의 BDI 급등은 최근 5년 내 가장 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래
프에서 나타나듯, 금년 5월 말 BDI는 최근 5년 내 같은 기간 대비 최저점에 위치
하고 있었으나, 6월 중순 이후 5년 내 최고점 구간으로 수직 상승하였다. 코로나19
로 왜곡된 시황 구조 하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영향이다.
<그림 15> 건화물선 운임지수 추이(장기⋅단기)

자료: 발틱해운거래소

건화물선 시장은 올 하반기에도 강한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펀더멘털
요인들의 왜곡이 차츰 해소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
기부양책 효과 및 중국의 홍수 이후 인프라 복구 수요 유입 등에 힘입어, 하반기
건화물선 수요는 상반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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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건화물선 시황의 회복세에 따라 곡물 운임도 6월 이후 빠른 반등을 구현하였다.
비록 철광석 수송 중심의 케이프선 상승이 건화물선 시황 급등의 주요 원인 이었
지만, 케이프 선박을 물리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화주들이 곡물 수송을 주로 하는
파나막스 선박의 사용을 확대한 까닭이다. 또한 브라질의 강력한 대두 수출 및 미
국의 옥수수 수출 증가 자체도 곡물 운임 시황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6> 노선별 곡물 운임 추이
(단위: US$/ton)

구 분

USG

PNW

BRZ

현 물

43.25

22.63

29.10

2020년

38.6

19.4

27.0

2019년

45.1

24.1

33.6

3년 평균

42.9

23.0

31.8

3년 최고

52.3

29.9

43.0

3년 최저

31.2

15.4

19.9

자료: Clarkson

선박 연료유가는 국제 유가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다. 당초
IMO 2020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대비하여 정유사들이 저유황유 생산을 확대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선박 운항이 감소하며 저유황 연료유의 공급 과잉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수요 회복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생산량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향후 연료유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곡물 해상운임은 건화물선 자체 시황 변동에 연동되어 완만한 회복
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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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곡물/에너지 선물 가격 동향과 전망
임호상(Economist & Grain Analyst)*

1)

곡물 동향: 곡물 선물은 7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옥수수 -16.3%, 대두
-8.1%, 소맥 -5.4%를 기록하였다. 6월 말 대비로는 옥수수 -4.0%, 대두 +2.0%, 소맥
+9.3%를 기록하였다. 1) 소맥은 러시아/남미 소맥 작황 우려, 2) 6월 30일 농무부 옥수수
작부면적이 3월의 작부의향면적 9,699만 에이커 대비 큰 폭 줄어든 9,200만 에이커를 기
록, 3) 중국이 1월 약속한 미국산 곡물 수입 움직임 이어간 점, 4) 6월 후반부터 미국 재배
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 등이 가격 지지 요인들이었다.
곡물 전망: 곡물 시장은 최근 불거진 미국 재배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급 불안 요인이 부각되면서 언제든지 가격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이다. 다만 최근 발표된 미국 농무부의 주간 Crop Progress 보고 등에서 나타났듯이, 작황
에 대한 Good+Excellent 평가가 7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극단적인 날씨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는다면 미국산 곡물 가격의 반등 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에너지 동향: WTI 원유 선물 가격은 7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28.6%
를 기록하였다. 전월 말 대비로는 7월 후반까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경기회복 움직임이 나타나며, 원유와 구리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에너지 전망: 1) 8월부터 OPEC+의 일간 감산 규모 축소, 2) 미국 11월 초 대선 앞두고
트럼프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 美/中간 정치적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 3) 브라질 등 남반구
에서 코로나19 확산 움직임, 4) 기술적으로 금, 은 등 안전자산 가격 급등이 나타남에 따라
주식/원유 등의 단기 가격 조정 요인이 불거질 가능성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7월 23일 원유 수요 전망치 상향 수정, 새로운 코로나19 관련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확산 등을 감안할 때, 유가의 가격 하락은 단기 조정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차트: USDA, 삼성선물]

* hosang09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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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물 선물 시장 가격 동향과 전망
1.1 곡물 선물 동향: 날씨에 대한 우려와 중국 수입이 가격 지지 요인
<표 1> 7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7월 24일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전년말比 (%)

-16.3%

-8.1%

-5.4%

-14.8%

-5.2%

-28.6%

전월말比 (%)

-4.0%

+2.0%

+9.3%

+5.5%

+0.9%

+4.9%

<표 2> 6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6월 말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전년말比 (%)

-12.8%

-9.9%

-13.4%

-19.3%

-6.0%

-32.0%

5월 말比 (%)

+3.4%

+3.5%

-6.3%

+1.7%

+1.6%

+9.3%

곡물 선물은 7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옥수수 -16.3%, 대두
-8.1%, 소맥 -5.4%를 기록하였다. 6월 말 대비로는 옥수수 -4.0%, 대두 +2.0%,
소맥 +9.3%를 기록하였다. 1) 소맥의 경우 러시아/남미 등의 소맥 작황 우려, 2)
6월 30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 옥수수 작부면적이 3월의 작부의향면적 9,699만 에
이커 대비 큰 폭 줄어든 9,200만 에이커를 기록한 점, 3) 중국이 1월 약속한 미국
산 곡물 수입 움직임을 이어간 점, 4) 6월 후반부터 미국 재배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 등이 곡물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 옥수수 선물 가격 일간 차트(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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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촉발된 미/중간 정치적 알력이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곡물 가격의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
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지지율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양국간 정치적 긴장 관계가 11
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은 미국산 곡물 가격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다.
<그림 2> 대두 선물 가격 추이 차트 (출처: 삼성선물)

<그림 3> Soybean Meal 선물 가격 일간 차트 (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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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곡물 선물 가격 전망
▮ 미국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美/中 정치적 갈등 재부각 리스크
1)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로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는 최근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를 하회하는 여론조사 지지율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며, 2) 중국의 시진핑 주석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해진 국내 정치
적 입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올해 연말까지는 미/중간 외교 마
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산 곡물 수입에 나서는
것을 제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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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미국은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이 산업 스파이 역할을 하였다면서 폐쇄를 결정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쓰촨성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를 단행한 상황
이다.
이런 가운데 아래 챠트에서 보듯, 최근 안전자산인 금 가격 폭등 움직임이 나타
나고 있어, 단기적으로 주식과 곡물 등 투기성 상품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는 주의
가 필요하다
<그림 4> 금 선물 일간 차트: 코로나 우려 및 미/중 갈등 속에 사상 최고치(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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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컨설팅업체는 곡물 가격 방향성 혼조세를 전망
지난 6월 초 미국의 컨설팅업체 피치 솔루션스는 향후 3개월 동안 글로벌 곡물
시장에서 상품별로 가격 방향성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람이 주로 소비하
는 소맥이나 쌀 같은 종류의 곡물 가격은 소비자 수요가 견고하고 코로나19 팬데
믹으로 상품 교역에 차질이 발생해 가격 지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동물 사료나 바이오에너지 원료로서 수요가 많은 대두와 옥수수 가격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피치 솔루션스는 축산업 공급사슬이 문제를 겪고 있
으며, 저유가 여파로 바이오에탄올 플랜트가 문을 닫아 대두⋅¤옥수수 수요 전망
치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연준과 ECB 정책, 유로화 강세 통해 미국산 곡물 가격 지지 요인
미국 Fed는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수익률 곡선 제어(YCC: 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9월에 도입할 전망이다. YCC는 중앙은행이 장기금리에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양
적완화가 국채 매입을 통해 장기물 금리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YCC는
직접 금리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국채매입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물가
상승 우려가 재부각될 경우 연준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투자자
들이 염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5> 유로화 환율 추이 일간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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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최근 유로존의 경기회복을 위한 ECB의 금융정
책 및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지원 정책과 함께, 유로화나 영연방 국가인 호주달러화
의 강세를 통해 소맥과 같은 미국산 곡물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월 들어 유럽중앙은행(ECB)는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규모를 기존의
7,500억 유로에서 1조 3,500억 유로로 6천 억 유로 규모 확대하는 등, 시장 예상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준 점도 원유나 곡물 가격에 지지력을 제공
하였다.

▮ 경제활동 재개와 코로나 백신 개발 또한 곡물 가격 급락 제한 요인
지난 6월 전망에서도 강조하였듯이,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정부는 경제활동
재개로 정책 방침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극단적
인 경제 공황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최근 발표된 미국의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등의 세부 내역인 향후 전망 지수
들을 보게 되면, 심리 개선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백신 개발이 급속히 진
행되면서 코로나 확산 초기,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코로나에 걸려 사망한 사람
들이 불운했던 것이 될지 모른다.

▮ 미국 재배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 우려가 미칠 리스크는 있겠지만
곡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최근 불거진 미국 재배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에는 미국의 곡물 수급 불안 요인이 부각되면서 언제든지 가격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은 그 같은 리스크 요인이 제한적이고,
최근 발표된 미국 농무부의 주간 Crop Progress 보고 등에서 작황에 대한
Good+Excellent 평가가 7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 극단적인 날씨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는다면 미국산 곡물 가격의 반등 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 최근 미국 돈육 선물 가격 반등 흐름은 사료 곡물 가격 지지 요인
아래 챠트에서 보듯 미국의 돈육선물 가격은 중장기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정부분 사료 곡물 수요를 부각시키며 곡물 가격 지지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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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돈육 선물 일간 차트: 추가 하락 흐름

▮ 곡물 선물 전망 요약: 안전자산 선호와 美/中 정치적 알력 부각
곡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최근 불거진 미국 재배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에는 곡물 수급 불안 요인이 부각되면서 언제든지 가격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은 그 같은 리스크 요인이 제한적이고, 최근
발표된 미국 농무부의 주간 Crop Progress 보고 등에서 나타났듯이, 작황에 대한
Good+Excellent 평가가 7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극단적인 날씨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는다면 미국산 곡물 가격의 반등 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나 일본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부각되고 있으나, 양국 정
상들은 아직은 경제 재개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
한 기대를 이어갈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이미 모데나, 화이자를 비롯한 글로벌 제
약업체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와 같은 극단적인 경기침체 우려가 재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
다.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도입,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회복을 위한 정
책적 지원 언급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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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선물 동향과 전망
2.1 에너지 선물 동향: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기대로 반등 흐름 이어짐
<표 3> 7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7월 24일 종가 기준)
품목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전년말比 (%)

-28.6%

-36.1%

-22.0%

-29.2%

+2.5%

전월말比 (%)

+4.9%

+6.0%

+3.1%

+7.0%

+6.0%

<표 4> 6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6월 말 종가 기준)
품목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전년말比 (%)

-32.0%

-39.7%

-24.4%

-33.9%

-3.3%

5월말比 (%)

+9.3%

+11.2%

-9.2%

+10.7%

+11.9%

WTI 원유 선물 가격은 7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28.6%를 기록
하였다. 한편 전월 말 대비로는 +4.9%를 기록하며 가격 반등 흐름은 이어졌다. 7
월 후반까지는 미국, 유럽,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힘
입어 경기회복 움직임이 나타나며, 원유와 구리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그림 7> WTI 원유선물 일간: 경제할동 재개 속 반등. 단 코로나 재확산 속 상승 제한(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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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월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970만 배럴 감산을 기존 6월 말에서 7
월 말로 한 달간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도 유가의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OPEC+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이행률이 5월에 89%, 6월에 100%에 달했다는 언론
발표도 유가에는 지지 요인을 제공하였다. 6월 후반 이후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재부각된 점
은 유가의 추가 상승 폭을 제한하며 혼조세를 가져 온 요인이다.
<그림 8> 구리 선물 일간 차트(출처: 삼성선물, 연결선물 기준)

2.2 에너지 선물 전망
▮ 미국 대선 앞둔 미/중간 정치적 갈등 리스크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
장기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의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도입은 이어질 전망
이며, 이 같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최근 유가는 반등한 것이다. 특히
예상치를 상회한 중국의 제조업 관련 지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미
국의 원유재고 감소 흐름 등이 유가 급 반등에 힘을 보탠 요인들이다.
지만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중간 정치적 갈등이 재부각
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리스크에는 주의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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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1) 최근 금, 은 등의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상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 2) 아래 미국 나스닥 미니 주가지수 선물 가격 챠트에서 보듯,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은 투기적 상품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
해지는 부분이다.
<그림 9> 미국 나스닥 mini 주가 지수 선물 차트(출처: 삼성선물)

<그림 10> 은 선물 일간 차트: 코로나 우려 및 미/중 갈등 속에 사상 최고치(출처: 삼성선물)

7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 OPEC+ 감산 규모 7월까지만 유지될 듯. 유가의 추가 급등 제약
요인
7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OPEC+ 시장감시위원회는 하루 970만 배럴인 감산 규
모를 8월부터는 하루 770만 배럴로 200만 배럴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OPEC+ 주요국들은 하루 770만 배럴 감산을 올해말까지 지속하되, 내년부터는 감
산 규모를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하루 580만 배럴로 축소하기로 하였
다. 이 같은 결정은 향후 WTI 원유 선물 가격의 상승 폭을 제한할 요인이다.

▮ IEA의 원유 수요 전망 상향 수정은 유가 급락 제한할 부분임
7월 10일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원유 수급 전망 리포트에서 수요 전망
치가 9,210만 배럴로 6월 대비 40만 배럴 상향 수정되었다. 전년대비로는 여전히
790배럴 감소한 수치이지만, 이는 지난 4월의 930만 배럴 감소에 비해서는 개선
된 움직임이다.
IEA는 코로나19로 인해 4~6월 동안 원유 수요가 일간 1,640만 배럴 감소하였
으나, 5월에는 중국과 인도의 수요 회복이 시작되었으며, 이 같은 경향은 7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백신 개발로 경기회복 흐름은 유지 전망
최근 들어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
안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 기본적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일본 정
부들은 경제활동 재개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2) 이미 코로나 백신 개발 속
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새로운 백신 개발을 기
대해도 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점은 이 같은 불안 요인을 완
화시키며, 일부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공황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7월 23일 발표된 미국의 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가 +141만 6천 건으로 전주
의 130만 7천건 대비 증가한 것은 경기회복 속도에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며, 이는
향후 주식시장의 조정 요인을 제공할 부분이다. 다만 미국 정부와 의회의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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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기회복 지원안이 도입될 예정인 점은 이 같은 우려를 완화시킬 요인이다.

▮ 에너지 시장 전망 요약: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가격 조정 리스크 주의
1) 8월부터 OPEC+의 일간 원유 생산량 감산 규모 200만 배럴 축소 언급, 2) 미
국의 11월 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 美/中간 정치적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 3) 브라질 등 남반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9월 이후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4) 기
술적으로 금, 은 등 안전자산 가격의 급등이 나타남에 따라 주식/원유 등의 단기
가격 조정 요인이 불거질 가능성 등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에
너지기구(IEA)의 7월 23일 원유 수요 전망치 상향 수정, 새로운 코로나19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확산 등을 감안할 때, 유가 하락은 단기 조정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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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에서 헤지의 이월(Rolling
Hedges)을 통한 곡물 거래 이익의 창출
윤병삼(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2)

1. 헤지 이월(移越; Rolling Hedges)의 개념 및 원칙
헤지를 이월한다(roll over hedges; roll forward hedges)는 것은 만기가 곧 도
래하는 근월물(nearby month)로부터 만기가 보다 먼 원월물(deferred month)로
헤지를 전환(switch)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헤지를 이월하는 과정은 먼저 근월
물을 이용하여 매입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한 다음 나중에 해당 포지션을 청산함
과 동시에, 보다 먼 원월물을 이용하여 동일한 매입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
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월물에서 원월물로 헤지를 연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헤지의 이월은 매도헤지와 매입헤지 모두 다 가능하다. 매도헤지를 이월할 경우
먼저 매도한 근월물을 환매함으로써 최초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동시에 보다
먼 원월물을 매도함으로써 다음 결제월로 매도 포지션을 옮겨간다. 매입헤지를 이
월할 경우는 먼저 매입한 근월물을 전매함으로써 최초의 매입 포지션을 청산하고,
동시에 보다 먼 원월물을 매입함으로써 다음 결제월로 매입 포지션을 옮겨간다.
예컨대, 1월 15일에 옥수수 5,000 부셸(bu) 구매하고, 나중에 해당 옥수수를 판
매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비하여 3월물 옥수
수 선물 1계약을 매도하는 헤지를 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3월물 옥수수 선물
계약의 최초포지션일(first position day; FPD)이 임박한 2월 25일이 되도록 아직
현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도헤지를 다음 결제월로 이월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헤지를 이월하는 방법은 먼저 3월물 옥수수 선물 1계
약을 환매(還買)함으로써 1월 15일에 취한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동시에 5월물
옥수수 선물 1계약을 매도함으로써 3월물에서 5월물로 매도헤지를 이월하면 된다.

* bsyoon@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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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거래내역

1월 15일

･ 옥수수 현물 구매
･ 3월물 옥수수 선물 매도

2월 25일

･ 3월물 옥수수 선물 환매
･ 5월물 옥수수 선물 매도

헤지를 이월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베이시스의 변동이다. 헤지의 이월을 통하여 헤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베이
시스가 강화 또는 축소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결제월간 스프레드의 폭
이다. 헤지를 이월하는 시점에 두 결제월간의 스프레드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셋째, 보유비용의 크기이다. 특히 현물을 보유하는 매도헤지의 경우 헤
징기간 동안 보유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헤지를 이월하는 경우는 다음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장기간에 걸쳐 헤징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원월물이 전혀 거래되지 않
거나 거래량이 매우 적어 적절한 헤지거래가 곤란할 경우이다. 이 경우 유동성이
풍부한 근월물을 이용하여 헤지한 다음, 근월물이 만기가 될 때 보다 먼 원월물로
헤지를 이월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둘째, 현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계획에 맞춰 매입헤지 또는 매도헤지를 시행하
였으나, 해당 선물계약의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실제 현물의 구매 또는 판매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근월물을 이용하여 먼저 헤지한 다음, 근월
물이 만기가 될 때 만기가 보다 먼 원월물로 헤지를 이월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셋째, 헤지를 이월할 경우 결제월간 스프레드 및 베이시스의 변동이 수반된다.
그런데, 만약 결제월간 스프레드로부터 얻는 이익과 더불어 베이시스의 유리한 변
동(강화 또는 약화)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보유비용보다 크다면, 근월물에서 원월
물로 헤지를 이월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이 경우에 헤지를 이월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헤지를 이월할 때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헤지를 이월할 최적의 시점(timing)을
포착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헤져는 해당 선물계약의 실물인수도 기간이 가까
워질 무렵에 헤지를 이월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물인수도가 시작되기 몇
주 전에 헤지의 이월을 마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되는 곡물 선물계약의 경우 실물인수도
기간(delivery period)이 시작되는 최초포지션일(FPD; 결제월 전월의 마지막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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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일 직전일) 이전에 헤지의 이월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선
물계약을 매입한 매입헤져(long hedger)의 경우 특히 더 해당된다. 왜냐하면 실물
인수도 과정에서는 선물계약의 매도자가 먼저 실물(현물)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실물인수도가 시작된다. 선물계약의 매입자가 최초포지션일(FPD)
이후에도 선물 매입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언제라도 실물 인수 통지를 받
게 될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헤지를 이월하고자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도헤지는 보유비용시장(carry market), 즉 정상시장(normal market)
에서 이월해야 한다. 보유비용시장에서 매도헤지를 이월할 때는 보다 낮은 가격의
근월물 매도 포지션을 환매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가격의 원월물을
매도하는 거래가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근월물과 원월물간의 정상 스프레드
(carry spread)만큼 이익이 발생한다.
반면 역조시장(inverted market)에서 매도헤지를 이월할 때는 보다 높은 가격
의 근월물 매도 포지션을 환매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가격의 원월물
을 매도하는 거래가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근월물과 원월물간의 역조 스프레드
(inverted spread)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1. 매도헤지의 이월(Rolling short hedges)
<보유비용시장>

<역조시장>

주: 위의 그림은 보유비용시장(정상시장)과 역조시장 하에서 선물계약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선물가격이 현물가
격에 수렴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선물계약의 만기 무렵에 매도헤지를 이월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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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매입헤지의 이월(Rolling long hedges)
<보유비용시장>

<역조시장>

주: 위의 그림은 보유비용시장(정상시장)과 역조시장 하에서 선물계약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선물가격이 현물가
격에 수렴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선물계약의 만기 무렵에 매입헤지를 이월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
다.

둘째, 매입헤지는 역조시장에서 이월해야 한다. 보유비용시장(정상시장)에서 매
입헤지를 이월할 때는 보다 낮은 가격의 근월물 매입포지션을 전매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가격의 원월물을 매입하는 거래가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근월물과 원월물간의 정상 스프레드(carry spread)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 역조시장에서 매입헤지를 이월할 때는 보다 높은 가격의 근월물 매입 포지
션을 전매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가격의 원월물을 매입하는 거래가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근월물과 원월물간의 역조 스프레드(inverted spread)만큼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스프레드와 전혀 무관하게 헤지를 이월하여야만 하
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정상시장(보유비용시장) 하에서 매도헤지를 이월하고, 역
조시장 하에서 매입헤지를 이월한다는 목표를 가지더라도, 시장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리하더라도 헤지를 이월해야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는 최소한의 스프레드 비용으로 헤지를 이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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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헤지의 이월(Rolling Short Hedges)
2.1. 옥수수 매도헤지(Short Hedge)의 이월
먼저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보유비용시장(정상시장)에서 매도헤지를 이월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살펴본 바대로 보유비용시장(정상시장)에서 매도
헤지를 이월하면 근월물과 원월물간의 스프레드(carry spread)만큼 이익이 발생
한다. 따라서 결제월간 스프레드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
Y사는 11월 1일에 옥수수 5,000 부셸(bu)을 -20 Dec(￠20 under December)
에 구매(long the basis)하였다. 구매한 옥수수를 바로 판매하기보다는 베이시스
가 강화(축소)되기를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아울러 옥수수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12월물 옥수수 선물 1계약(=5,000 bu)을 $3.75/bu에 매도(short futures)하여 헤
지하였다.
옥수수의 보유비용은 저장비용, 이자비용,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1개월에

￠4/bu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헤지를 이월하는 시점은 해당 결제월의 1일로 가정
한다.

날짜

현물가격

12월물(Dec)

베이시스

11월 1일

$3.55/bu

$3.75/bu

-$0.20

<헤지의 이월>
12월 1일에 이르러 옥수수 선물가격 및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다.
날짜

12월물(Dec)

3월물(Mar)

스프레드

12월 1일

$3.92/bu

$4.02/bu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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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는 아직 현물을 판매하지 않은 상황이고,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1개월
간의 보유비용이 ￠4/bu인 점을 감안할 때, 12월물과 3월물간의 스프레드(carry
spread) +$0.10(= ￠10)은 12월물에서 3월물로 매도헤지를 이월하기에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매도헤지를 이월함으로써 얻는 스프레드 이익이 보유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월물 옥수수 선물 1계약을 $3.92/bu에 환매하
고, 동시에 3월물 옥수수 선물 1계약을 $4.02/bu에 매도함으로써 헤지를 이월한다.
헤지의 이월을 통해 얻어진 스프레드 이익 +$0.10(= ￠10)을 최초의 매입베이
시스 -20 Dec로부터 차감하면, 조정매입베이시스(adjusted buy basis)는 -30
Mar가 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헤지의 이월을 통하여 12월물을 기준으로 한
매입베이시스 -20 Dec(￠20 under December)가 3월물을 기준으로 한 매입베이
시스 -30 Mar(￠30 under March)로 전환된 것이다. 즉, Y사가 보유하고 있는 옥
수수(현물)의 가치가 3월물 선물가격을 기준으로 재조정된 것이다.
표 1. 매도헤지(short hedge)의 이월에 따른 매입베이시스의 조정

매도헤지
(short hedge)

보유비용시장
(carry market)

역조시장
(inverted market)

매입베이시스에서 스프레드를 차감한다 매입베이시스에다 스프레드를 합산한다

이와 같이 조정된 매입베이시스 -30 Mar에 1개월간의 보유비용 ￠4/bu을 더하
면, 옥수수의 순매입베이시스(net buy basis)는 -26 Mar가 된다. 만약 12월 1일
에 매도베이시스가 -20 Mar에 형성되어 옥수수를 판매하고, 아울러 매도헤지를
청산한다면, 저장수익은 순매입베이시스(-26 Mar)와 매도베이시스(-20 Mar)의
차이인 ￠6/bu(= $0.06/bu)이 된다. 그리고 전체 물량에 대한 총저장수익은
$300(= $0.06/bu × 5,000bu)이 된다.
한편, 3월 1일에 이르러 옥수수 선물가격과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다.

날짜

3월물(Mar)

5월물(May)

스프레드

3월 1일

$4.00/bu

$4.09/bu

+$0.09

3월물과 5월물간의 스프레드가 +$0.09(= ￠9)이고, 1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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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의 보유비용이 ￠12/bu(= ￠4/bu × 3개월)이므로, 헤지의 이월에 따른
스프레드 이익이 보유비용을 모두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헤징기간
의 연장에 따른 베이시스의 상승(강화) 가능성을 감안하면, 3월물에서 5월물로 매
도헤지를 이월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Y사는 3월물 옥수수
선물 1계약을 $4.00/bu에 환매하고, 동시에 5월물 옥수수 선물 1계약을 $4.09/bu
에 매도함으로써 헤지를 이월하였다.
헤지의 이월을 통해 얻어진 스프레드 이익 +$0.09(= ￠9)를 순매입베이시스
-26 Mar에서 차감하면, 이제 매입베이시스는 다시 -35 May(￠35 under May)로
조정된다. 이 조정매입베이시스 -35 May에 3개월간의 보유비용 ￠12를 더하면,
옥수수의 순매입베이시스는 다시 -23 May(￠23 under May)가 된다. 옥수수의
순매입베이시스를 조정된 현물가격으로 나타내면 $4.09/bu - $0.23/bu =
$3.86/bu이 된다.
조정된 현물가격 $3.86/bu이 실제 구매가격 $3.55/bu보다 높아지긴 하였지만,
헤지의 이월을 통하여 11월 1일의 상황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헤지의 이월을 통하여 저장비용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스프레드를 확보
하였고, 헤지를 이월하는 동안 매도베이시스가 강화(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
도헤지를 유지하여 가격 하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헤지를 이월하는 당일인 3월 1일에 옥수수가 -10 May에 거래되는 것을 확
인하고, 그동안 저장해온 옥수수를 판매하는 동시에 5월물 옥수수 선물 1계약을
환매하여 헤지를 청산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장수익은 순매입베이시스(-23 May)
와 매도베이시스(-10 May)의 차이인 ￠13/bu(= $0.13/bu)이 된다. 그리고 전체
물량에 대한 총저장수익은 $650(= $0.13/bu × 5,000bu)이 된다.
매도헤지를 이월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는 현물을 계속 저장할 것인가 아니면
현물을 판매하고 아울러 선물 매도포지션을 청산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일반적인
매도헤지의 이월 원칙에 따르면, 결제월간 스프레드가 저장비용을 상쇄하기에 충
분하고, 베이시스가 강화(축소)되는 한 계속해서 헤지를 이월하는 것이 유리하다.
헤지의 이월을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베이시스 및 결제월간 스프레드 패턴을 분
석하는 한편 현재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한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헤지의 이월에서는 보유비용시장(정상시장) 하에서 헤지의
이월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만약 역조시장 하에서 매도헤지를 이월하면 어떤 결과
가 초래될 것인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저장비용조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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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물계약을 기준으로 한 조정매입베이시스가
역조 스프레드만큼 높아지게 되어 베이시스의 강화(축소)로 인한 이익을 기대하기
가 힘들다.
예컨대, 5월 1일에 이르러 옥수수 선물가격이 아래와 같이 역조된 상태에 있다
고 가정하자.

날짜

5월물(May)

7월물(Jul)

스프레드

5월 1일

$4.10/bu

$4.05/bu

-$0.05

위와 같이 5월물과 7월물간의 스프레드가 역조된 상황에서 매도헤지를 이월한
다면, 5월물 옥수수 선물 1계약을 $4.10/bu에 환매하고, 동시에 7월물 옥수수 선
물 1계약을 $4.05/bu에 매도하게 된다. 시장이 역조된 상황에서 매도헤지를 이월
하기 때문에 매입베이시스는 순매입베이시스 -23 May에다 역조 스프레드
(inverted spread) -$0.05(= ￠5)를 반영하여 -18 Jul(￠18 under July)로 조정
된다.
조정매입베이시스 -18 Jul에다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2개월간의 보유비용

￠8/bu(= ￠8/bu × 2개월)를 합산하면 옥수수의 순매입베이시스는 -10 Jul(￠10
under July)가 된다. 만약 5월 1일에 매도베이시스가 -6 Jul라면, 저장수익은 순
매입베이시스(-10 Jul)와 매도베이시스(-6 Jul)의 차이인 ￠4/bu(= $0.04/bu)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 물량에 대한 총저장수익은 $200(= $0.04/bu ×
5,000bu)이 된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5월 1일까지 기다리기보다는 3월 1일에 옥수수를
판매하고 아울러 선물 매도포지션을 청산한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결정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옥수수 매도헤지의 이월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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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옥수수 매도헤지(short hedge)의 이월에 따른 결과
항목/날짜

11월 1일

12월 1일

3월 1일

5월 1일

매입베이시스
(buy basis)

-20 Dec

스프레드
(spread)

+10 Mar

+9 May

-5 Jul

조정매입베이시스
(adjusted buy basis)

-30 Mar

-35 May

-18 Jul

보유비용
(cost of carry)

+4

+12

+8

순매입베이시스
(net buy basis)

-26 Mar

-23 May

-10 Jul

매도베이시스
(sell basis)

-20 Mar

-10 May

-6 Jul

순수익
(net return)

+6(+$0.06)

+13(+$0.13)

+4(+$0.04)

위의 거래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고정가격(flat price)을 기준으로 3월 1일
까지의 거래내역을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옥수수 매도헤지의 일자별 거래내역, 거래손익 및 순수익
날짜

거래내역

거래손익

11월 1일

･옥수수 현물 매입 : -20 Dec(= $3.55/bu)
･12월물 옥수수 선물 매도 : $3.75

12월 1일

･12월물 옥수수 선물 환매 : $3.92
･3월물 옥수수 선물 매도 : $4.02

-$0.17
(= $3.75 - $3.92)

･3월물 옥수수 선물 환매 : $4.00
･5월물 옥수수 선물 매도 : $4.09

+$0.02
(= $4.02 - $4.00)

･옥수수 현물 매도 : -10 May(= $3.99/bu)
･5월물 옥수수 선물 환매 : $4.09

$0.00
(= $4.09 - $4.09)

3월 1일

① 옥수수 현물 매입가격 : $3.55/bu
② 옥수수 선물거래 손익 : -$0.15/bu
③ 보유비용(4개월) : $0.16/bu(= $0.04/bu × 4개월)
④ 옥수수 현물 매도가격 : $3.99/bu
--------------------------------------순수익 : ④-①+②-③ = +$0.13/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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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1월 1일에 옥수수를 구매한 가격은 $3.55/bu이다. 12월 1일에 헤지를 이
월하면서 발생한 선물거래 손익(12월물)은 -$0.17/bu, 3월 1일에 헤지를 이월하
면서 발생한 선물거래 손익(3월물)은 +$0.02/bu, 그리고 3월 1일에 헤지를 청산
하면서 발생한 선물거래 손익(5월물)은 +$0.00/bu으로, 총 선물거래 손익은
-$0.15/bu이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4개월간의 보유비용은
$0.16/bu(= $0.04/bu × 4개월)이다. 한편 3월 1일에 옥수수 현물을 판매한 가격
은 $3.99/bu이다. 옥수수 현물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한 후 헤지의 이월에
따른 선물거래 손익, 그리고 보유비용을 반영하면 순수익은 +$0.13/bu이 된다. 이
러한 결과는 <표 2>에서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2.2. 소맥 매도헤지(Short Hedge)의 이월
이번에는 소맥의 매도헤지 사례를 통하여 헤지의 이월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
도록 하자.
<상황>
Y사는 6월 1일에 소맥 5,000 부셸(bu)을 -10 Jul(￠10 under July)에 구매
(long the basis)하였다. 6월 1일 현재 소맥 선물가격 및 결제월간 스프레드는 다
음과 같다.

날짜
6월 1일

7월물(Jul)

9월물(Sep)

$5.29/bu

$5.36/bu
$5.36/bu

12월물(Dec)

스프레드
+$0.07(Jul/Sep)

$5.48/bu

+$0.12(Sep/Dec)

과거의 스프레드 패턴을 확인하고, 아울러 현재의 소맥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결제월간 스프레드는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이시스는 소맥의 수확기를 지나면서 향
후 보다 더 강화(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판단 하에서 Y사는 소맥을
저장하여 기다리기로 하는 한편, 소맥 가격의 하락에 대비하여 7월물 소맥 1계약
(=5,000 bu)을 $5.29/bu에 매도(short futures)하여 헤지하였다.
앞의 예제에서와 같이, 소맥의 보유비용은 저장비용, 이자비용, 보험료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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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1개월에 ￠4/bu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헤지를 이월하는 시점은 해당 결제
월의 1일로 가정한다.
<헤지의 이월>
7월 1일에 이르러 소맥 선물가격 및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다.
날짜
7월 1일

7월물(Jul)

9월물(Sep)

$5.26/bu

$5.32/bu
$5.32/bu

12월물(Dec)

스프레드
+$0.06(Jul/Sep)

$5.47/bu

+$0.15(Sep/Dec)

7월물과 9월물 간의 정상 스프레드(carry spread)가 +$0.06(=￠6)이고, 9월물
과 12월물 간의 스프레드는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Y사는 이러한 판단
하에서 7월물 소맥 선물 1계약을 $5.26/bu에 환매하고, 동시에 9월물 소맥 선물
1계약을 $5.32/bu에 매도함으로써 헤지를 이월하였다.
6월 1일에 소맥을 구매할 때의 베이시스는 -10 Jul이고, 7월 1일에 헤지의 이월
을 통해 얻어진 스프레드 이익은 +$0.06(= ￠6)이다. 따라서 최초의 매입베이시
스 -10 Jul로부터 스프레드 이익 +$0.06(= ￠6)을 차감하면, 조정매입베이시스는
-16 Sep(￠16 under September)가 된다. 여기에다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1개
월간의 보유비용 ￠4/bu을 반영하면, 순매입베이시스는 -12 Sep(￠12 under
September)가 된다.
한편, 9월 1일에 이르러 소맥 선물가격과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다.

날짜

9월물(Sep)

12월물(Dec)

스프레드

9월 1일

$5.56/bu

$5.74/bu

+$0.18

9월물과 12월물 간의 스프레드(carry spread)가 +$0.18(=￠18)로 매우 매력적
인 수준이라고 판단되어서 다시 한 번 헤지를 이월하기로 한다. 즉, 9월물 소맥 선
물 1계약을 $5.56/bu에 환매하고, 동시에 12월물 소맥 선물 1계약을 $5.74/bu에
매도함으로써 헤지를 이월한다.
헤지를 이월하기 전의 순매입베이시스가 -12 Sep이었으므로, 여기에다 헤지의
이월을 통해 얻어진 스프레드 이익 +$0.18(= ￠18)을 반영하면, 이제 매입베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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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다시 -30 Dec(￠30 under December)로 조정된다. 이 조정매입베이시스
-30 Dec에 2개월간(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의 보유비용 ￠8을 반영하면, 소맥
의 순매입베이시스는 이제 -22 Dec(￠22 under December)가 된다.
9월 10일에 이르러 Y사는 10월 1일에 납품할 것을 조건으로 -7 Dec에 소맥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여 소맥을 판매하기로 계약하
는 한편, 12월물 소맥 선물 1계약을 당일의 시세인 $5.67/bu에 환매하여 헤지를
청산하였다.
9월 1일에 헤지를 이월함으로써 순매입베이시스(net buy basis)는 -22 Dec가
되었고, 여기에다 9월 한 달간의 보유비용 ￠4/bu을 반영하면, 이제 순매입베이시
스는 -18 Dec(￠18 under December)가 된다. 그 결과 저장수익은 순매입베이시
스(-18 Dec)와 매도베이시스(-7 Dec)의 차이인 ￠11/bu(= $0.11/bu)이 된다. 그
리고 전체 물량에 대한 총저장수익은 $550(= $0.11/bu × 5,000bu)이 된다.
위에서 살펴본 소맥 매도헤지의 이월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소맥 매도헤지(short hedge)의 이월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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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날짜

6월 1일

7월 1일

9월 1일

매입베이시스
(buy basis)

-10 Jul

9월 10일

스프레드
(spread)

+6 Sep

+18 Dec

조정매입베이시스
(adjusted buy basis)

-16 Sep

-30 Dec

-22 Dec

보유비용
(cost of carry)

+4

+8

+4

순매입베이시스
(net buy basis)

-12 Sep

-22 Dec

-18 Dec

매도베이시스
(sell basis)

-7 Dec

순수익
(net return)

+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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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거래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고정가격(flat price)을 기준으로 9월 10일
까지의 거래내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소맥 매도헤지의 일자별 거래내역, 거래손익 및 순수익
날짜

거래내역

거래손익

6월 1일

･소맥 현물 매입 : -10 Jul(= $5.19/bu)
･7월물 소맥 선물 매도 : $5.29

7월 1일

･7월물 소맥 선물 환매 : $5.26
･9월물 소맥 선물 매도 : $5.32

+$0.03
(= $5.29 - $5.26)

9월 1일

･9월물 소맥 선물 환매 : $5.56
･12월물 소맥 선물 매도 : $5.74

-$0.24
(= $5.32 - $5.56)

9월 10일

･소맥 현물 매도 : -7 Dec(= $5.60/bu)
･12월물 소맥 선물 환매 : $5.67

+$0.07
(= $5.74 - $5.67)

① 소맥 현물 매입가격 : $5.19/bu
② 소맥 선물거래 손익 : -$0.14/bu
③ 보유비용(4개월) : $0.16/bu(= $0.04/bu × 4개월)
④ 소맥 현물 매도가격 : $5.60/bu
--------------------------------------순수익 : ④-①+②-③ = +$0.11/bu

먼저 6월 1일에 소맥을 구매한 가격은 $5.19/bu이다. 7월 1일에 헤지를 이월하
면서 발생한 선물거래 손익(7월물)은 +$0.03/bu, 9월 1일에 헤지를 이월하면서
발생한 선물거래 손익(9월물)은 -$0.24/bu, 그리고 9월 10일에 헤지를 청산하면
서 발생한 선물거래 손익(12월물)은 +$0.07/bu로,

총 선물거래 손익은

-$0.14/bu이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4개월간의 보유비용은
$0.16/bu(= $0.04/bu × 4개월)이다. 한편 9월 10일에 소맥 현물을 판매한 가격
은 $5.60/bu이다. 소맥 현물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한 후 헤지의 이월에
따른 선물거래 손익, 그리고 보유비용을 반영하면 순수익은 +$0.11/bu이 된다. 이
순수익은 <표 4>에서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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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입헤지의 이월(Rolling Long Hedges)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매도헤져는 보유비용시장(정상시장)에서 헤지를 이월함으
로써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반면 매입헤져는 역조시장에서 헤지를 이월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한 시장상황 하에서 헤지를 이월하여야만 한다. 특히 매입
헤져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곡
물 선물시장이 역조시장을 형성하기보다는, 보유비용을 반영한 정상시장 구조를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입헤져는 헤지를 이월할 때 결제월간
스프레드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보다는, 스프레드 위험(spread risk)이 최
소화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한다.
선물 매입포지션은 장차 현물을 소유(구매)하게 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입
헤지를 이월하는 헤져는 그 소유권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다 먼 원월물로 이전하
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매입헤지는 매도헤지와 달리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비용을 포함한 보유비용을 감안할 필요가 없다.

3.1. 트레이더(Trader; Trading Company)의 매입헤지 이월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매입헤지가 이월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상황>
5월 1일 Y사는 5,000 부셸(bu)의 대두를 +5 Aug(￠5 over August)에 판매
(short the basis)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두의 납품 시기는 7월 중
순인데, 저장시설 여건, 금융비용 등을 감안할 때 계약 이행에 필요한 현물을 바로
구매하기보다는, 납기에 즈음하여 구매한 후 인도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 1일 현재의 대두 현물 및 선물가격은 다음과 같다.

날짜

5월 1일

92

현물가격

$8.48

선물가격

베이시스

7월물(Jul)

$8.45

+$0.03

8월물(Aug)

$8.43

+$0.05

스프레드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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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의 대두 매도베이시스(sell basis)는 +5 Aug(￠5 over August) 또는 이에
상응하는 +3 Jul(￠3 over July)이 된다. 따라서 이보다 낮은, 즉 약세인(weak)
베이시스에 대두를 구매하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만큼 매입베이시스(buy
basis)가 최대한 약화될 때 대두를 구매하는 것이 목표이다.
5월 1일 현재 대두 7월물과 8월물 간의 가격관계는 -$0.02(= ￠2)의 역조 스프
레드(inverted spread)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시장상황과 과거의 베이시스 및
스프레드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대두 선물시장은 당분간 계속해서 역조된 상태,
즉 7월물 선물가격이 8월물 선물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Y사는 선도거래로 대두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물 대두는 아직 확
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7월물 대두 선물 1계약을
$8.45/bu에 매입(long futures)하여 헤지한다. 비록 헤지를 시작하는 시점에 매
입베이시스를 알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매입헤지를 시행하는 시점부터 헤지를
이월하는 시점 사이에 언제라도 시장이 역조된 폭만큼 매입베이시스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확히 알고 있다.
Y사는 8월물 선물을 기준으로 현물을 매도(선도거래)하고, 아울러 7월물 선물
을 이용하여 매입헤지를 실시하였으며, 7월물과 8월물 간의 역조 스프레드는
-$0.02(= ￠2)이다. 따라서 향후 7월물과 8월물 간의 역조 스프레드가 추가적으
로 더 확대된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헤지의 이월>
7월 1일에 이르러 대두 선물가격 및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다.
날짜

7월물(Jul)

8월물(Aug)

스프레드

7월 1일

$8.70

$8.60

-$0.10

예상했던 대로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역조되고 그 폭이 확대되어 8월물이 7월
물보다 ￠10 낮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7월물 대두 선물 1계약을 $8.70/bu에 전
매하고, 동시에 8월물 대두 선물 1계약을 $8.60/bu에 매입함으로써 헤지를 이월
한다. 5월 1일 헤지를 시작한 시점의 역조 스프레드가 -$0.02(= ￠2)였고, 7월 1
일 헤지를 이월한 시점의 역조 스프레드가 -$0.10(= ￠10)이므로 헤지의 이월로
부터 얻어진 스프레드 이익은 +$0.08(=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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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7월 15일에 이르러 대두 베이시스가 보다 약화(확대)되어 -2 Aug(￠2
under August)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선도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두 5,000 부
셸(bu)을 $8.76/bu(즉, -2 Aug)에 매입하고, 동시에 대두 선물 매입포지션을
$8.78/bu에 전매하여 청산하였다.

날짜

현물가격

8월물(Aug)

베이시스

7월 15일

$8.76

$8.78

-$0.02

7월 15일에 이루어진 거래를 통해 Y사의 대두 매입베이시스는 -2 Aug(￠2
under August)로 확정되었다. 매입헤지의 이월을 통해 얻은 스프레드 이익
+$0.08(= ￠8)을 매입베이시스 -2 Aug로부터 차감하면, 조정매입베이시스
(adjusted buy basis)는 -10 Aug(￠10 under August)가 된다.
표 6. 매입헤지(long hedge)의 이월에 따른 매입베이시스의 조정

매입헤지
(long hedge)

보유비용시장
(carry market)

역조시장
(inverted market)

매입베이시스에다 스프레드를 합산한다 매입베이시스에서 스프레드를 차감한다

최종적으로 매도베이시스(+5 Aug)와 조정매입베이시스(-10 Aug)의 차액인

￠15/bu(= $0.15/bu)가 순수익이 된다. 이 순수익은 베이시스 이익 ￠7[= 매도베이
시스(+5 Aug) - 매입베이시스(-2 Aug)]과 스프레드 이익 ￠8을 합친 금액과 같다.
표 7. 대두 매입헤지(long hedge)의 이월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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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베이시스
(buy basis)

-2 Aug

스프레드 이익
(spread gain)

+8

조정매입베이시스
(adjusted buy basis)

-10 Aug(￠10 under August)

매도베이시스
(sell basis)

+5 Aug(￠5 over August)

순수익
(net return)

+1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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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다룬 것처럼 매입헤지의 이월에 따른 스프레드 이익을 매입베이시스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대신 매도베이시스에 반영하여 조정하여도 결과는 동일하다.
즉, 스프레드 이익만큼 매입베이시스를 낮추는, 즉 약화시키는 대신 매도베이시스
를 높여도, 즉 강화시켜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표 8. 대두 매입헤지의 이월에 따른 결과(매도베이시스 조정)
매도베이시스
(sell basis)

+5 Aug

스프레드 이익
(spread gain)

+8

조정매도베이시스
(adjusted sell basis)

+13 Aug

매입베이시스
(buy basis)

-2 Aug

순수익
(net return)

+15(= $0.15)

위의 거래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고정가격(flat price)을 기준으로 날짜별 거
래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대두 매입헤지의 일자별 거래내역, 거래손익 및 순수익
날짜

거래내역

거래손익

5월 1일

･대두 현물 매도 : +5 Aug(= $8.48/bu)
･7월물 대두 선물 매입 : $8.45

7월 1일

･7월물 대두 선물 전매 : $8.70
･8월물 대두 선물 매입 : $8.60

+$0.25
(= $8.70 - $8.45)

7월 15일

･대두 현물 매입 : -2 Aug(= $8.76/bu)
･8월물 대두 선물 전매 : $8.78

+$0.18
(= $8.78 - $8.60)

① 대두 현물 매도가격 : $8.48/bu
② 대두 선물거래 이익 : $0.43/bu
③ 대두 현물 매입가격 : $8.76/bu
----------------------------순수익 : ①-③+② = +$0.15/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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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월 1일에 선도거래로 대두를 판매한 가격은 $8.48/bu이다. 7월 1일에 헤
지를 이월하면서 발생한 선물거래 이익(7월물)은 $0.25/bu, 7월 15일에 헤지를 청
산하면서 발생한 선물거래 이익(8월물)은 $0.18/bu로, 총 선물거래 이익은
$0.43/bu이다. 그리고 7월 15일에 대두 현물을 구매한 가격은 $8.76/bu이다. 대
두 현물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한 후, 헤지의 이월에 따른 선물거래 이익
을 합산하면 순수익은 +$0.15/bu가 된다. 이 순수익은 <표 7>과 <표 8>에서 베이
시스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역조시장 하에서 매입헤지를 이월할 때 특히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베이시스가
급격히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역조시장 그 자체는 현물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
하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만약 현물을 구매하기도 전에 매입베이시스가 급격히 강
화(상승)된다면, 역조 스프레드로부터 얻은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순식간에 잃
게 될 수도 있다.

3.2. 가공업자(사료회사)의 매입헤지 이월
위의 사례에서는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매입헤지의 이월을 통하여 매입베이시스
와 매도베이시스 간의 차이를 극대화하고자 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사료회
사와 같은 가공업자가 매입헤지를 이월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트레이더와 가공업자 간에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즉, 트레이더는 가
급적 낮은 가격에 곡물을 구매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자 한다. 그러나 원료 곡
물을 가공하여 제품화하는 가공업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곡물을 최대한 낮은 가
격에 구매하는데 주된 목표를 둘 뿐, 곡물을 구매한 가격보다 높게 되파는 데는 관
심을 두지 않는다.
<상황>
1월 중순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3월물 옥수수 선물계약은 근래 들어
가장 낮은 가격인 $3.10/bu에 거래되고 있다. 옥수수 가공업체인 Y사는 현재의 옥
수수 선물가격이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3개월분의 원료 15,000 부셸
(bu), 즉 옥수수 선물 3계약을 $3.10/bu에 매입(long futures)하였다. Y사는 향후
한 달 이내에 15,000 부셸(bu)의 현물을 모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는
옥수수를 구매할 때마다 해당 수량에 맞춰 선물 매입포지션을 청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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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목표한 수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00 부셸
(bu)의 옥수수를 구매하는데 그쳤을 뿐이고, 나머지 5,000 부셸(bu)의 옥수수에
대해서는 아직 3월물 선물 매입포지션으로 보유하고 있다. Y사는 향후 15일 이내
에 나머지 옥수수를 모두 구매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음 결제월인 5월물로 헤지
를 이월하기로 결정하였다.
Y사는 현재의 수급상황 및 과거의 스프레드 자료를 분석하여 최소한의 스프레
드로(최소한의 보유비용으로), 더 나아가서는 가능한 한 역조시장 하에서 매입헤
지를 이월할 기회를 찾고자 한다. 현재 옥수수 가격이 매우 낮고 유통물량이 많지
않아, 수요가 늘어날 경우 결제월간 스프레드가 훨씬 좁혀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역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지의 이월>
마침내 2월 25일에 이르러 옥수수 3월물과 5월물 간의 스프레드가 -$0.04(=

￠4)로 역조되어 매입헤지를 이월하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기
회를 이용하여 3월물 옥수수 선물 1계약을 $3.20/bu에 전매하고, 동시에 5월물 옥
수수 선물 1계약을 $3.16/bu에 매입하여 헤지를 이월하였다.

날짜

3월물(Mar)

5월물(May)

스프레드

2월 25일

$3.20

$3.16

-$0.04

매입헤지를 이월하는 과정에서 $3.10/bu에 매입해두었던 3월물 옥수수 선물 3
계약 가운데 나머지 1계약을 $3.20/bu에 전매하여 $0.10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5월물 옥수수 선물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매입헤지 가격은 3월물 옥수수
선물을 기준으로 한 최초의 매입헤지 가격보다 헤지의 이월에 따른 이익만큼 낮아
지게 되었다. 즉, 5월물 기준 매입헤지 가격은 5월물 선물가격에서 헤지의 이월에
따른 거래이익을 차감한 $3.06/bu(= $3.16/bu - $0.10/bu)이 된다. 이러한 결과
는 최초의 매입헤지 가격($3.10/bu)에서 역조 스프레드(inverted spread;
-$0.04)를 차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즉, $3.06/bu May = $3.10/bu Mar $0.04/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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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입헤지의 이월 결과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가격 상승 시 역조시장에서 매입헤지를 이월한 결과
최초의 헤지

3월물 옥수수 선물 매입 : $3.10/bu
3월물 옥수수 선물 전매 : $3.20/bu

헤지의 이월

5월물 옥수수 선물 매입 : $3.16/bu
역조 스프레드(inverted spread) : -$0.04(= ￠4)
헤지 이월 이익 : $0.10/bu = $3.20/bu - $3.10/bu

결과

새로운 헤지가격(5월물 기준) :
$3.06/bu = $3.16/bu - $0.10/bu

위의 사례에서는 옥수수 선물가격이 상승하고, 결제월간 스프레드가 역조된
(-$0.04 =￠4) 상황에서 매입헤지를 이월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만약 옥수수 선
물가격이 하락하지만, 결제월간 스프레드는 동일하게 역조된(-$0.04 = ￠4) 상황
에서 매입헤지를 이월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표 11. 가격 하락 시 역조시장에서 매입헤지를 이월한 결과
최초의 헤지

3월물 옥수수 선물 매입 : $3.10/bu
3월물 옥수수 선물 전매 : $3.00/bu

헤지의 이월

5월물 옥수수 선물 매입 : $2.96/bu
역조 스프레드(inverted spread) : -$0.04(= ￠4)
헤지 이월 손실 : -$0.10/bu = $3.00/bu - $3.10/bu

결과

새로운 헤지가격(5월물 기준) :
$3.06/bu = $2.96/bu + $0.10/bu

위의 표에 제시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역조 스프레드가 동일한(-$0.04
= ￠4) 상황에서 매입헤지를 이월한다면, 선물가격의 변동 방향과는 상관없이 결과
는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역조시장 하에서 매입헤지를 이월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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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에 대한 헤지가격(hedged price)을 역조 스프레드의 폭만큼 낮출 수 있다.
이상의 사례들에서는 스프레드가 역조된 상황에서, 즉 ‘네거티브 캐리(negative
carry)' 하에서 매입헤지를 이월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시장역조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 즉 ‘포지티브 캐리(positive carry)' 하에서 매입헤지를 이월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12. 가격 상승 시 정상시장에서 매입헤지를 이월한 결과
최초의 헤지

3월물 옥수수 선물 매입 : $3.10/bu
3월물 옥수수 선물 전매 : $3.20/bu

헤지의 이월

5월물 옥수수 선물 매입 : $3.23/bu
정상 스프레드(carry spread) : +$0.03(= ￠3)
헤지 이월 이익 : $0.10/bu = $3.20/bu - $3.10/bu

결과

새로운 헤지가격(5월물 기준) :
$3.13/bu = $3.23/bu - $0.10/bu

새로운 매입헤지 가격은 최초의 매입헤지 가격 $3.10/bu(3월물 기준)보다 정상
스프레드 폭(+$0.03 = ￠3)만큼 높아진 $3.13/bu(5월물 기준)이 된다. 이러한 결
과는 최초의 매입헤지 가격($3.10/bu)에다 정상 스프레드(carry spread; +$0.03)
를 합산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즉, $3.13/bu May = $3.10/bu Mar +
$0.03/bu). 결국, 스프레드의 변동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최소한의 스프레드로) 헤지를 이월함으로써 스프레드 위험을 적절히 관
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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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국제 식량 수급과
무역에 미친 영향
임송수(고려대학교)*

1)

1. 들어가며
2019년 12월에 31일에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2019-nCov)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지금은 COVID-19(이후 코
로나-19)로 명명한 전염병이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
면, 7월 16일 기준으로 세계 전체에서 1,338만 명의 확진자를 기록하였고, 이 가운
데 58만 명이 사망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추이

자료: WHO(https://covid19.who.int)

* songsoo@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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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류는 다양한 전염병을 겪어왔다. 특히 20세기 이후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은 스페인 독감(Spanish Flu)으로 총 5,000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
였다<표 1 참조>. 1981년부터 현재까지 3,2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에이즈
(HIV/AIDS)의 경우에는 아직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RNA 바이러스로서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과 사람 모두에 감염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면, 사스(SARS)는 박쥐에서 사향 고양이로 전파되어 사람까지 감염을 초래
하였고, 메르스(MERS)는 박쥐에서 낙타로 전파된 후 사람에게 전파된 경우이다.
표 1. 20세기 이후 주요 전염병 추이
전염병

시기

바이러스 형태

사망자

스페인 독감

1918-19

H1N1

50,000,000+

아시아 독감

1957-58

H2N2

1,150,000

홍콩 독감

1968-70

H3N2

1,000,000

에이즈(HIV/AIDS)

1981-현재

바이러스

35,000,000

사스(SARS)

2002-03

코로나바이러스

774

돼지독감

2009-10

H1N1, H1N2, H3N2

200,000

메르스(MERS)

2012-현재

코로나바이러스

858

코로나19

2019-현재

코로나바이러스

580,045

자료: LePan(2020); Siche(2020)

사스나 메르스와 비교해 코로나-19는 그 감염지역과 영향 측면에서 넓고 광범
위하다. 사스와 메르스 감염이 발생한 국가는 각각 26개국과 27개국이고, 그로 인
한 사망자 수는 각각 774명과 858명이었으나, 코로나-19는 204개국으로 확산하
면서 지금까지 58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빠른 전
염속도를 지닌 코로나-19는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
면서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식량(농식품) 공급과 수요의 영향을 진단한다.
특히, 곡물 무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음(-)
의 영향을 무역 조치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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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량 공급 측면의 영향
<그림 2>는 식량 수급 체계를 나타내는데, 무역을 포함하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먼저 식량 공급은 생산의 자본을 구성하는 중간 투입재와
고정자본 및 노동의 집약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와 거시경제 변수인 환
율 및 신용시장의 변화도 공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무역의 틀에서
수출도 공급과 연계된다.
그림 2. 식량 수급과 연계한 요소들

자료: Schmidhuber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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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세계 전체에 미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체계적인 충격과
위험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역 상황에 따라 그 영향이 동시에 혹은 비례적으로 발
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다른 경제체제와 자원, 식량 수출
국과 수입국 간 상의함 그리고 국가별 정책 대응의 내용과 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
이다.
<표 2>는 코로나-19가 식량 공급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충격을 준다면, 그 영향
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다른 구조에 따라 상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식량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비료, 농약, 종자 등)의 공급
에 충격과 혼란이 발생하면, 선진국의 식량 생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는 선진국의 자본집약도가 개도국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고정비용 측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표 2. 코로나-19가 식량 공급에 미치는 영향: 개도국과 선진국의 비교
공급 결정 요소

개도국

선진국

코로나-19에 의한
잠재적 위험

자본집약도
(비료, 농약, 종자, 사료, 전기 등)

생산액의
10-30%

생산액의 40-80%

투입재 공급능력 제한과
가격 충격

고정비용(농업인당 시설, 농기계 등)

1,000달러 미만

5만 달러 이상

자본재 공급량과 접근
제약

1만 달러 미만
(노동 집약형)

1만 달러 이상
(자본 집약형)

노동집약도
(농업인당 생산액)

채소-과일 및 육류 가공부문은 공통으로
노동 집약형

농업인력 부족
(건강 위협, 이동제한,
격리 등)

환율(수출국의 상품환율)

평가절하

미국 달러와 유로의
절상

농산물과 에너지 및
비료 가격의 약세

신용
(이자율: 신규차입 비용)

일부 상승

하락

부채의 취약성 증가

노동력 측면에서도 코로나-19는 무엇보다 직접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노
동 공급수준이나 노동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지역 봉쇄나 사람들의 이동제
한, 출입국 억제 등의 조처를 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력 부족은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형 영농체제를 갖춘 개도국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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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충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 겪는 노동력 부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특히 북미와 유럽이 채소와 과일 생산 및 육류 가공부문에서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이미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었다.
미국은 농업부문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1986년부터 H-2A 제도를 도
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H-2A는 단기(계절)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1990년대에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농업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H-2A의 활용도가 낮았으나, 2005년부터 H-2A에 의
한 고용이 늘면서, 지금은 전체 농업인력의 10%가량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미국
농업은 여전히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공급(주로 멕시코인)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미국 농업인력의 법적 지위: H-2A 노동자 제외

자료: Bier(2020)

미국의 농업부문은 총 241만 명의 고용 인력 규모를 가진다. 이 가운데 고용 인
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과실과 견과류는 전체 인력의 24%를 차지하고, 축산
(소) 14%, 곡물 및 유지 종자 13%, 온실과 꽃 11% 순으로 높다<표 3 참조>.
H-2A 제도 아래 고용하는 외국인 단기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은 채소와
멜론 생산으로 전체의 36%에 이르고, 과실과 견과류 25%, 담배 11% 순이다. 이러
한 고용 인력 현황은 이동제한이나 자가격리 등의 방역 조치아래, 특히 외국에서
유입하는 인력 의존도가 높은 부문의 생산과 공급에 음(-)의 영향이 미치고 있음
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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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계절 농업인력과 돌봄서비스 인력, 숙련 기술자 등
의 부족을 확충하기 위해 이른바 단기 외국 노동자(Temporary Foreign
Workers; TFWs) 제도를 1973년에 도입하였다. TFWs 명목으로 입국하는 외국 노
동자의 수는 오름세를 보이는데, 농업부문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약 6만 명에
이른다<그림 4 참조>.
노동력 부족은 캐나다의 신선 및 가공 채소와 과실의 생산과 수출입에 상당한
위협요인이다. 2019년 기준으로 캐나다는 신선과 냉동 및 통조림 채소의 순 수출
국으로 그 무역수지 흑자는 13억 달러에 이른다. 반면에 신선과 냉동 및 통조림 과
실의 경우 캐나다는 순 수입국으로 2019년에 53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
였다.
캐나다의 농식품 수출 대부분은 여름과 가을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기간에는 수
입이 주류이다. 또한, TFWs 농업인력 대부분이 온타리오(Ontario), 퀘벡
(Quebec),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에 집중된 점은 외국 노동자
부족 현상이 이 지역 농업에 가중된 충격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3. 미국 농업에서 고용 인력의 분포
농업부문

인건비 총액
(억 달러)

총 지출에서
인건비 비율

총 고용 노동자
수(만 명)

고용 인력
비중

H-2A 비중

전체 농업

392.3

12%

241.1

100%

100%

곡물, 유지종자

45.8

5%

32.3

13%

6%

채소, 멜론

46.8

29%

22.6

9%

36%

과실, 견과류

90.1

39%

56.8

24%

25%

온실, 화훼

53.8

43%

26.7

11%

7%

담배

2.7

25%

2.2

1%

11%

기타 작물

25.3

13%

22.5

9%

8%

젖소

41.2

12%

15.4

6%

0%

소

32.4

5%

32.8

14%

1%

돼지

13.1

6%

4.6

2%

0%

가금육

19.0

6%

7.2

3%

0%

양

1.2

8%

2.7

1%

1%

양식 및 기타

18.1

20%

12.9

5%

2%

자료: Bie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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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캐나다의 단기 외국 노동자 수의 추이

자료: Larue(2020)

Economist(2020)에 따르면, 서유럽 농업부문도 계절 단기 노동력 부족으로 심
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계절 단기 노동력 규모는 연간 30만 명에 이
르는데, 그 대부분이 폴란드 등 동유럽 출신 인력이다. 자국 인력은 최저임금보다
5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에도 농업 관련 일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스파라거스 수확 때인 봄 시기에는 약 3만 명의 단기 노동력이 필요하
다. 그런데 국경폐쇄, 이동제한, 자가 격리 등의 규제로 동유럽 노동자들을 제대로
고용할 수 없었고, 이에 제 때에 수확하지 못해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였다.
프랑스도 딸기 수확에 많은 단기 외국 노동자에 의존한다. 전체 수요 인력 20만
명 가운데 외국에서 조달하는 계절 노동자의 비중은 최소 1/3에서 최대 2/3에 이
른다. 온실 농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에서도 특히 오이와 토마토 생산에 동유럽 노
동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노동력 부족에 처해 있다.

3. 식량 수요 측면의 영향
수요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소득이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
하면 소득 감소로 이어져 식량 수요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표 4 참조>.
IMF는 2020년에 세계 성장률이 –4.9%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처음으
로 세계 모든 지역에서 나타날 음(-)의 성장이다. 이러한 성장률 감소는 개도국보
다 선진국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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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2018

2019

2020

2021

3.6

2.9

-4.9

5.4

2.2

1.7

-8.0

4.8

미국

2.9

2.3

-8.0

4.5

유로존

1.9

1.3

-10.2

6.0

일본

0.3

0.7

-5.8

2.4

4.5

3.7

-3.0

5.9

중국

6.7

6.1

1.0

8.2

인도

6.1

4.2

-4.5

6.0

아세안-5

5.3

4.9

-2.0

6.2

5.1

5.2

-1.0

5.2

세계

선진국

신흥시장 및
개도국

저소득 개도국
자료: IMF(2020)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하면 실업률이 증가하면
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표 5>가 나타내듯이, 개도국 소비자 혹은 저소득 가구
의 경우 전체 지출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의 식품지
출 탄성치가 선진국의 경우보다 크다. 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기 침체 혹은
실업률 증가에 따른 소득 충격이 개도국과 저소득 가구에 의한 식품 소비를 상대
적으로 더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세계 영양실
조 인구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FAO et al., 2020).
표 5. 코로나-19가 식량 수요에 미치는 영향: 개도국과 선진국의 비교
공급 결정 요소

개도국

선진국

지출에서 식품 비중

20-40%

5-20%

소득 식품지출 탄성치

탄력적

비탄력적

소득 충격에 대응하는 안전망

미흡

적절

코로나-19에 의한 잠재적
위험
∙ 경기 침체
∙ 실업률 증가
∙ 관광 등 서비스업 위축

주 1: 소득(가계비)의 식품지출 탄성치는 소득이 증가할 때 가구의 식품에 대한 지출 변화를 나타냄. 식품지출 탄성
치가 탄력적이면 소득 감소율(경기 침체의 결과)보다 식품 지출 감소율(식량 불안정 요인)이 더 크게 나타남.
2: 미국 USDA/ERS는 곡물과 빵의 소득 탄성치로써 미국 0.05, 한국 0.19, 인도네시아 0.38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의 탄성치가 큼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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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별로 보면 소득 지출 탄성치는 곡물과 빵, 과일과 채소, 육류의 순으로 높다
<그림 5 참조>. 이는 소득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지표로 간주하는 곡물(필수재)의
지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뜻한다.
그림 5. 식품별 소득 탄성치: 개도국과 선진국의 비교

자료: Schmidhuber et al.(2020)

물론 소득효과만을 가지고 식량 불안정이나 식량안보의 위협을 논할 수는 없다.
소득효과 이외에 가격효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정국에서
식량 가격이 상승한 일부 지역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식량 가격은 안정된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 안정은 소득 감소나 변동 폭 상승과 같은 음(-)의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지금의 상황과 2007-08년 금융 위기 때 가격 폭
등이 선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가마다 다른 수준의 안전망 조치를 이행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
다. 개도국의 안전망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또한
상대적으로 크고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경기 회복이나 경제체제의 복원
도 개도국에서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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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무역 측면의 영향
금융 위기 이후 세계 상품무역은 이전 상황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코로나
-19 위기를 맞았다<그림 6 참조>. 세계 GDP 성장률을 웃돌아야 할 무역 성장률은
그와 같거나 못한 수준(1.0 이하)으로 2011년 이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
년에 물량 기준 상품무역은 2009년 이래 처음으로 0.1% 감소하였다. 같은 해 무역
총액은 19조 달러로 전년 대비 3% 낮은 수준이다. 다만 서비스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6조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6. 세계 GDP 대비 상품무역 성장률 추이

자료: WTO(2020a)

2020년에 농산물 무역 규모는 경기 회복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게 전망하였다
<그림 7 참조>. 곧 3개월 안에 단기 회복을 가정한 “V자형” 시나리오 아래에서 농
산물 무역은 –6% 안팎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만약 12개월 이상의 회복 기간을 상
정한 “L자형” 시나리오라면, 2020년 농산물 무역은 최대 13%까지 감소할 수 있다.
상품무역 전체의 감소 폭이 13~32%이고, 전체 무역의 경우 8~12% 감소하는
전망치 속에서, 코로나-19가 농산물 무역에 미칠 음(-)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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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기 회복 시나리오별 2020년 세계 무역의 변화 전망

자료: WTO(2020b)

농산물을 포함한 세계 상품무역의 ‘비관적’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세계 무역은
1990~2008년 추세는 물론이고, 2011~18년 추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회복
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림 8 참조>.
경제활동과 관련한 흐름 이외에도 농산물 무역은 정책 위험에 부딪힐 수 있다.
국내 식량 공급을 확충하고 물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많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는 일방적 무역 조치를 선언했기 때문이다<표 6 참조>. 수출국과 반
대로 수입국의 경우 안정적인 수입물량 확보를 위해 관세를 감축하거나 수입 쿼터
를 증량함으로써 오히려 수입을 촉진하는 조치를 채택하기도 한다.
그림 8. 세계 상품무역 추이와 전망

자료: WTO(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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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ordani et al.(2016)은 수출국이 발동하는 무역 제한 조치가 국제 농산물 가
격 상승과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환경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
혔다. 이 연구를 빌려 해석하면,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3~4월에 수출국
들이 앞다퉈 도입한 무역 조치 대부분이 몇 개월 안에 종료된 것은 국제 농산물 가
격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WTO 규범은 수출 제한이나 수출금지를 규율한다. GATT 제11조(수량 제한에
관한 일반적인 철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출 제한과 수출금지를 불허한다. 다
만, 식량의 심각한 부족 상황이라면 단기적 수출 제한이 가능하다.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12조(수출금지와 제한에 관한 규정)는
수출 제한을 도입하는 회원국이 수입국의 식량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
였다. 또한, 해당 무역 조치를 WTO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에
통보하고, 관련 회원국에 정보를 제공하며, 혹 그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임송수, 2020).
그러나 이러한 WTO의 규범은 수출 제한을 규율하기엔 미흡하다. 수출국 식량
의 심각한 부족 상황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수입국의 식량안보 고려가 무엇
을 뜻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산물의 순 수출국이 아닌 개도국은 이
농업협정 규율에 적용되지 않도록 제외하였는데, 이러한 개도국을 정의하지 않음
으로써 사실상 해당 규정은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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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농산물 관련 무역 조치의 도입 현황
국가

무역 조치

대상 품목

기간(월일)

앵귈라

관세 철폐

벨라루스

수출 제한

메밀, 양파, 마늘

4.3.~7.3.

엘살바도르

관세 철폐

HS04,07,10,11,19,20,21

3.20.~

쌀, 설탕, 밀가루, 닭고기, 우유, 채소, 과일, 물 등 4.13~3개월

유라시아경제연맹
(EEC)

수출금지

쌀, 호밀, 메밀, 콩, 해바라기 씨 등

4.12.~6.30.

관세 철폐

쌀, 호밀, 메밀, 주스, 감자, 양파, 마늘, 배추,
당근, 후추 등

4.12.~6.30.

온두라스

수출금지

강낭콩

3.30.~

키르기스스탄

수출금지

밀, 밀가루, 쌀, 파스타, 사료 등

3.22~6개월

미얀마

수출 제한

쌀

폴란드

수출 제한

영양 관련 식량

4.17.~

카타르

관세 철폐

식량

4.23.~6개월

루마니아

수출금지

베트남

수출 쿼터

쌀

4.10.~5.1.

알제리

수출금지

식량

3.22.~

앤티가 바부다

관세 감축

식량

4.1.~6.30.

캄보디아

수출금지

쌀

4.5.~5.20.

차드

관세 감축

식량

4.24.~12.31.

요르단

수출금지

식량

4.6~4.22.

카자흐스탄

수출 쿼터

곡물, 밀가루

3.22.~6.1.

쿠웨이트

수출금지

식량

3.12.~

말리

수출금지

쌀, 조, 설탕, 우유

3.1.~6.30.

몽골

관세 감축

밀, 쌀, 조, 설탕 등

3.1.~6.30.

모로코

관세 감축

밀, 콩

4.1.~12.31.

파키스탄

수출금지

식량

4.28.~5.11.

필리핀

수출금지(Bukidnon지역)

쌀

3.27.~

사모아

관세 감축

유제품

4.7.~

세이셸

추가 관세

돼지고기, 닭고기

4.7.~

수리남

관세 감축/쿼터 증량

식량

3.30.~

시리아

수출금지

식량

4.5.~5.4.

타지키스탄

수출금지

쌀, 콩, 밀, 전분, 달걀, 감자, 육류

4.25.~

터크스케이코스 제도

관세 감축

식량

4.1.~

쌀, 보리, 귀리, 옥수수, 밀가루, 콩, 해바라기 씨,
4.16. 종료
빵 등

자료: WTO(https://bit.ly/38q8SI5); ITC(https://bit.ly/38rFf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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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출 제한이나 수출금지가 세계 농산물 무역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는 게 보통의 견해이다. 일부 국가가 농산물 수출 제한을 지속하고 있으나, 그 조
처가 주요 수출국의 전면적인 수출금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아래 세계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원활한 국제무역
은 시장의 안정화(stabilizers) 장치로서 중요하다. 다수의 수출국이 수출 제한 조
치를 종료하거나 철회한 것은 수입국 처지에서 다행이나, 이러한 정책 위험이 재
점화하지 않도록 견제하면서도 식량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부적으로는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안정된 재고 수준을 확보하는 조치도 바람
직하다.

5. 결론과 시사점
FAO(2020)은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초래하지 않으리라 전망한다
<표 7 참조>. 2020/21년에 세계 식량 생산량이 전년 대비 2.6% 상승하고 무역량
과 사용량 또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곡물 재고율은 33%에 육박하여 안정된
추이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FAO 곡물 가격지수는 2002~04년=100 기준에서 165로 전망하였다. 이 수준은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2007~08년의 금융 위기 때와 달리 공
급이 충분하고 가격이 안정되어 있으며, 거시경제 환경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은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자원 제약 개도
국과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FAO et al.(2020)
에 따르면, 2019년에 세계 인구의 8.9%에 이르는 6억 9,000만 명의 사람들이 영
양실조에 처해 있다. 2014년 이후에 그 규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까지 세계의 영양실조 인구는 총 8억 4,000만 명에 이
를 것이다.
이 전망치는 UN이 목표로 내세운 기아철폐(Zero Hunger)에 턱없이 미흡한 결
과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음(-)의 영향, 곧 2020년에 세계의 영
양실조 인구가 8,300~1억 3,200만 명이나 늘어날 것이란 예상은 지금 당장 개도
국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과 충격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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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세계 곡물 수급 추이와 전망
2018/19

2019/20
(추정치,①)

2020/21
(전망치, ②)

100만 톤

변화율
②/①
%

생산량

2648.7

2710.9

2780.5

2.6

무역량

410.4

423.7

433.0

2.2

2677.8

2689.4

2732.4

1.6

식량

1141.1

1154.0

1167.8

1.2

사료

960.3

976.8

998.7

2.2

기타

576.4

558.6

565.9

1.3

기말 재고량

871.9

882.7

926.8

5.0

세계(kg/년)

149.6

149.6

149.8

0.1

저소득식량
부족국가(LIFDC)

151.8

152.2

153.3

0.7

세계 재고량/사용량 비율(%)

32.4

32.5

32.9

주요 수출국 재고량/소진량
비율(%)

18.9

19.1

20.3

2018

2019

2020
(1-5월)

2020년
1-5월/2019년
1-5월(%)

165

164

165

0.4

세계
균형
(백만 톤)

1인당
식량
소비량

총
사용량

FAO 곡물 가격지수
(2002~04=100)

주 1: 2018년 기준으로 LIFDC(low-income, food-deficit countries)에는 북한, 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 등 아시
아 11개국, 에티오피아, 수단,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37개국, 아이티와 니카라과가 속한 아메리카 2개국, 솔
로몬제도가 속한 오세아니아 1개국 등 총 51개국임.
2: 소진량(disappearance)은 국내 사용량(utilization)에다 수출량을 더한 것임.
자료: FAO(2020)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욱 커진 위험과 취약성에 직면한 개도국과
빈곤 및 취약계층을 구제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조치가 시급하다. 코로나-19의
충격 속에 거시적으로는 안정된 식량 수급 상황일지라도, 개도국과 취약계층의 어
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활한 물류 흐름과 자유로운 무
역, 안정적인 고용, 안전망 확충 등 시장 불균형과 위험을 안정화할 수 있는 조치
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시장 기능을 통해 보장하는데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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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치로는 가능한 한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게 관건이다. 무엇보다 적정 수
준의 식량 재고를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비패턴의 수정 등 식량안보와 식
량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
층이 감당해야 할 충격이 비대칭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이를 정책에 충실
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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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변화1)
-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일고찰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박지원(국제곡물 관측 담당자) **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머리말
브라질은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 모두 미국과 맞먹는 수준으로 대두 국제시장에
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에서도 대두는 주요한 수출품이며, 경제
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브라질은 대두 수출량 측면에서
2012/13년도2)에 이전까지 세계 최대 수출국이었던 미국보다 많았다. 뿐만 아니
라, 생산량 측면에서도 2017/18년도에는 미국에 비견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196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질에서 대두가 거의 생산되고 있지 않았다3).
2018년 시점을 기준으로, 브라질 수출액에서 대두는 전체 수출품 중 선두를 차지
하는 주요 산품으로 변모하였다. 수출액 측면에서 커피, 설탕과 같은 전통적 산품
은 물론이고, 철광석, 식육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산품마저도 상회하고 있다. 이제
대두는 브라질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물품이 된 것이다.
* huhduk@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
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硏究所レポート를 중심으로 재구성, 보완･해설을 더하
여 작성한 것이다. 브라질 농업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브라질의 곡물 관련 정책’, ｢해
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월호(9권 1호), 브라질 대두 및 옥수수산업 동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 덕, 박지원,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세계곡물시장동향｣,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019.10월호(8월 5호)를 참조하길 바란다.
2) 미국 농무성 경제연구소(USDA/ERS)의 대두 작물년도에서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기
기간이며, 이하 이 글에서 ‘연도’는 모두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의 기간이다.
3) Warnken, P. F. (1999)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Soybean Industry in Brazil, Iowa State
University Press.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http://www.worldbank.org/en/research/commodity
-markets(accessed on August 3, 2018).

118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변화

브라질 대두산업에는 비료나 농약 등과 같은 투입재 부문인 상류부터 대두를 국
내외의 시장에 판매하는 하류까지 일련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이 구축되
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쓰비시 종합연구소(2010)4)에서 지적하듯이, 소위
‘ABCD’라고 불리는 ADM, Bunge, Cargill, LouisDreyfus로 대표되는 곡물 메이
저가 브라질의 대두 서플라이 체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여겨져 왔다.
브라질의 대두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대두 생산자로부터 대두를 집하하여, 해외
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착유･정제업자에게 판매하는 집하업자가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곡물 메이저는 대두 집하업에 참가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부터 투입재나 자금을 제공하면서, 이를 통해 대두 생산자를 포섭해 온 것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많은 일본계 종합상사(이하 ‘일본계상사’)도 대두를 확보
하기 위해 브라질에 진출하였다. 브라질 항구에서 곡물 메이저에게 곡물을 구매하
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 스스로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자로부터 직접 집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으로의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
로 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여 판매하는 루트도 강화하고 있다5).
최근에는 일본계 상사가 브라질에서 대두를 중심으로 한 곡물 사업이 흑자 경영
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그 일례로, 2018년 5월에는 미츠이물산(三井物産)이 브
라질의 곡물 집하사업에서 철수하기로 발표기도 하였다6).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다른 곡물 메이저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Bunge의 CEO인 Soren Schroder는 남미에서 곡물･유량 종자 생산 상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자 매도세 등에 의해, 이 회사의 실적은 과거와 같은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한다7).
세계적으로 또한 브라질 경제에서 브라질 대두산업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으
4) 三菱総合研究所(2010) ｢農林水産省委託平成21年度地球的規模の問題に対する食料･農業･農村分野の貢献
手法に関する検討調査援助実施方針-ブラジル連邦共和国｣，https://www.mri.co.jp/NEWS/press/
2010/__icsFiles/afieldfile/2010/04/06/nr100407_ssu03.pdf(2018년 11월 ９일 참조).
5) 三菱総合研究所(2010) ｢農林水産省委託平成21年度地球的規模の問題に対する食料･農業･農村分野の貢
献手法に関する検討調査援助実施方針-ブラジル連邦共和国｣，https://www.mri.co.jp/NEWS/press/
2010/__icsFiles/afieldfile/2010/04/06/nr100407_ssu03.pdf(2018년 11월 ９일 참조).
6) 三井物産 (2018)｢中期経営計画の進捗及び2019年３月期事業計画｣(2018年 ５月 30日)，(https://www.mi
tsui.com/jp/ja/ir/library/meeting/__icsFiles/afieldfile/2018/05/30/ja_183_4q_ppt_re.pdf)(2019년 ５월 2
8일 참조). 그 후 2019年４月에 브라질 곡물 집하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발표하였다.(三井物産 (201
9) ｢中期経営計画の進捗及び2020年３月期事業計画｣(2019년４월 26일 참조)，https://www.mitsui.com/
jp/ja/ir/library/meeting/__icsFiles/afieldfile/2019/05/08/ja_193_4q_ppt.pdf(2019년 ５월 28일 참조).
7) Financial Times(2017) Tough times for big grain traders, Financial Times, 08. 10. 2017. https://
www.ft.com/content/1266eefa-7c10-11e7-9108edda０bcbc928(accessed on August １, 2018).

11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며, 브라질 대두산업 전체로는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계 상사나
일부 곡물 메이저는 브라질에서 대두사업 수익성 저하로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진
행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배경으로 지금까지 곡물 메이저로 대표되는 다국적 기업
이 지배하고 있었던 브라질 대두 서플라이 체인, 특히 대두 생산자를 둘러싼 든든
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여겨져 왔던 대두 집하업 부문에서 사업을 둘러싼 환
경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곡물 메이저 등과 같은 기업의 수
익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대두 집하업에 주목하여, 브라질 대두산업의 최근 구조변화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 브라질의 대두 집하업을 둘러싼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요인 분석’ 방법의 틀을 토대로 고찰하여
본다. 그리고 브라질의 대두 집하업에서는 2010년대 경부터 거시경제 환경의 개선
등에 수반된 신규 참가의 증가, 판매자인 대두 생산자나 구매자인 착유･정제업의
교섭력 향상 등 변화의 진행을 살펴본다. 업계를 둘러싼 경쟁 구조 변화 등이 발생
하여 대두 집하업자의 수익성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절에서는 브라질 대두산업의 최근 발전
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제3절에서는 브라질의 대두 집하업을 둘러싼 산
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시한다. 제4절에서는 세계 대두 수급동향을
정리하고, 대두 국제시장에서 브라질의 위상 변화를 확인한다. 제5절에서는 브라
질 국내에 대두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곡물 메이저와 일본계 상사 등의 주요
대두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전개과정에 따라 정리한다. 그리고 제6절에서는 제3절의
분석 틀과 제4절 및 제5절에서 파악된 기간 구분에 근거하여, 브라질 대두 집하업
의 구조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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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8)
브라질 대두산업에 대한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최근의 발전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서는 이하의 6개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들 선행 연구의 개요
를 정리하고 선행 연구에 어떠한 점을 새로운 의견으로 더할지에 대해 언급한다.
치노(茅野, 2006)9)는 대두를 포함한 곡물의 세계시장과 미국의 곡물 메이저의
역사적인 전개를 논하는 가운데, 브라질의 대두산업 발전 경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치노(茅野)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소련과 중국의 급격한 곡물 수요 확대
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곡물 메이저들의 사업도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
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소련에 대한 곡물 금수 조치 발동과 미국과 유
럽공동체(EC)의 사이에 수출 보조금 확대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곡물들로 인해
수출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곡물 수출이 부진해지게 되고, 곡물 메이저 사업들은 설비 과
잉과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게 되었다. 곡물 메이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업
자 매수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곡물 집하업 이외에 착유 등과 같은
분야에도 투자를 실시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실시하였다.
1990년대가 되면 곡물 메이저들이 아시아 각국의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를 예측
하여, 미국의 곡물과 대두 집하 능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공급지로써 브
라질을 필두로 한 남미에 집하망 구축과 착유회사 인수를 통해 곡물, 대두와 그것
들을 원료로 하는 사료 공급체제 확립을 도모하였다.
다음으로는 Wesz Junior(2011)10)의 연구가 있다. 그는 브라질 대두산업에서 공
급망 전개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주요 대두 가공품인 대두유와 대두박은 균질
화되어 다양성이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대두산업에 있어서 소비자보다 상품 공급
자인 착유･정제업자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1990년대부터 ABCD
로 대표되는 곡물 메이저에 의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브라질 대두착유･정제업은
8) 여기에서의 선행연구는 모두 원문 저자인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
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 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硏究所レポート를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9) 茅野信行(2006) アメリカの穀物輸出と穀物メジャー の発展 中央大学出版部.
10) Wesz Junior, V. J. (2011) Dinâmicas e estratégias das agroindústrias de soja no Brasil, Sociedade e
Economia do Agronegócio. World Wide Fund for Nature(WWF), Mapa-Bioma Cerrado, https://www.
wwf.org.br/natureza_brasileira/questoes_ambientais/biomas/bioma_cerrado/mapa_bioma_cerrado/(20
18년 ２월 19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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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자본기업이 이들 메이저 기업에 매수되었으며, 이때부터 다국적 기업이 우
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Oliveira and Schneider(2015)11)는 세계 대두산업의 최근 현저한 움직임으로
서 1) 대두의 생산량, 가공량 및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는 점,
2) 대두의 용도가 식용과 사료용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이 바이오 연료용으로 확산
되었다는 점 그리고 3) 미국에서 생산된 대두가 유럽시장으로 수출되던 북대서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대에서 남미와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시장을 통제
할 때 대규모로 옮겨갔다는 점 등 3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나아가 새로운 지역의 사례로 중국과 브라질을 들며, 대두산업을 둘러싼
세계적인 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브라질 대두산업에 대해
서는 1960년대, 70년대에는 밀이나 옥수수의 윤작･녹비로서 대두생산이 개시되었
고, 그 후에는 국내 식물유나 가축 사료 시장용으로 이용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곡물 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 대두와 대두유,
대두박 생산의 일대 거점으로서 투자가 촉진되었다고 한다.
Bernardes et al. (2016)12)에는 브라질의 주요 대두 생산지인 중서부에 위치한
마토그롯소 주를 대상으로, '공간(空間)'을 키워드로 하여 농업 섹터의 경제적 변
용을 고찰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 중 Velozo da Costa(2016)13)는 마토그롯소
주에서 1970년대부터 미개발된 ‘공백공간(空白空間)'에 대한 입식 및 농업용지로써
의 개척이 본격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 주의 주도(州都)인 쿠이아바 시와
북부 지역에 있는 산타렌 항구까지를 연결하는 국도 163호선의 개발을 계기로 대
두와 옥수수 재배로 대표되는 근대적 농업이 대규모로 전개되었다고 한다. 2000
년경부터는 대두와 옥수수를 사료로 이용하는 식육산업이 마토그롯소 주 진출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Azevedo de Britto et al.(2016)14)은 국도 163호선 주변의 개발이 가져다주는
11) Oliveira, G. L. T. and Schneider, M. (2015) The Politics of Flexing Soybeans: China, Brazil and
Global Agroindustrial Restructuring,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43(1)：2016.
12) Bernardes, J.A., Buhler, È.A. e Velozo da Costa, M.V. (2016) As novas fronteiras do
agronegócio: transformações territoriais em Mato Grosso, Lamparia editora.
13) Velozo da Costa, M.V. (2016) O processo de construção da nova fronteira do capital na BR163
mato-grossense, As novas fronteiras do agronegócio: transformações territoriais em Mato Grosso,
Bernardes, J.A. eds.
14) Azevedo de Britto, F.G., Sodré da Silva, S. S., e Anache, B.M. (2016) Técnica, território e
impactos ambientais no “celeiro” das commodities agrícolas, Bernardes, J.A.(eds.), As novas
fronteiras do agronegócio: transformações territoriais em Mato Gro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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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열대림과 같은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 그리고 Bernardese Silva(201
6)15)는 국도 163호선 주변 대두사업의 곡물 메이저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사
업 전개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Piresda Silva et al.(2017)16)은 다국적 기업론의 관점에서 브라질 대
두 서플라이 체인을 분석하였다. Piresda Silva et al.은 기업의 다국적화 요인에
관한 Dunning의 ‘국제 생산의 절충 패러다임17)’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인 곡물
메이저가 ‘소유’, ‘내부화’, ‘입지’ 중 어느 우위성을 고려하여 브라질에 대두 공급체
인을 구축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소유’에 관해서는 다국적기업인 곡물 메이저가 풍부한 자금이나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는 우위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창고나 가공업자 등
을 매수, 운전자금을 융자하여 생산자를 둘러쌈으로써 브라질 대두산업을 스스로
가 구축하는 글로벌･서플라이 체인 안에 집어넣고, 브라질 국내에서도 우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부화’에 대해서는 물류망의 미정비 등과 같이 브라질 코스트18)로 불
리는 자국 고유의 불확실성을 내부화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그 비용을 회
피 혹은 삭감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5) Bernardes, J.A. e Silva, E.J.M. (2016) Estratégias das empresas comerciais exportadoras da
cadeia de grãos na fronteira da BR-163 matogrossense, Bernardes, J.A.(eds.), As novas
fronteiras do agronegócio: transformações territoriais em Mato Grosso. Bunge, A Bunge ： Nossa
História, http://www. bunge.com.br/Bunge/Nossa_Historia.aspx(2018년 ６월 20일 참조).
16) Pires da Silva, R. T., Beheregarai, A., Vieira, L.M. and Teixeira, R. (2017)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Operations Strategies Decisions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the
Soybean Chain. São Carlos, Gestão ＆ Produção 24(4) pp.763-776.
17) 竹中(2013)에 따르면 Dunning은 다국적 기업론에서 기술된 '기업 자신에 대한 우위성'과 ‘시장의 내
부화’ 외에 ‘기업이 진출하는 국가의 입지조건’을 더하여 기업의 국제화를 ‘절충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Dunning(Dunning, J. H. (1988) Explai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Unwin Hyman.)
은 (a) 타국의 기업에서 재산권･무형자산이나 통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위성이 있을 것(소유
=Ownership), (b) 소유의 우위성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 이득이 있고, 사업 확장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경우의 내부화 우위성이 있을 것(내부화=Internalization), © 본국 밖에 있는 천연자원을 포
함한 투입재를 (a), (b)의 우위성과 함께 이용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지=Location)이라
는 3가지가 충족되었을 경우, 기업은 해외 진출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이론은 3개 항목의 첫 글
자를 따서 ‘OLI 이론’으로 불린다. 덧붙여 Dunning는 ‘절충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명칭을 ‘OLI 패러다
임’으로 변경하고 있다(竹中厚雄(2013) ｢多国籍企業における企業の境界の理論的視角｣, 彦根論叢
2013 Winter, No.398. 및 高橋意智郎(2018) ｢多国籍企業の海外直接投資の決定要因に関する理論の検
討｣, 実践女子大学人間社会学部紀要 第14集).
18) 브라질 코스트로서 대표적인 것은, 복잡한 세제에 의한 세무 코스트, 경직적인 노동법제에 지켜진
피고용자에 대한 노무 코스트, 고금리에 의한 금융 코스트, 물류의 미정비에 의한 인프라 코스트등
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
동향｣ 2020년 4월호(9권 2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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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입지’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광대한 농지, 대두 생산에 적합한 기후, 풍
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두산지로서 세계적으로 우위성이 있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Piresda Silva et al.은 곡물 메이저가 이상의 3가지 점에서 우위성을 고려하여
브라질의 대두산업에의 참가를 결정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마지막으로 Turzi(2017)19)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파라과이 3개국을 사례로
들면서, 이들 3개국이 곡물 메이저 등 다국적 기업이 구축하는 세계적인 서플라이
체인 내에 편입된 과정을 분석하였다.
남미 각국의 농업 부문에 있어서, 1970년대 무렵까지 수입 대체 공업화의 원자
재를 확보하기 위한 농산물 수출 촉진과 인플레 관리를 위한 농산물 가격 억제라
는 관점에서 정부의 간섭이 강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대 채무위기와 구
조조정을 계기로 정부는 그 역할을 축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곡물 메이
저로 대표되는 외자 기업의 참가가 촉진되었다고 말한다20).
Turzi는 이들 3개 국가의 대두산업에 있어 종자나 농약 등의 투입 재화의 공급,
대두 생산, 집하, 가공, 유통, 무역, 최종 사용자를 위한 판매와 같은 서플라이 체
인 각 단계가 곡물 메이저에 따라 컨트롤되게 된 것은 이 무렵부터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995년에는 브라질의 대두 가공기업 톱 10은, Ceval, Sadia,
Sanbra(후의 Santista

Alimentos

S.A),

Cargill,

Incobrasa,

Unilever,

Bianchini, Olvepar, Coimbra 그리고 Coamo이다. 그 중에서 분명히 곡물 메이
저 등의 다국적 기업 계열은 Cargill이나 Unilever뿐 이었다21). 하지만 그 후
1997년까지 Bunge가 Santista Alimentos S.A., Incobrasa, Ceval을 회사그룹
산하로 흡수하였으며, ADM이 Sadia를 매수하여 브라질 시장에 참가하는 등 곡물
메이저에 의한 기업 집약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브라질의 대두산업이기는 하지만, 브라질이 아시아
19) Turzi, M. (2017) The Political Economy of Agricultural Booms–Managing Soybean Production in
Argentina, Brazil, and Paraguay–， Palgrave Macmillan.
20) Mueller는 그의 논문 Mueller, B. and Mueller, C. (2016)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Brazilian
model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stitutions versus sectoral policy.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62, pp.12-20을 통해, 최근 브라질에서의 농업생산 확대는 특정 정책에 기
인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농업부문에 대한 간섭을 감소시켰다는 점과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생긴 제도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1) Turzi(2017, p78)는 브라질의 대두 가공기업의 톱10 기업의 회사명을 나타낼 뿐 그 자본구성은 기술
하고 있지 않지만, 다국적 기업명을 딴 Cargill 및 Unilever 이외에는 민족계 자본이었을 가능성이 높
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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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세계의 대두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급원으로 주목받았
고, 1990년대 무렵부터 곡물 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 세계 대두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되어 가는 형태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곡물 메이저는 자금이나 정보 면에서 우위성을 배경으로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
의 내부화 등을 통해 경영비용 삭감을 도모하면서, 집하 및 착유･정제 사업을 핵심
으로 한 대두 서플라이 체인을 브라질 국내에 구축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에 의해 주로 곡물 메이저로 대표되는 다국적 기업이 브라질에서
대두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였다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행 연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브라질의 대두산업에 있어서 곡물 메이저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산업구조이지만, 최근 곡물 메이저나 일본계 상사가 브라질 대두 집하업의 수익성
저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며, 해당 사업을 둘러싼 산업 구조에 새
로운 변화가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글에서는 곡물 메이저 외 일본계 상사의 동향도 함께 고려하면서, 브라질 대
두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업계 구조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브라질
대두산업 연구에 새로운 학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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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틀
이 글에서는, 브라질의 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두산업의 업계구조의 변
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영학자 마이클 E. 포터22)가 제창한 다른
‘5가지 경쟁 요인 분석’의 골조를 이용하여, 해당 업계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다.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분석의 틀을 개념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요인 분석
신규진입의 위협
↓
판매자의 교섭력

→

업계 내의 경쟁

←

구입자의 교섭력

↑
대체품의 위협
자료: グロービス･マネジメント･インスティテュート編 (2005) MBA経営戦略 ダイヤモンド社.로부터 원저자 작
성.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 ―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
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硏究所レポート에서 재인용

우선, 중심에 있는 ‘업계 내의 경쟁’은 대상으로 하는 업계의 기존 세력끼리의
경합 상태를 나타내며, 가장 직접적으로 업계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그 상
부에 위치하는 ‘신규 진입의 위협’은 신규 진입에 의해 경합 상황이 격화되며, 그
밖에 경쟁 규칙 변화 등이 초래되고, 그 결과로서 수익상황에 변화가 발생함을 나
타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신규 진입 발생을 좌우하는 ‘진입 장벽’에 대해 검증한
다.
업계 내의 경쟁을 좌우로 하는 ‘판매자의 교섭력’과 ‘구매자의 교섭력’에 대해 살
펴본다. 그림 중심의 ‘업계’에 속해 있는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 등의 공급자인 매
도, 구매자로부터의 조달과 고객인 구매자에게 상품 판매를 통해서 상응하는 수익
을 확보하지 않으면 견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판매
자나 구매자의 교섭력의 강도에 대해 고려한다.

22) ポーター，マイケル E(2001) 競争戦略論Ⅰ ダイヤ モンド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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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에 위치한 ‘대체품의 위협’은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상품의 출
현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 업계가 취급하는 기존 상품을 대신하는 것의 유무가 업
계의 수익성 및 그 시장의 계속성을 좌우한다. 덧붙여 각 화살표는 중심에 위치하
는 업계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이 분석 틀에 대해서 글로비스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 편저(2005)23)에서는 업
계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동업자만으로 구성되는 협의의 업계뿐만 아니
라, 그 거래 상대 등을 포함한 업계 외에서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고 지적
한다.
또한, 야기(八木, 201324))는 이 분석 틀을 외부환경을 반영한 기업의 경영행동
과 그에 따른 업계의 구조전환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본이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25)에 참가함에 따라, 일본 식물유업계가 어떻게 대
응하며, 업계 구조전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한 분석 도구
로 이 분석의 틀을 사용하였다.
그는 브라질의 대두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도, ‘5가지 경쟁 요인’을 분석 틀로
이용함으로써 그 중심이 되는 산업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포함한 종
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5가지 경쟁 요인’의 분석 골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브라
질의 대두 집하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고찰할 것인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림 2>에 대두생산자에 대한 투입재 공급부터 대두 수출까지 브라질 대두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나타내었다.

23) グロービス･マネジメント･インスティテュート編 (2005) MBA経営戦略 ダイヤモンド社. p.101
24) 八木浩平 (2013) ｢貿易自由化に伴う我が国植物油業界の構造転換-TPP参加による食品製造業への影響
を中心に-｣ 農業市場研究 22(1).
25) 환태평양 파트너쉽협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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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12개국이 2월 4일에 서명하였다. 교섭 참가국 12개국 중 미국은
2017년에 탈퇴하였으며, 미국 이탈 후, CPTPP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TPP12｣라 통칭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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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명이 완료되었으며,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등 4개국은 2018년 11월 15일 현재 아직 서
명하지 않은 상태이다.(출처: 일본농무성, www.maff.go.jp). TPP에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허 덕, 김
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6월호(9권 3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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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브라질 대두산업의 서플라이 체인
투입재
공급업

대두
생산자

대두
집하업

해외시장
착유･정제업

대두박/
사료생산

항만
터미널
해외시장

국내시장

바이오
디젤 생산
대두박생산
(바이오디젤 제외)

국내시장

항만
터미널

해외시장

국내시장
자료: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 ―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
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硏究所レポート에서 재인용

대두 집하업은 운전자금, 대두 저장 서비스와 가격정보 제공 등을 통해 대두 생
산자에게 대두를 구입하는 한편, 브라질 국내 착유･정제업이나 해외시장에 판매하
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두 서플라이 체인의 핵심으로 대두 생산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 서플라이 체인을 <그림 1>의 ‘5가지 경쟁요인 분석’틀에 맞추면, 대두 집하업
이 중심에 위치한 ‘업계’이며, ‘판매자’는 대두 생산자, ‘구매자’는 해외시장 및 국내
의 착유･정제업이 된다. 또한, ‘신규 참가’는 곡물 집하에 참가를 시도하는 신규 집
하업자가 된다. ‘대체품’으로는 대두의 이용목적이 가축사료로서의 대두박이나 바
이오디젤 연료로서의 대두유 생산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가축사료나 바이오에
탄올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는 옥수수가 일단 상정된다.
그러나 가축사료로서의 기능은 대두가 주로 단백질 공급인데 반해, 옥수수는 탄
수화물, 즉, 에너지 공급에 있다. 바이오 연료 관점에서 대두유는 디젤 연료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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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다. 이에 반해, 옥수수는 가솔린 대체품으로서의 에탄올 원료인 것처럼, 제품
의 용도에 차이가 있어 경합 관계는 적다.
또, 곡물집하업자는 대두와 옥수수를 모두 취급상품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감안
하여야 한다. 대두에 옥수수는 ‘대체품의 위협’이 적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의 분석 틀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 분석에 사용한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다. 브라질
에서 곡물 메이저는 예전부터26) 일본계 상사에 관한 최근의 사업 실태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가 거의 없다. 양적인 데이터마저도 입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일본계 상사, 대두생산자 및 현지 농업 컨설팅 회사로부터의 청취 조사를 주요 정
보원으로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곡물 메이저에 대해서는 한정된 선행 연구나 보도를 정보원으로 이
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취조사 대상인 일본계 상사 및 대두 생산자는 익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A사, B사 등으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일본계 상사 6개 사
(A사~F사)로 부터는 2017년 및 2018년에 각사의 곡물사업 전략과 브라질 대두산
업 현황 이해 및 시장 특성에 대하여, 현지 및 도쿄(東京) 본사에서 청취조사를 실
시하였다.
대두 생산자에 대해서는 2018년에 고이아스 주 크리스탈리나 시에서 G사(농지
면적 35,000 ha)과 개인농가 H씨(농지면적 2,400 ha)의 대두 판매처와 자금 조달
에 대하여 청취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밖에 현지에서 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자
본의 농업컨설팅회사 IEG/FNP, 브라질자본 집하 업체인 AgriBrasil 및 국제금융공
사(IFC)로부터 2018년에 대두생산자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청취조사를 실시하였다.

4. 세계 대두 수급동향과 브라질의 위치
이 절에서는 대두 국제시장에서 브라질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세계
대두 수급동향 추이에 대하여 정리한다.
<표 1>에 세계 대두 수급 추이를 나타내었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
26) 치노(茅野)는 자신의 연구 茅野信行(2006) アメリカの穀物輸出と穀物メジャーの発展 中央大学出版部.
를 통해, 곡물 메이저의 기업 활동에 관한 폭넓은 연구는 곡물 사업에 불가결한 비밀주의의 벽에 가로
막혀 거의 보이지 않으며, 그 때문에 곡물 거래 관계자의 증언이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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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능가하기도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7/18년도 전 세계 생
산량 및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미국과 브라질 2개국의 합계 비율은 각각 생산량
71.1%, 수출량 87.6%로, 이 2개국이 세계 대두 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같은 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의
31.4%, 수입량의 61.7%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 세계 대두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수출량

국명

1996/97

2006/07

2015/16

2016/17

2017/18(예측)

미국

64,780

87,001

106,857

116,920

120,039

브라질

27,300

59,000

96,500

114,600

119,800

아르헨티나

11,200

48,800

58,800

55,000

37,800

기타

28,958

41,266

53,420

61,601

59,813

전체

132,238

236,067

315,577

348,121

337,452

중국

14,309

46,120

95,000

102,800

106,000

미국

42,317

53,473

54,462

55,712

58,973

아르헨티나

11,565

35,093

47,654

47,834

42,194

기타

65,827

89,920

116,816

122,519

129,633

전체

134,018

224,606

313,932

328,865

336,800

중국

2,274

28,726

83,230

93,495

94,000

EU

14,572

15,181

15,120

13,422

15,000

멕시코

2,720

3,844

4,126

4,126

4,600

기타

15,846

21,215

30,855

33,310

38,850

전체

35,412

68,966

133,331

144,353

152,450

브라질

8,363

23,485

54,383

63,137

76,193

미국

24,110

30,386

52,870

58,960

57,945

아르헨티나

750

9,560

9,922

7,026

2,100

기타

3,461

7,706

15,341

18,233

16,886

전체

36,684

71,137

132,516

147,356

153,124

주 1: 1996/97년도는 FNP Consertoria & Agroinformativos(2003), 2006/07년도는 Informa Economics
FNP(2013)에 의함.
2: 2015/16년도부터 2017/18(예측)은 IEG/FNP의 2018년 10월 시점 집계 데이터
자료: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 ―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
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硏究所 レポー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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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브라질 대두의 최대 수요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대두의 중국･브라질
두 국가 간 교역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브라질의 대두 수
출량과 중국의 비중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7년 수출량
은 사상 최대인 68.1백만 톤이었다. 브라질 수출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8.9%(53.8백만 톤)이다(그림 3).
그림 3. 브라질 대두 수출상황

중국 무역통계를 취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中華人民共和国海関総署)에
서는 대두 수입 상대편과 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국 해관총서가 공표한 2017년 중국 대두 수입 총량은 95.5백만 톤
이며, 중국 대두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브라질의 비율은 56% 정도로 추계된다.
미국 농무성 경제연구소(USDA/ERS)에 따르면, 2017년의 미국산 대두의 대중
국 수출량은 32백만 톤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두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추산된다. 이상과 같이 미국과 브라질에서 중국 대두 수입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세계 대두시장의 주요국･지역의 변천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에는 브라질, <표 3>에는 미국의 주요 대두 수출 대상국(지역)에 대하여 1986년
부터 2016년까지 10년마다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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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브라질 주요 대두 수출 상대국 변화
단위: 천 톤

1986년

1996년

2006년

2016년

수출량

점유율(%)

수출량

점유율(%)

수출량

점유율(%)

수출량

점유율(%)

중국

0

0.0

15

0.4

10,769

43.1

38,564

74.8

EU

484

78.3

2,919

80.0

9,370

37.5

5,280

10.2

일본

114

18.4

317

8.7

220

0.9

454

0.9

기타

20

3.2

396

10.9

4,599

18.4

7,284

14.1

합계

618

100.0

3,647

100.0

24,958

100.0

51,582

100.0

주 1: 이 글에서 작성한 2018년 11월 시점의 EU 가맹국은 28개국(영국 포함)
2: 2018년 11월 시점에서 FAOSTAT 데이터는 2016년이 최신
자료: FAOSTAT.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
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硏究所レポート에서 재인용

표 3. 미국 주요 대두 수출 상대국 변화
단위: 천 톤

1986년

1996년

2006년

2016년

수출량

점유율(%)

수출량

점유율(%)

수출량

점유율(%)

수출량

점유율(%)

중국

93

0.5

1,495

5.8

10,328

36.7

35,970

62.3

EU

9,125

45.2

8,406

32.4

2,964

10.5

4,914

8.5

일본

4,125

20.4

3,804

14.7

3,310

11.8

2,361

4.1

기타

6,859

34.0

12,256

47.2

11,518

41.0

14,525

25.1

합계

20,202

100.0

25,961

100.0

28,120

100.0

57,770

100.0

주 1: 이 글에서 작성한 2018년 11월 시점의 EU 가맹국은 28개국(영국 포함)
2: 2018년 11월 시점에서 FAOSTAT 데이터는 2016년이 최신
자료: FAOSTAT.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
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硏究所 レポート에서 재인용

브라질과 미국 두 나라에 공통된 사실은 1986년 및 1996년 시점에는 현재의 EU
가 주요 시장이었으나, 점차 중국의 점유율이 상승하여 2016년에는 중국이 압도적
인 수출 대상 국가(지역)가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브라질 대두 수출량
변화를 보면, 1986년에는 618천 톤으로 미국 수출량의 3% 정도였던 것에 비해,
1996년에는 약 6배인 3,647천 톤, 2016년에는 약 83배인 51,582천 톤으로 급격한
수출 확대를 이루고 있다.
세계의 대두 주요국･지역은, 치노(茅野, 200627))에서도 지적하듯이, 2000년대
까지는 수요는 EU와 중국이라는 양대 수요국, 공급은 미국과 남미라는 2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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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총 4개 대량 수급 국가라는 구도였지만, 2016년에는 수요로는 중국, 공급
으로는 미국과 브라질이라는 3대 수급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28).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세계의 대두시장에서 브라질의 중요성은 눈에 띄게 커졌다.

5. 브라질 주요 대두 사업자의 사업 전개
이 절에서는 브라질의 주요 대두 사업자로서 곡물 메이저, 브라질 기업, 일본계
상사 및 중국 기업을 다루고, 그들의 사업 전개 과정을 개관해 본다29). 먼저, 주요
대두 사업자의 활동 지역과의 관계에서 브라질의 대두 생산 지역을 확인한다.
브라질은 면적 851만 km2, 동서 4,319 km, 남북 4,394 km라는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Mundo Educação30)), 지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보면,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브라질 전국을 북부, 북동부, 중남부, 남동부의 5개 지역으로 분
류할 수 있다.

27) 茅野信行(2006) アメリカの穀物輸出と穀物メジャーの発展 中央大学出版部.
28) 2000년 중국으로 수출한 대두의 물량은 브라질로부터 186만 톤인데 대하여, 아르헨티나로부터 292만
톤을 수입, 남미 2개국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16년 대 중국 대두 수출량은 브라질에서 4,
442만 톤, 아르헨티나에서 804만 톤을 수입하며, 브라질로 수출량이 아르헨티나 수출량을 크게 웃돌았
다(農林水産政策研究所(2019) ｢世界の食料需給動向と中長期的な見通し-世界食料需給モデルによる202
8年の世界食料需給の見通し-｣，http://www.maff.go.jp/primaff/seika/attach/pdf/190304_2028_02.pdf
(2019년 ５월 28일 참조).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두의 주요 공급국･지역에 대해 2000년대는 ‘미국과 남
미’라고 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과 브라질’로 하였다.
29) 이 글에서는 곡물 메이저와 비교한다는 관점에서 일본계 기업으로서는 농협계가 아닌 종합상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의 미국 자회사 전농그레인(주)은 브라질에 전농
그레인브라질홀딩스(유)를 설립하여 2017년 1월 17일에 이 회사를 통해 Amaggi나 Louis Dreyfus가
출자하는 곡물집하업자 ALDC에 출자하여, 브라질 대두이나 옥수수 집하 업무에 참가하고 있다. 또
한, 브라질 대두산업의 다국적 기업으로는 농약을 취급하는 화학 메이커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대두의 집하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곡물 메이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30) Mundo Educação, ‘O território brasileiro esua extensão’, https://mundoeducacao.bol.uol.com.br/
geografia/o-territorio-brasileiro-sua-extensao.htm(2018년 ８월 １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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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브라질 대두 생산지역

브라질에 대두가 전해진 1882년 이후 대두는 남부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었지
만,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라도 지대31) 개발을 계기로
1980년대 경부터 중서부, 1990년대에는 북동부, 2000년대에는 북부로 생산 지역
이 북상하고 있다32). 현재의 브라질 대두생산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
서부가 45.2%, 남부가 32.4%, 북부 동북부를 합쳐 14.9%, 남동부가 7.5%로 나타
났다.

31) 브라질 생태군계는 아미조니아 지역, 세라도(발음상 세하도라고도 함) 지역, 카칭가 지역, 대서양연
안산림 지역, 판타날 지역, 팜파 지역 등 6개 지역이 존재함.(출처: 브라질 환경성 웹사이트
http://www.mma.gov.br/biomas)
32) EMBRAPA(브라질 농목연구공사)에 따르면, 북부 및 북동부에 속하는 마라뇬, 토칸친스, 피아우이,
바이아 등 4개 주의 머리글자를 딴 마토피바(MATOPIBA) 지역은 중서부에 이은 곡물 생산에 있어서
신흥지역으로 호세프 대통령 시절(2014년~2016년 5월)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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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브라질 대두 생산지역의 변천

브라질의 주요 대두사업자가 서플라이 체인의 어느 부분에 참가하고 있는지를
<표 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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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브라질 주요 대두 사업자의 서플라이 체인
국적 투입재 생산 집하 보관
ADM

미국

Bunge

네덜
란드

Cargill

수송

착유/ 항만
정제 터미널

*

*

*

*

*

*

*

*

*

*

*

미국

*

*

*

*

*

*

Louise
Dreyfus

프랑
스

*

*

*

*

*

*

COFCO

중국

*

*

*

*

Amaggi

포르
투갈

*

*

*

*

이토추

일본

스미토모
상사
소지츠

일본

일본

마루베니

일본

Gavilon

일본

미쓰이물산

*

*

*
*

*
*

*
*

*

*

*

*

*

*

*

*

*

*
(통행권)

1997: 브라질 진출.
2014년 비료부문을 Mosaic사에
매각
1905년 브라질 진출.
2012년 비료부문 매각하고, 투입
재 비즈니스는 계속
1965년 브라질 진출.
2004년 Cargill비료부문과 IMC사
가 합병하여 Mosaic사 설립
1942년 브라질 진출.
2008년 비료부문 진입
2014년 Noble사 및 Nidera사
매수
1977년 설립
2014년 Naturalle사에 50% 출자

*

일본

미쓰비시상사 일본

*

개시 정보가 한정적

일본

토요타통상

*

*

비고

2015년 Agro Amazonia사에
65% 출자
2013년 CGG그룹 출자
2015년 NovaAgri사에 100% 출
자
2011년 Terlogos사에 100% 출
자(당초 출자는 2005년)
2012년
미국곡물사업회사
Gavilon에 100% 출자

2011년 Multigrain AG에 98.1%
출자(당초출자는 2007년).
*
2013년 합병회사 SLC-MIT사 설
(사용권)
립.
2013년 VLI S.A.에 20% 출자
2011년 Agrexdo Brazil사 설립.
2013년 Los Grobo ceagro do
*
Brazil사에 80% 출자(당초 출자
(리스) 는 2012년).
현재는 Agrex do Brazil S.A.로
통합

주: 미쓰이물산은 2018년 5월의 브라질로부터 철수 발표 이전을 보여줌. 동 회사는 브라질 농약제조판매회사에 출
자하기로 2019년 2월에 발표.
자료: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
(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硏究所 レポー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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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메이저의 브라질 진출 시기 자체는 Bunge가 1905년, Louis Dreyfus가
1942년, Cargill이 1965년으로 이른 시기에 진출하였고, ADM이 1997년에 진출하
여 곡물 메이저인 ABCD가 모두 진출한 셈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 곡물 메이저가
브라질에서 대두 서플라이 체인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된 것은 1990년 대였
다33).
곡물 메이저의 대두 서플라이 체인을 살펴보면, 대두 생산부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류에 해당하는 투입재 판매에서 하류에 해당
하는 항구만 터미널까지 기업 집단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브라질 자본기업인 Amaggi는 1977년 남부지역 파라나 주에 종자회사를 설립하
고, 1979년 중서부 마토그롯소 주에 진출하여 본격적으로 대두와 곡물 재배를 시
작하였다. 그 이후는 중서부를 거점으로 하여 저장시설 건설 등을 진행하여 서플
라이 체인 확대에 성공하였다. 현재는 28만 ha 농지를 보유한 브라질 유수의 대두
생산자 이며, 최대 지역 대두 사업자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일본계 상사에 대해 알아본다. 마루베니(丸紅)는 2005년, 미쓰이물산
(三井物産)은 2007년부터 브라질 대두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다. 많은 일본
계 상사들이 본격적으로 브라질 대두산업에 투자하게 된 것은 2010년 대 부터이
다. 지역적으로는 곡물 메이저가 브라질 대두 생산지역에 혼재하여 진출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계 상사는 중서부 외에 신흥 대두 생산 지역인 북동부 및 북부를 중
심으로 진출하고 있다.
일본계 상사가 구축하는 서플라이 체인은 투입재 판매만을 하는 스미토모상사
(住友商事)나 남부 샌프란시스코 도 술에 항만 터미널을 가지고 출구에서 대두 조
달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루베니(丸紅)34)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서플라이 체인을 전개하고 있다.
곡물 메이저와 비교하면, 일본계 상사의 사업은 브라질 국내 시장을 위한 대두
착유･정제 부문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철도회사 VLI에 투자를 하고 있는 미츠
이물산(三井物産)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송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
이다. 단, 집하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에서도 각 회사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이나 미쓰비시상사(三蕯商事)는 곡물 메이저가

33) 茅野信行(2006) アメリカの穀物輸出と穀物メジャーの発展 中央大学出版部.
34) 마루베니(丸紅)는 본사에 의한 항만 터미널 사업 이외에, 2012년에 마루베니에 의해 매수된 미국
곡물사 업체 Gavilon이 브라질에서의 대두 집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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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고 있지 않은 대두 생산에도 착수함으로써 대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서플라이 체인 상류에서 집하업을 강화하고 있는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소지츠(双日)이나 토요타통상(豊田通商)은 북동부 지역인 말라뇽 주에 위
치한 이타키 항구의 터미널 사업 투자를 통해 서플라이 체인의 하류부터 집하 사
업을 강화하는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영기업인 COFCO의 움직임을 정리한다. COFCO는 중국 최
대의 식량 무역회사이면서 가공업자이다. 이 회사는 2014년 네덜란드 곡물상사인
Nidera와 싱가포르 곡물상사 Noble을 인수함으로써, 브라질에서 대두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하였다. 중국 농정 기본방침은 매년 발표되는 1호 문건에 나타나 있는
데, 2014년 1호 문건에서 식량안전보장 방침으로 ‘곡물의 기본자급과 식용식량의
절대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 농작물 시장을 이용하여 농업 자원 조달을 한
층 더 추진해 간다’는 점이 제시되었다35).
이 방침은 쌀이나 밀과 같은 식용곡물은 자급을 견지하는 동시에 대두와 같은
사료용 작물에 대해서는 국제시장에서의 조달을 강화할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
각된다. 2014년 인수로 브라질에 거점을 확립한 COFCO의 행동은 같은 해 1호 문
건의 방침을 반영하여, 중국 스스로 대두 조달능력 강화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곡물 메이저나 일본계 상사는 브라질로부터 중국으로 대두 수출이 급증하는 가
운데, 대두의 글로벌 공급망으로 중국시장을 잠식하는데 노력해 왔다. 곡물 메이
저는 중국 국내에 대두 착유･정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두 산지인 브라질에
서 최종 소비지인 중국까지의 일관성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자사 그룹 내에 구축
하고 있다36).
또한, 일본계 상사는 COFCO나 정부계 곡물 비축기업 Sinograin 등 대두 착유
및 정제공장을 보유한 중국계 기업과 업무제휴를 연결함으로써, 최종 소비지인 중
국시장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37).

35) 河原昌一郎(2015) ｢第３章 カントリーレポート：中国｣ プロジェクト研究[主要国農業戦略]研究資料
第４号，農林水産政策研究所.p.115
36) Nepstad, I. (2017) China’s Soy Crushing Industry Impacts on the Global Sustainability Agenda-, Soli
daridad. https://www.solidaridadnetwork.org/sites/solidaridadnetwork.org/files/publications/China% 20
Soy% 20 report.pdf(accessed on August 1, 2018).
37) ブレーンズ(2017a) 総合商社の専門情報誌 ブレー ンズ No.2180：ブレーントラスト社 및 ブレーン
ズ(2017b) 総合商社の専門情報誌 ブレー ンズ No.2181：ブレーントラス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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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가지 경쟁요인에 따른 분석
1980년대 경까지는 미국만이 대두를 세계에 공급할 여력이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1990년대 경부터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이 점차 확대되어, 2010년대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 추세를 따라 풍부한 자금과 정
보를 가진 곡물 메이저는 1990년대 무렵까지 브라질 대두산업에 진출하여, 2000
년대에는 그들이 구축한 대두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안에 브라질을 흡수하였다.
이 시점까지의 브라질 대두산업은 곡물 메이저가 매우 큰 우위성을 가진 구조였
다.
유가(油價) 상승에 의해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비용이 상승하고, 바이오 연료 이
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수반한 곡물 등의 수요 증가, 호주 가뭄, 그리고 투기자
금 유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2006년 가을부터 2008년 여름에 걸쳐 곡물 등 국
제상품 가격이 급등하였다. 그 후, 2008년 리먼 쇼크38)에 의해 가격은 하락하였
지만, 계속 세계인구 증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한편, 식량 생산을 위해 농지나 수자원이 유한하고, 최근의 이상기후 등
에 기인하는 공급 제약도 여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는 여
전히 남아 있다.
선진국 및 신흥국에 있어서 식량 확보는 계속 중요한 과제였다39).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2010년대에 일본계 상사와 중국계 기업이 곡물 메이저가 지배적인 입장
에 있던 브라질 대두산업에 참가한 것이다.
이 절에서는 ‘5가지 경쟁요인 분석' 틀을 이용하여 브라질의 대두산업의 업계구
38) 2008년 9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그 영향이 세계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하여 리먼쇼크라고 말하고 있다.(출처: 네이버인,
https://kin.naver.com/qna/). 리먼쇼크 당시의 공매도에 대한 규제와 이 공매도 규제에 대한 것으로,
1) 공매도는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할 때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어 좋지만, 주가가 급격하게 하
락할 때는 오히려 매도를 부추겨 가격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좋지 않다.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네이키드 숏셀링’ 즉,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하는 것은 금지가 되었
다. 이러한 네이키드 숏셀링을 금지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의 경우도 엄밀한 의미의 공매도는 기관, 외국인만 가능하고, 개인은 대주를 통해 가능한데, 사실상
제약이 많다.(출처: 네이버인, https://kin.naver.com/qna/)
39) 小泉達治(2018) ｢バイオ燃料が世界の食料需給及びフードセキュリティに与える影響｣, 農林水産政策研
究 第28号와 내셔널지오그래픽 일본판 싸이트(2014) ｢第１回食料危機ははじまっている｣(2014년 ５
월 12일, https://natgeo.nikkeibp.co.jp/nng/article/20140501/395345/?P＝1(2018년８월３일 참조) 그
리고 日経ビジネス(2012) ｢食糧非常事態宣言－爆食と凶作の時代を生き抜く-｣ 日経ビジネス 2012년
８월 27일호：日経BP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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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분석한다. (1)에서는 곡물 메이저가 우위에 있던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
지, 또 (2)에서는 신규 집하업자가 많이 참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2010년대를 대
상으로 하여 분석한 다음, (3)에서 위의 두 시기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여, 산업구
조 변화를 파악한다.

(1)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브라질 대두집하업
1) 신규진입 위협
포터(2001)40)는 신규 참가의 위협'을 참가 장벽이나 기존 업계 세력으로부터의
저항의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참가 장벽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 ‘제품
차별화’, ‘자금의 필요성’, ‘규모에 관계없는 비용면에서의 불리’, ‘유통 채널에의 억
세스(접근)’, ‘정부 정책의 역할’이라는 6개 항목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상기 6개 항목을 채택하여 브라질 대두집하업의 참가장벽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 시기의 신규 참가 상황에 관해서는 자료가 한정
되어 있으므로, 제2절에서 정리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포터의 분석 틀에 맞추어
정리한다.
우선,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이다. 규모 경제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업계에서는
신규 참가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 대두는 상품으로써 균질화되어 있으며, 단가가
낮은 동시에 이익도 적어, 일정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수량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 규모가 요구된다.
따라서 집하 규모를 확대하여 대량으로 수송함으로써 단위당 비용을 가능한 한
삭감할 필요가 있으며, 곡물 메이저는 이를 위해 대형매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다41). 이처럼 대두사업은 규모의 경제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업계이며, 그래서 진
입장벽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품의 차별화’이다. Wesz Junior(2011)42)가 지적한 것처럼, 대두박
이나 대두유 등 제품은 품질에 의한 차별화를 꾀하기 어렵다. 또, 대두 자체도 상
품으로서 균질성이 요구되므로 품질면에서의 차별화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

40) ポーター，マイケル E(2001) 競争戦略論Ⅰ ダイヤ モンド社.
41) 茅野信行(2006) アメリカの穀物輸出と穀物メジャーの発展 中央大学出版部. p.177
42) Wesz Junior, V. J.(2011) Dinâmicas e estratégias das agroindústrias de soja no Brasil, Sociedade
e Economia do Agronegó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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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자금의 필요성’이란 기업에 의한 설비 투자나 운전자금, 거래처에 대한 신용공
여 등을 실시하는 자금력을 의미하며, 그 다과(多寡)를 참가 장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계 상사인 A사도 지적하고 있지만, 대두 조달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포
섭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저장 서비스 제공이나 운전자금 공여 등을 실시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저장창고 건설과 대두 생산자의 여신 리스크를 허용하고, 융자를
실시하기 위해, 대두 집하업은 이에 상응하는 자금력이 요구되는 업계이다.
‘규모에 관계가 없는 코스트면에서의 불리’란 규모의 경제와는 관계가 없는 기
술, 원재료에의 억세스와 입지조건 등 비용면에서의 우위성을 의미하며, 브라질의
주요 대두 생산지역인 중서부와 남부의 생산자와 관계유무가 진입장벽에 해당한
다. 이미 참가하고 있는 집하업자는 이들 지역의 생산자와의 강고한 관계를 구축
하고 있는 한편, 신규 참가 기업은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유통 채널에의 억세스’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며, 구체적으로는 세계 최대 수요국인 중국이나 브라질 국내의 사료･대두유 제조
업에 대한 접근을 가리키지만, 대두 생산자와의 관계 구축과 마찬가지로 신규 참
가 기업은 이것에 새롭게 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역할’에 대해서이다. 이는 정부에 의한 신규 참가에 대
한 규제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대두산업에 대한 규
제는 특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996년에 공포된 보족법(補足法) 87호43)
와 같은 농산물 수출진흥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제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환경 요인에 의해 2008년까지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수준
(BBB-/Baa1 이상)이 아니었던 것(아래 그림 6 참조) 등이 외자계기업의 투자판단
에 대한 제약이 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44)

43) 보족법 87호는 수출산물에 대한 상품유통서비스세(ICMS)의 부과면제를 규정한 것으로 통칭 Kandir
법으로 불린다. ICMS는 주에 속하는 세금으로 상품 유통에 대해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중 하나이다
(都築慎一(2002) ブラジルの税制体系－改訂版 ジャパンデスク･インフォーメーション･サービス).
44) 국가신용등급 외에도 환율도 제약으로 여긴다. 1994년 6월 물가안정 도모 레알계획 실행이 시행되
었다. 이 제도는 미국 달러에 대하여 브라질 통화 환율을 고정하고, 외화 준비에 따라 통화 발행을
하기 위해 교체 앵커제를 채택한 것으로, 도입 당초에는 1달러=1레알이었. 그 후, 1995년 3월에는
브라질 중앙은행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밴드제가 채택되어 1 달러=0.860.90레알(더우기 같은 달 1
달러=0.880.93 레알로 변경)의 변동 폭이 정해졌다(Silva, M. L. F.(2002) Plano real e âncora
cambial, Revista de Economia Polìtica, vol.22， No.３(87)). 레알화 계획으로 브라질의 물가는 안정
을 되찾았지만, 환율 과대평가가 발생하여 1999년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하기 이르기까지 수출산업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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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근거로 하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브라질의 대두 집하업은 신
규 사업자의 참가 장벽이 높고, 특정 기업에 집중하기 쉬운 업계였다. 대두집하 사
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 외에 생산자에 대한 접근과 판매 채널을 가
지고 있는 곡물 메이저와 같은 대규모 사업자가 요구되는 것 외에, 2008년경까지
는 브라질의 투자환경이 좋지 못하였다는 점이 진입장벽이 되고 있기도 하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있어서는 곡물 메이저 이외의 기업에 의한 본격적인 진
입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2) 판매자 및 구매자의 협상력
다음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교섭력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판매자인 대두생
산자와의 관계에서 곡물메이저는 운전자금을 대두생산자에게 융자해 주는 대신에
수확 시에 일정량의 대두를 인수하는 청전매입(靑田買入)이나, 농약이나 종자 등
과 같은 투입재를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수확 시에 대두를 확보하는 교환계
약(Barter Contract45))을 통해, 판매자에 해당하는 생산자를 압박하였다46).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이들 곡물메이저는 브라질 국내 구매자에 해당하는 착유･
정제 기업 매수를 통해, 1990년대에 브라질에서 대두 서플라이 체인의 수직통합을
실시하였다. 한편, 수입국인 중국에서도 곡물 메이저는 1990년대에 착유･정제 공
장을 설립하고, 2000년대까지는 중국의 대두 착유･정제의 약 70%를 담당하게 되

45) 거래 또는 무역의 방법 중 물물교환(Barter Trade)이란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상품이 직접 교환
되는 거래를 말하며, 이에 비해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란 수출입에 따른 물품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Back to back L/C, Escrow L/C,
Tomas Credit 등 특수 신용장이 사용된다. 주로, 두 나라 사이의 수출입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는 거래방법이다. 이와 유사한 거래방법으로 대응구매(Counter purchase)가 있다. 대응구매방
법은 수출을 하는 대가로 상대방의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거래방법이다. 구상무역과 비슷하나, 구
상무역은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가 성립되나, 대응구매는 2개의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
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협력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는 제품환매와 합작투자가 있다.
제품환매(Buy Back)란 플랜트 등 공장설비나 기술을 수출하고, 해당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
하는 형태의 거래로, 직접보상(Direct Compensation) 이라고도 한다, 즉 자본재 수출방식이다. 합작
투자란 자본참여, 판매망 등의 형식으로 자본을 투자한 자가 수출업차처럼 대응의 의무를 부담하여
거래하는 방법이다. 또한, 상계거래(Offset) 거래방식은 주로 선진국과 개도국, 선진국 상호간에 이루
어지는 거래방법으로, 고가의 군사장비나 항공기, 고속전철 등을 수출할 때 선진기술 이전 등을 의
무화 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 거래방법은 수입국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출국 입장에서는 지
속적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나는 김과장(nabi165,
https://blog.naver.com/nabi165/221660170781)
46) Turzi, M. (2017) The Political Economy of Agricultural Booms–Managing Soybean Production in
Argentina, Brazil, and Paraguay–， Palgrave Macmillan.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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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국시장도 자사 그룹으로 편입하는 데 성공하였다47).
이상과 같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는 곡물 메이저의 입장은 강하며, 판매
자 및 구매자의 교섭력은 곡물 메이저에 대해 매우 약하였다고 생각된다.

3) 업계 내 경합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브라질에서의 집하업은 ADM, Bunge, Cargill,
Dreyfus 곡물 메이저 위주로 구성된 과점 상태였다. 때문에, 경합 환경은 안정되
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2010년대의 브라질 대두 집하업
1) 신규진입 위협
브라질을 둘러싼 경제 환경의 추이는 양호했기 때문에 외부 등급설정 기관인
S&P사는 2008년에, Moody's사는 2010년에 브라질 국채의 등급설정을 투자 적격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그림 6).
그림 6. 브라질 국채(기간 5년)의 등급 추이

47) Nepstad, I. (2017) China’s Soy Crushing Industry Impacts on the Global Sustainability Agenda-,
Solidaridad. https://www.solidaridadnetwork.org/ sites/solidaridadnetwork.org/files/publications/China%
20 Soy% 20 report.pdf(accessed on August 1, 2018),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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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일본상공회의소의 일본계 기업회원 수는 2008년에는 1999년의 158사
부근의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그 후에도 증가하였다(그림 7). 이러한 경향은 정치
적 혼란과 경기침체에 빠진 2015년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신용등급에 나
타나는 브라질의 투자환경 개선은 일본계 기업의 투자 판단에 큰 기여를 한 것으
로 보인다48).
그림 7. 브라질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상공회의소 회원수 추이

또한, 곡물･유량 종자를 둘러싼 세계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로테르담의
C.I.F 기반 대두 및 대두박 국제가격 추이(수치는 세계은행에 의함)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리먼 사태와 중국의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발생되었지만, 대두 및 대두박 모두 2006년 이전 수준과 비
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48) 일본 외무성이 실시하는 ‘海外滯留邦人數 調査統計’에서는 2004년 이전의 일본계 기업 진출수가 불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998년 이후부터 장기 트랜드를 파악할 수 있는 브라질 일본 상공회
의소의 회원 수 추이를 이용하였다. 일본 외무성에 의하면, 브라질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수는 2008
년경에 305개사 정도로 추이하고 있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705개사로 급증하였다. 증가율에는
차이는 있지만, 상공회의소의 일본계 기업회원 수와 같은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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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두 및 대두박 국제가격 추이

대두와 대두박의 실질가격 수준은 1990년대 10년 평균 각각 298.0달러, 242.7
달러, 2000년대 10년 평균 347.1달러, 289.0달러, 2010년대 8년 평균 460.2달러,
422.0달러 등이다.
이러한 브라질의 투자 환경 개선과 가격 상승에 수반하는 대두사업 수익성의 개
선을 고려하면, 2010년대는 자본력을 가진 일본계 상사의 입장에서 브라질 대두산
업에 진출할 환경이 갖추어진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49).
또, 이들 상사의 곡물･유량 종자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생겼다. 각 일본계 상사
의 곡물･유량 종자 사업은 2000년대 이전에는 일본으로의 수출 상류(商流)를 중심
으로 삼고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삼국 간 무역에 있어서 상류로 다시 파악
되었다. 즉,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방향
을 바꾸어, 북미뿐만 아니라 남미 등에서도 안정된 조달처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표 5).

49) 일본의 식량안보와 일본계 종합상사의 해외투자 및 전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임송수, ‘일본
의 식량안보 정책과 종합상사의 해외 농업투자’,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월호(9권 1호)를 참조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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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본계 상사의 곡물사업에 관한 전략

이토추

스미토모상사

소지츠

토요타통상

마루베니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

･ 식품 사업으로서 국내외 자원 개발에서 소매까지의 공급망을 수직 통합 할 방침이다. 곡물 사
업도 일본･아시아 지역의 안정 공급을 기본으로 임한다.
･ 미국에 전농과 공동 인수 한 곡물 집하 물류업체인 CGB과 Bunge 자회사와 합작으로 설립
한 곡물 수출 터미널인 EGT를 가지고 있다.
･ 중국과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두고 판매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2008년에 중국 최대 식량 무
역 회사이며 가공업체인 COFCO과 포괄적 전략 제휴를 맺은 것 외에 헤이룽장성농장총국과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 거래 볼륨이 아니라 강점을 살릴 특정 고객이나 사업 회사를 위한 거래에 축을 둔다. 밀 거래
에 강점이 있고, 곡물 물동량의 약 60 %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밀 생산국이며, 또한
아시아 시장에 근접하여 지리적 우위성이 있는 호주 Emerald Grain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
하고 있다.
･ 2006 년에 아시아 제분･식품 기업 Prima와 제휴를 맺은 것 외에 2008년에 중국 星華糧 오
일 식품에 출자 제분사업에 진출하였다. 그 외, 한국 식품 대기업인 CJ Cheil Jedang과 좋은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국의 西王집단과 전략 합의 의향서를 체결하고,
중국으로의 곡물 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 생산지에서 아시아를 연결 곡물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 곡물 산지인 브라질은 이타키 항구 터미널에 출자하고 있다.
･ 밀에 강점이 있으며, 미국･캐나다･호주 식재를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
에 판매하고 있다.
･ 그 외에도 베트남 지역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가축 사료 공급망을 구축한다.
･ 곡물 기업의 사업 전략은 북미와 남미에서 안정적인 조달을 도모하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판
로를 넓힐 방침이다.
･ 브라질에서는 이타키 항구의 터미널 사업을 실시하고있는 NovaAgri를 인수하였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사료 수입 판매를 실시하는 Premier Grain에 출자하고 있다. 동남아 외에
중국에도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 2003년경부터 일본으로의 수입에서 한국･대만･중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삼국 간 무역을 시
작하였다. 곡물 사업공급망에서 미국과 브라질을 조달 국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판
매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 조달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에 Gavilon을 인수하였으며, 곡물 메이저의 ADM과 브라질
Amaggi와 제휴를 맺고 있다. 판매 측면에서는 2009년에 정부 계 곡물 비축 기업 Sinograin
그룹과 제휴를 맺는 것 외에, 동남아는 곡물마케팅 회사를 설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 곡물 사업의 조달과 판매를 확보한 뒤, 중간 부분을 확충 방침이다.
･ 조달 측면에서는 미국, 브라질, 호주 외에도 2016년 아르헨티나 곡물 회사와 제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산지의 핵심으로 한 농업 생산에까지 발을 디디고 있으며, 브
라질 농업 생산 사업 선도 SLC와 연계하는 등의 강화에 특징이 있다.
･ 판매 측면에서는 2009년에 중국 農牧기업인 신희망집단과 업무 제휴를 맺는 등 한국과 일본
외에 중국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 2008년 ‘식량자원 종합정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식량･자원 사업에 대한 종합 정책･전략을 수
립･추진하는 제도를 갖췄다. 곡물 사업은 일본･중국･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
요 확대와 브라질･미국･호주는 곡물 산지의 안정된 공급 기반 확립을 도모한다.
･ 조달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곡물 집하를 하고 있는 Agrex를 중심으로 자회사를
배포함으로써, 브라질 대두, 옥수수, 호주의 소맥을 중심으로 한 곡물을 확보한다. 또한 호주
는 사료 제조까지 다룬다.
･ 판매 측면에서는 일본의 공급망 구축을 중심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제분 사업 회사에 출자
하고, 수요의 추진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
(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硏究所 レポー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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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상사는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전반에 걸쳐 ‘상사･겨울의 시대’,
1990년대에 ‘상사 붕괴론’이나 ‘IT혁명 하의 상사 불필요론’이라는 상황에 있었
다.50) 최근에는 일본의 산업구조가 중후장대(重厚長大)에서 경박단소(輕薄短小)
로 전환되어 가는 가운데, 상사의 대응이 늦어진 점, 버블 붕괴 후의 대응에 시간
이 필요로 하였다는 점, IT의 발달에 의해 중개업자로서 상사의 우위성이 상대적
으로 저하되었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상사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추궁당하고 있
던 시기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일본계 상사는 사업 모델의 변혁을 택하였다. 이는 지금
까지 일본계 상사의 중심적인 사업이었던 상품매매 중개를 지속적으로 핵심사업의
하나로 유지하면서도, 취급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고, 이 외에 자
사 그룹 산하에 있는 제조나 소매 등의 타부문과 그 취급 상품을 조합함으로써 시
너지를 추구할 수 있는 안건에 투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곡물을 비롯한 식품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농산물 조달 외에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51).
이전의 일본계 상사는 독자적인 곡물 집하망이 없었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가
있었던 경우, 그 시점에서 일본계 상사는 곡물 메이저와 교섭할 필요가 있었다. 경
우에 따라서는 곡물 메이저가 상사의 배제하고 직접 팔아 버리는 일도 있었다52).
그러므로 일본계 상사는 2000년대에서 2010년대에 걸쳐 중국의 곡물 비축회사나
곡물상사와 업무제휴를 맺음으로써, 대두 판매망을 구축하는 한편, 안정된 대두
조달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두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생산자에 가까운 집하업
을 중심으로 한 투자를 개시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하면, 2010년대는 일본계 상사에 있어서 브라질의 경제 환경이
안정되고 투자 환경이 갖추어진 덕분에, 중국 수출 전용 대두를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해 브라질의 대두 집하사업에 참가하여, 스스로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였던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다.
또, 중국의 식량 정책의 전환을 배경으로, 중국 기업이 매수를 통해 브라질의 대
두 집하사업에 진출한 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 대였다. 브라질의 대두집하업자에

50) 亀岬睦也編 (2017) 商社-グローバルな価値創造に向 けて- 一般社団法人日本貿易会.
51) 美甘哲秀編著(2009) 日本の食料戦略と商社 東洋経済新報社.
52) 日経ビジネス(2012) ｢食糧非常事態宣言-爆食と凶作の時代を生き抜く-｣ 日経ビジネス
27일호：日経BP社.

2012년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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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단체등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기업수의 추이는 불명확하지만, 미
츠이(三井)의 야스나가 다쓰오(安永夫) 물산 사장이 브라질의 집하사업에 대해 ‘참가
당시 10여 개사 정도였지만, 지금은 50개사 정도’라고 2017년에 말하였다53). 브라
질 대두 집하업에 신규 참가자수가 2010년대에 현저하게 증가한 모습을 알 수 있다.

2) 판매자 및 구매자의 협상력
우선, ‘판매자’ 교섭력에 대해서는 필자인 하야시(林)가 청취한 일본계 상사 6개
사 모두, 최근 대두 농가의 가격 교섭력은 향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판매자인 대두 생산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마토그롯소 주의 대두 생산자를 중심으
로 정리하고자 한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은 마토그롯소 주로 대표되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7/18년도에는 브라질 전체에서 120백만 톤에 육박하는 생산량을 전망하
고 있지만, 중서부 전체의 생산량은 브라질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마토그롯소 주가 중서부에서 대두의 60%를 생산하고 있다. 또 브라질의 대두
생산자 가격은 2010년 이후 양호한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그림 9).
그림 9. 브라질 대두 생산자 가격지수 추이(2004-2006=100)

53) 高屋優理 (2017) ｢大手商社，ブラジルの穀物事業で苦戦. 売却も視野｣ 日刊工業新聞 (2017年11月17
日)，https://newswitch.jp/p/11057(2018년 ８월 １일 참조). 덧붙여 야스나가 씨의 발언에서는 동
회사의 브라질 참가의 구체적인 년도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동사의 브라질에 있어서의 대두 집하
업에 참가하는 계기가 된 Multigrain AG 사에 출자한 2007년경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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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그롯소 주의 총농업생산가치(VBP)54)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이에
214억 레알에서 640억 레알로 약 3배가 되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그림
10), 이 VBP의 반은 대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대두 생산량
과 양호한 대두 생산자 판매 가격을 고려하면, 마토그롯소 주의 대두 생산자 VBP
도 증가 추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0. 마토그롯소 주의 농업생산자 총생산가치(VBP) 추이

다음으로 대두 생산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브라질에서 투입재를 구매할 때
생산자가 모여 투입재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Compra Coletiva’라 불리는 상
관습이 있다55). 이 방법을 통해 구입하면 생산자가 단독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비
료로는 10%, 종자로는 15%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토지 가격은 Lucas Rio
Verde와 같은 주요 생산지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2015년 이후에는 변동이
안정되고 있다(그림 11).

54) Valor Bruto da Produção의 약어로, MAPA(브라질 농무부)에서는 VBP를 ‘농업 생산자의 총매출고(또
는 총생산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55) Agrolink. https://www.agrolink.com.br/noticias/compracoletiva-de-insumos-reduz-custos-em-ate15–destaca-aprosoja_205736.html(2019년 ５월 30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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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마토그롯소 주 Lucas Rio Verde의 농지 평균 가격 추이

이와 같이 VBP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비용을 억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에 있으므로, 대두 생산자는 이익을 상응하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브라질 대두 생산자의 영업 이익률을 각 연도별로 추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12>이다. 그림에 의하면, 2005/06년도부터 2018/19년도까지는 안정적으로 20%
이상의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대두 생산자가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그림 12. 브라질 대두 생산자의 영업 이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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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EG/FNP는 하야시(林)의 청취조사에 대해, 마토그롯소 주의 생산자들은
3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로 볼 때, 마토
그롯소 주를 중심으로 한 대두 생산자는 장기간에 걸친 양호한 수익 하에서 자기
자본의 축적이 진행되어 재무체질이 강화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대두 생산자의 기술 측면 변화에 대해 간단히 2가지 거론할 필요가 있
다. 첫 번째는 수확한 대두 저장시설의 변화이다.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대규모 생
산자의 상당수는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
은 생산자는 반드시 그것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는 비바
람을 피하기 위해 수확한 대두를 빨리 팔아야 한다. 그러한 상황을 아는 집하업체
의 판매요청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2010년대 경부터 저장시설 건설 확장을 위해 국립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에
의한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경부터는 아르헨티나에 보급
되어 있던 사일로백이라는 플라스틱 자루를 이용한 대두 보관 수법이 브라질 국내
에서도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생산자라도 대두 저장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사일로백은 저렴한 가격으로 브라질에서 급격하게 보급되고 있
으며, 2011년에는 3만개를 이용한데 비해, 2012년에는 5만개, 2016년도는 8만개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56). 이는 생산자가 직면하는 브라질 저장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57).
두 번째는 생산자의 대두 생산자 가격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기술
의 변화이다. 일본계 상사인 A사에 의하면, 브라질 대두 생산자는 대두 생산자 판
매 가격에 대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에’ 대두를 매각하였는가 하는 데이터를
스마트폰을 통해 입수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집하업자가 독점하고 있던 정보
도 생산자가 억세스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집하업체와 생산자 간의 정
보격차는 줄어들고 집하업자의 우위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매자’의 협상력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 대두 집하업자에서 브라질
국내외 판매처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브라질 대두의 해외 주요시장은 중

56) Navarro, K. (2018) Demanda no país por silosbolsa dobrou em 2017”, 31. 01. 2018, Valor Econômico.
Presidência da República Casa Civil Subchefia para Assunto Jurídicos, LEI COMPLEMENTAR No. 87,
DE 13 DE SETEMBRO DE 1996, http://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cp/Lcp87.htm(2018년 ８
월 ２일 참조).
57) Turzi, M. (2017) The Political Economy of Agricultural Booms–Managing Soybean Production in
Argentina, Brazil, and Paraguay–，Palgrave Macmillan.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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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지만, 지금까지 곡물 메이저로 대표되는 외자계 기업은 비교적 자유롭게 중국
국내에서 대두착유･정제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경부
터 중국 정부는 이 분야의 외자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실시하여, 중국자
본 기업을 늘리도록 지도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에는 곡물 메이저 등의 외자계 기업이 중국 국내 대두 착유시
장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0년대에는 반대로 중국자본 기업이 약
60%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58). 곡물 메이저는 지금도 중국 국내에 대두
착유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힘은 약해져 버린 것이다.
또한, 브라질 국내 착유업에 대해서도 2010년경부터 신규로 설립되는 공장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곡물 메이저가 보유하는 공장의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
다(표 6).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구매자 교섭력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브라질의 각 기업마다 소유하고 있는 착유 공장 수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ADM

4

4

4

4

4

4

5

5

5

5

Bunge

6

7

7

6

7

9

9

8

8

8

Cargill

4

4

5

5

5

6

6

6

6

6

Dreyfus

3

3

3

3

3

3

3

3

3

3

COFCO

0

0

0

0

0

0

0

2

2

2

Amaggi

2

3

3

3

3

3

3

2

2

2

미쓰비시상사

0

0

0

0

0

0

1

1

1

0

기타

56

48

47

54

57

57

65

64

64

66

합계

75

69

69

75

79

82

92

91

91

92

자료: ABIOVE.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
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硏究所 レポート에서 재인용

이상과 같이 브라질 대두 서플라이 체인은‘판매자’나‘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해져,
집하업자의 입장이 이전과 비교하여 약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하야시
(林)의 청취조사를 실시한 일본계 상사의 일부가 ‘브라질 대두 집하업자는 현재 생
58) Nepstad, I. (2017) China‘s Soy Crushing Industry Impacts on the Global Sustainability Agenda-, Soli
daridad. https://www.solidaridadnetwork.org/sites/solidaridadnetwork.org/files/publications/China% 2
0Soy%20report.pdf(accessed on August 1. 2018).

152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변화

산자에게 대두를 비싸게 구입하여 중국에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서는 마이너스 수익이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3) 업계 내의 경합
2010년대에는 브라질 대두 집하업에 있어 신규참가자 증가에 수반하는 경쟁격
화 외에, 저장시설 설치･구입 등 투자나 철도 등의 수송회사와 체결하는 장기 의무
인수계약(take or pay contract59))에 따른 운임 부담으로 인해, 집하업자의 수익
성이 더욱 악화되었다60). 즉, 집하업자는 투자자본의 회전율이나 의무인수계약 계
약에 따라 실제 대두 수송 유무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수송회사에 대한 지불 의무
를 고려하여, 단기간에 대두를 집하･판매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대두생산자는 대두 보관능력 향상이나 가격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신규 참가에 의한 집하업 증가라는 상황에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여
주는 집하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서둘러 팔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빨리 대두를 입수하고 싶은 집하업자는 비싼 값으로 구매를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표 7>은 브라질 기업의 연도별 규모 순위를 집계한 ‘Valor 100061)’을 바탕으로
Bunge, Cargill, Luis Dreyfus의 브라질 현지법인 및 Amaggi의 2015년 및 2016
년 매출고･영업이익･영업이익률을 집계한 것이다. 이 수치들은 전체 사업영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질 대두 집하업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기업이라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9)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이 일정 기간에 일정량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무조건
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계약(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테이크오어페이 계약(take or pay contract)에서는 구매자가 반드
시 일정액 이상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자로부터 일정량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무조
건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매자의 제반 사정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구
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정해진 최저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日本政策投資銀行｢金融用語集｣，
https://www.dbj. jp/glossary/ta.html(2018년 ８월 ３일 참조).
60) Ribeiro, D. (2018) Why Grain Trades Are Facing Bad Times, https://conpar-agbrazil.blogspot.com/
2018/03/why-grain-traders-are-facingbad-times.html(accessed on August 3，2018).
61) Valor 1000 홈페이지 https://www.valor.com.br/valor1000/2019

15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표 7. 재브라질 대규모 곡물사업 회사의 재무 상황
단위: 백만 레알

2015

2016

매출액

영업이익

%

매출액

영업이익

%

Bunge

35,773

1,436

4

35,341

984

3

Cargill

32,088

1,340

4

32,312

281

1

Dreyfus

16,126

994

6

16,104

-606

-4

Amaggi

12,685

889

7

12,025

776

7

자료: Valor Economico(2017).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
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硏究所 レポート에서 재인용

(3) 1990년대∼2000년대와 2010년대의 브라질 대두 집하업 구조 변화
포터의 ‘5가지 경쟁요인 분석’ 틀을 이용하여 고찰해 본 결과를 정리해 보면, (1)
과 (2)에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기간과 2010년대 사이에 생긴 브라질 대
두집하업의 구조변화에 대해서 5가지 경쟁요인 중 ‘대체품의 위협’을 제외한 이하
의 4가지 항목별로 정리하여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 브라질 대두 집하업의 구조변화 비교표
1990년대∼2000년대

2010년대

신규진입
의 위협

규모의 경제와 자본력 등을 구할 수 있으며,
브라질 국채의 신용 등급이 투자 적격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 등에 의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
정에 대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진입 장
벽은 높음.

곡물의 국제 가격과 브라질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여, 규모와 자금력을 갖고 있는
일본계 기업 및 중국계 기업들의 참가가 증가

판매자
교섭력

대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곡물 메이저에 의
한 파고들기로 판매자인 생산자의 교섭력은 낮
음.

대두 생산자의 자본축적이 진행되어, 집하업자
에게 조속히 판매할 필요성이 낮으며, 집하 업
무의 신규 진입자 증가와 판매업체 증가.
생산자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짐.

구매자
교섭력

브라질 및 중국 착유･정제업이 곡물 메이저
서플라이 체인 안에 구매자 협상력은 낮음.

브라질의 착유･정제업 진입자와 중국의 착유･
정제업의 중국자본 기업 증가.
곡물 메이저의 서플라이 체인 외부에서 움직이
는 기획사업 증가로 인해 구매자의 협상력이
높아짐.

업계 내
경합

주로 곡물 메이저 4개 회사에 의한 경쟁이 이
루어짐.

이미 50사 정도의 택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
로 보이며, 경쟁환경은 더욱 심해지고 있음.

자료: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
(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硏究所 レポー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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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규 참가의 위협’에 대해 검증해 보면, 브라질 대두 집하업의 신규 참가
에는 사업 규모와 이에 상응하는 자금력, 중서부와 남부의 대두 생산자에 대한 억
세스 외에도, 중국이나 브라질 국내 착유･정제 공장에 대한 판매 채널 확보가 요구
된다. 게다가 2008년까지는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이 투자 적격 등급이 아니었으므
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브라질 시장의 진입장벽은 높았다. 그러나 2010년대
에는 대두 국제가격 상승과 브라질 국채 상승 등 업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규모의 크기나 자본력을 가진 일본계 상사나 중국계 기업 등에 있어서는 신규 진
입 장벽이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판매자의 교섭력’에 대해 검증해 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대
두 생산자는 곡물 메이저로부터 자금이나 투입재의 제공에 의존하여, 이들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내에 갇히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2010년대에는 대두 생산
자들은 좋은 생산과 양호한 수익을 바탕으로 자본 축적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
에, 곡물 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게다가, 생산자와 곡물 메
이저 등의 집하업자 사이에 있던 보관 설비나 정보 면에서의 격차도 축소되어, 생
산자는 스스로 팔고 싶은 시점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구매자의 교섭력’에 대해서도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는 중국이나 브라질의
착유･정제업은 곡물 메이저의 서플라이 체인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집하 업자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2010년대 경에는 중국,
브라질 모두 곡물 메이저 그룹이 아닌 착유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곡물 메이저 등
의 대두 집하업자는 구매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우위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업계 내 경합’에 대해서이다. 브라질 집하업은 1990년대에서 2000
년대에 있어서는 곡물 메이저 중심의 구조였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는 신규
로 집하업에 참가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경합관계가 격화되었다.
이상과 같이, 포터의 5가지 경쟁요인 중 ‘대체품의 위협’을 제외한 4가지 항목
모두 1990년대부터 2000년대와 2010년대 사이에 브라질의 대두 서플라이 체인의
대두 집하업자의 경쟁상 입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4가지 항목 각각 변화의 상호작용으로 2010년대에 집하업자의 수익성 저하로 이
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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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이 글에서는 브라질 대두집하업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5가지 경쟁요인 분석’
틀에 따라 검증하였다. 선행 연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브라질 대두산업은 곡물
메이저가 세계 규모로 구축한 대두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발전해 왔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브라질의 대두 집하업은 신규진입 장벽이 높고, 곡물
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업계구조가 기업그룹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 무렵부터 업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수반하는 신규 참가의 증
가에 의해 경쟁이 격화되었고, 판매자인 대두 생산자나 구매자인 착유･정제업의
교섭력 향상으로 동 업계의 경쟁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되며, 대두집하업자의 수익
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서 가장 최근 상황으로 2018년부터 심해진 미･중 무역마찰로 브라질산 대
두의 FOB 가격62)(파라나과)이 2017년 8월 현재 379.47달러(=417,417원63))/톤으
로 미국산 대두 FOB 가격(1등 걸프)의 3.5% 정도 추가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
다. 하지만 2018년 8월에는 393.36달러(432,696원)/톤으로 미국산 대두보다

62) FOB(Free On Board). 무역 상거래 조건의 하나이며, CIF(Cost Insurance and Flight)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 본선 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그 이후에는 매수자의 책임이 된다(CIF에서는 도착
항까지 매도자의 책임). FOB가격이란 본선적재가격 또는 수출항 본선인도가격이라고도 하며, 무역상
품을 선적항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NEW 경제용어사
전, 미래와경영연구소, https://terms.naver.com/). 관련하여, 무역에 관한 거래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선적 조건의 종류 중 복합운송에 적용 가능한 운송규칙과 해상과 내수로 운송 가능한
규칙 2가지로 분류된다. 복합운송에 적용 가능한 운송규칙에는 7가지가 있다. EXW(EX Work, 공장
인도)는 매도인이 그 영업소 또는 공장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물품 운반과 수출통관을 할 의무가 없다.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는 매도인이 그 영업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이나 제3장에 인도하는 것이다. CPT(Carr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는 매
도인이 그 영업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이나 제3장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
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내야한다. CIP(Carr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인
도)는 위의 CPT에서 운송보험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인도-개정 전에는 DAT라 불렀다),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가 있다. 해상과 내수로 운송하는 규칙에는 4가지가 있다.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는 물품이 지정 선적 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선측가지
이동하는 것이다. 이후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FOB(본선인도가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
며, CFR(Cost and Flight, 운임포함 인도)는 FOB단계에서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
을 체결,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는 CFR에서 추
가적으로 매도인이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을 멸실 또는 손상의 유형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yjhjr8, https://blog.naver.com/yjhjr8/221804045983).
63) 원/달러 환율은 1달러=1,100원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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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었다. 브라질의 통화인 레알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싸
게 거래되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브라질 대두 생산자와 일본계 상사를 비롯한 많
은 대두 집하업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레알화 약세나 양호한 브라질산 대두의 FOB 가격이라고 하는 현상은
일과성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검증해 온 대두 집하업 구조 변화는 향후에
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대두 생산자의 가격 교섭력 개선이 일어나고 있
는 상황이며, 집하업자 간 격렬한 경합에 근거하는 수익의 하향 압력은 동 업계 내
의 도태가 진행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에서는 집하업자를 대상으로 한 때문에, 브라질 대두 생산자와 착
유･정제업자의 시점에 분석이 이루어져 의미 해석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집
하업자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설비 등이 없는 ‘Asset Light(자산 경량화)’라 불리는
새로운 업태가 출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수송회사와의 계약 형태를 재검토하는
등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동향에 대해서도 아
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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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수급 관점에서 본 미국 낙농산업의 통합
진행과 유가(乳價) 제도 개혁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김수연(축산관측 담당자)***

1. 머릿말
미국에서는 2000년 이후 젖소 경산우(經産牛, 출산 경험이 있는 소) 사육 마릿
수가 소폭이지만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1마리당 산유량(産乳量)은 증가 추
세를 보이면서 원유(原乳)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1).
이렇게 생산된 원유의 약 절반은 치즈로 이용된다. 미국 식탁에서 빠뜨릴 수 없
는 치즈 소비량은 피자나 텍스･멕스 요리2) 등의 소비 확대에 따라 지금도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그러나, 미국 전체에서 20% 정도의 치즈를 생산하는 위스콘신 주의 낙농경영은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 오히려 이곳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낙농가 호수가 감소하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 sykim0722@krei.re.kr
1) 이 글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統合が進む米国酪農産業と乳価制度改革’,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畜
産の情報｣ 2020年 4月号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곡물 수급의 관점에서 수정･보완 및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2) Tex-Mex 요리. 텍사스와 멕시코를 결합한 단어로, 화이타(fajita, 구운 쇠고기나 닭고기 등을 채소와 함
께 토르티야에 싸서 먹는 멕시코 요리), 부리또(Burrito, 토르티야에 콩과 고기 등을 넣어 말아낸 멕시코
요리이자, 텍스-멕스(tex-mex) 요리), 타코(Taco, 토르티야에 고기, 해산물, 채소, 치즈 등의 다양한 재
료를 넣어서 먹는 멕시코의 전통요리), 나초(nacho, 녹인 치즈와 다진 칠리를 얹은 토르티야 칩으로 전
채요리나 간식으로 먹는 멕시코음식. 토토포(totopo)라는 토르티야를 기름에 튀긴 조각에 구아카몰레소
스(guacamole sauces, 아보카도가 주원료)를 찍어 먹거나 토르티야 조각에 노란 체더치즈를 녹여 부어
먹음), 칠리콘카네(Chilicon Cane, 칠레 고추를 넣은 고기 및 콩 스튜(Stew)로 멕시코 요리)로 대표되는
멕시코 풍의 미국 요리이다. 대부분 치즈가 충분하게 사용되는 요리이다.(출처: 네이버 포스트 멕시코
음식문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736537&memberNo=6606492
&vType=VERTICAL) 및 네이버 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 네이버 호텔용어사전(https://term
s.naver.com/), 조리사닷컴(https://www.zorisa.com/cook_recipe/5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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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젖소 사육호수가 급감한 2019년에는 업계신문뿐만 아니라, 일반신
문에서도 위스콘신 주의 ‘낙농 위기’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실제 유제품 수급 상황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유가
제도(乳價制度)가 있다. 유가제도 하에서 위스콘신 주 낙농경제가 점점 유제품 무
역정세 등의 영향을 받게 되어 가고 있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원유 생산량 추이

<그림 2> 미국의 치즈 수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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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9년 11월에 실시한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의 현지 조사3)
결과를 토대로, 위스콘신 주 낙농경영을 둘러싼 정세를 보고한다. 이와 동시에, 전
국 최대 농업생산자단체인 아메리칸 팜 뷰로 페더레이션(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미국농민연맹, AFBF4))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방 우유 마케팅 오더
(Federal Milk Marketing Orders, FMMO5)) 제도 개혁의 현황에 대하여 소개한
다.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곡물 수급관점에서 미국 낙농산업의 통합 추세와
FMMO 제도 개혁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데 있다(그림 3, 4 참조)

3)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野田圭介 등 조사단이 2019년 11월 미국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을
말한다.
4) 아메리칸 팜 뷰로 페더이션(미국농민연맹, AFBF :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은 미국 최대의
농민단체로 보수주의적 색채를 지니면서 미국 농업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격지
지 축소, 정부규제 완화, USDA 식품정책을 반대하는 등 시장지향적 농업정책을 선호함에 따라 의회
내 공화당의 입장과 비슷하다. 일리노이, 아이오와, 인디아나 등 Corn Belt States가 거점지역이다.
(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5) 연방 우유 마케팅 오더는 유제품 회사들이 마케팅 지역을 공급하는 낙농업 농부들로부터 신선한 우
유를 구입하는 특정한 조항들을 제정한다. 연방 정부의 오더(명령) 조항에서 유제품 가공업자는 취급
자로, 낙농업자는 생산자로 알려져 있다. 마케팅 영역은 일반적으로 마케팅 영역의 경계를 결정할 때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취급자들이 포장된 유동성 우유 판매를 위해 경쟁하는 지리적 영
역으로 정의된다. 연방 오더는 마케팅 영역을 공급하는 모든 취급자와 생산자에 대해 안정적인 마케
팅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신선한 우유를 판매하는 복잡한 과정을 촉진한다. 농산물 유통
협정 법은 농업부 장관이 감독하는 공청회를 통해 관세청과 농업부의 법 개정을 승인하고 이를 제정
한다. 청문회 과정은 낙농업이 연방 오더 조항의 제정과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서와 증거를 제
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연방 정부의 오더(명령) 조항이 낙농업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
족시킬 수 있다. 연방 오더의 제정과 개정은 국민 투표 과정을 통해 생산자들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출처: FMMO 홈페이지,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moa/da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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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식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

자료: (日本)農林水産省, ｢国際的な食料需給の動向と我が国の食料供給への影響｣, 2014.10.31. p.4

<그림 4> 국제곡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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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MO 제도 개혁은 궁극적으로 낙농농가들의 수익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제도 개혁으로 낙농진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농가 수 감소 속도를 늦추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원유 생산추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개혁의 결과로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또는 개혁 이전의 생산량 감
소 속도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곡물을 사료로 먹는 젖소 마릿수가 그만큼 많아지
거나 줄어들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혁의 내용에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점에 중점이 실릴 경우, 생산
량이 증가한 만큼 젖소 마릿수가 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국 낙농산업에 있어서 최근의 낙농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규모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통합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FMMO 제도 개혁에 의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내용과 그 의미와 예상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면
서, 곡물 수급의 관점에서 미국 낙농산업의 통합 현상과 FMMO 제도 개혁의 의미
를 재해석해 보았다.
이 글 중의 환율은 1미국 달러=110엔=1,155원6)(2020년 2월 말일 TTS 레이트:
110.43엔)을 이용하였다.

2. 미국의 낙농 생산 개황
2.1. 주요 생산 지역과 규모 확대 현황
전국 각지에서 낙농이 영위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오대호(五大湖) 주변과 캘리포
니아 주의 주요 2개 지역에서 특히 많은 젖소 경산우가 사육되고 있다(그림 5).
그런데, 이 두 지역은 역사적 배경이나 지리적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낙농
의 모습도 서로 크게 다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모습은 경영체 규모에서도 나타나
고 있다.
위스콘신 주와 뉴욕 주 등과 같은 전통적인 낙농지대에서는 젖소 경산우 사육

6) 원/엔 환율은 10.5원/엔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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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릿수가 수백 마리 미만인 경영체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광활한 땅
과 지하수를 이용하여 낙농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젖소 경산우 기준으로 사육규모 500마리 이상의 경영체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
다(표 1).
<그림 5> 젖소 경산우 사육분포 및 원유 생산량 상위 5개 주

167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표 1> 원유 생산량 상위 5개 주의 규모별･젖소 경산우 사육 농가수(2017년)
단위: 호

캘리포니아 주

위스콘신 주

아이다호 주

뉴욕 주

텍사스 주

미국 전체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1-9두

380

230.

874

9.7

337

42.9

844

18.2

42

9.0 16,932

31.0

10-19두

26

1.6

495

5.5

16

2.0

364

7.8

27

5.8 2,556

4.7

20-49두

32

1.9 1,848

20.4

31

3.9 1,131

24.3

36

7.7 8,923

16.3

50-99두

20

1.2 2,908

32.2

79

10.1 1,295

27.9

46

9.9 12,137

22.2

100-199두

62

3.8 1,529

16.9

62

7.9

453

9.7

59

12.6 6,757

12.4

200-499두

249

15.1

930

10.3

79

10.1

278

6.0

73

15.6 3,830

7.0

500두 이상

884

53.5

453

5.0

181

23.1

283

6.1

184

39.4 3,464

6.3

합계

1,653 100.0 9,037 100.0

786 100.0 4,648 100.0

467 100.0 54,59 100.0

주: 원유를 출하하고 있지 않은 경영체를 포함함.
자료: USD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統合が進む米国酪農産業と乳価制度改革’,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畜産の情
報 2020年 4月号

<사진 1> 위스콘신 주의 전형적인 낙농가의
외관

<사진 2> 캘리포니아 주 평균적 규모의
낙농가 사육풍경

이처럼 미국에서는 각지에서 다양한 규모의 경영체가 원유를 생산하지만, 낙농
가 호수는 줄곧 감소 경향으로 추이하고 있다. 미국 농업부(USDA)에 따르면,
2019년 낙농가 호수는 10년 전보다 37.8% 적은 3만 4,187호로 나타났다. 그러나
젖소 경산우 사육 마릿수는 2010년 이후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1호당 젖소
경산우 사육 마릿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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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 낙농가 호수와 1호당 젖소 경산우 사육마릿수 추이

이러한 동향은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미국 농업센서스에 투영된다. 예를 들
어, 젖소 경산우 사육 마릿수 100마리 미만 구간의 사육 마릿수 점유율은 2007년
시점에서 21.0%(1~49마리: 7.2%, 50~99마리: 13.8%)이었으나, 2017년에는
12.6%(1~49마리: 4.0%, 50~99마리: 8.6%)까지 감소하였다(그림 7).
<그림 7> 농장 규모별 젖소 경산우 사육 비율 추이

16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2017년에는 농가 호수로는 1.3%에 불과하던 사육 마릿수 2,500마리 이상 구간
의 초대형 농장에서 1/3 이상의 젖소 경산우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8). 이처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미국 낙농 산업에서는 대규모 경영
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농장 규모별 젖소 경산우 사육두수 및 호수 비율(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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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급감하는 위스콘신 주의 소규모 경영체
대규모 경영체가 존재감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낙농가 호수 추이를 지역별로
보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는 위스콘신 주에서는 최근 10년간 41.4%, 숫자로 하
면 5,450호가 낙농업에서 은퇴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그림 9> 주요 주별 낙농가 호수 추이

위스콘신 주의 젖소 사육 마릿수 감소 페이스는 2018년 이후 가속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0% 정도에 해당하는 780호 정도가 감소하였다.
‘America's Dairy Land(아메리카의 낙농지대)7)’로 친숙하고 오랫동안 최대 원유
생산 주로써의 자리를 유지하던 위스콘신 주에서 하루 2호가 낙농을 폐업 또는 이
농하였다는 사실은 업계 관계자를 비롯한 미국 국민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2007~2017년간 이 지역의 규모별 낙농가 호수 추이를
보면, 젖소 경산우 사육 마릿수 100마리 미만 구간에서는 사육농가 호수 감소가

7) 위스콘신 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낙농 생산국 중 하나이며 ‘아메리카의 낙농 지대(America's Dairy Land)’
로 알려져 있다. 특히 치즈가 유명하다. 제조업(특히 종이제품), 정보기술(IT), 크랜베리, 인삼, 관광업 등
도 국가 경제의 주요 기여 요인이다. 1890년대부터, 위스콘신 주의 농부들은 그들의 땅을 더 지속 가능
하고 수익성 있는 용도로 만들기 위해 밀에서 낙농 생산으로 이동하였다. 많은 이민자들은 치즈를 만드
는 전통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전통은 위스콘신 대학의 스테픈 밥콕(Stephen Babcock)이 이끄는 주의
적절한 지리와 유제품 연구와 결합되어, 이 나라가 ‘아메리카의 낙농 지대’라는 명성을 쌓는데 도움을
주었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Wisco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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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 200마리 이상 구간은 사육 농가 호수가 증가하고 있
다. 이처럼 위스콘신 주에서도 대규모 경영의 존재감이 점차 커져가면서, 소규모
경영체는 폐업 또는 이농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0).
<그림 10> 위스콘신 주 농장 규모별 낙농가 호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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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미국 평균 종합 유가(綜合 乳價8)) 추이
위스콘신을 비롯한 미국 낙농가 호수 감소 추세는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낙농 수익 감소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 미국의 평균 종합 유가는 2014년 국내외 분유(粉乳) 수요로 인해 원유 100파
운드9)(45.36 kg)당 24 달러(1kg 당 58엔=609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뒤에는
주요국의 원유 공급량 및 유제품 수출량이 증가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러시아의 유
럽산 농축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10)와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11) 등의 영향으로, 유
8) 미국의 평균 종합 유가제도에 대해서는 허신행, 허 덕 외, ｢우유 수급균형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986과 허신행, 허 덕 외, ｢낙농발전 장기대책 수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그리고 허 덕, 허신행, ｢유제품시장개방에 대비한 원유가격차별정
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9) Pound(파운드). ① 영연방(英國聯邦, Commonwealth of Nations)과 미국에서 사용되는 야드파운드법
과 미국 단위계의 중량(무게)단위이다. 1파운드는 453.59237g이고 16온스(ounce)이다. 1959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에서 야드(yard)와 파운드(pound)의 통일을
위한 “International yard and pound”에서 국제 파운드(International yound)로서, 1파운드(pound, lb)를
0.45359237kg으로 정의하였다. 파운드의 기원은 고대 로마 시대의 중량 단위인 ‘폰두스(pondus)’에서
유래한다. 고대 로마의 중량 단위는 ‘리브라 폰도(libra poundo)’였는데, 이는 ‘무게로’라는 뜻을 가진
‘폰두스(pondus)’의 ‘폰도(pondo)’와 로마어로 저울을 뜻하는 ‘리브라(libra)’를 함께 쓴 것으로 ‘저울로
달다’라는 뜻이다. 이후 영국에서는 ‘리브라 폰도(libra poundo)’에서 ‘리브라(libra)’를 생략하고 ‘폰도
(pondo)’만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의 ‘파운드(pound)’로 변형되었다. 하지만 옛 로마의 습관
을 따라 파운드 단위는 아직도 ‘lb’로 표기한다. ② 영국의 화폐단위이다. 영국 화폐를 표기할 때 사
용하는 £은 로마어로 저울을 뜻하는 ‘리브라(libra)’의 L에서 따온 것이다. 영국 화폐단위 파운드의 공
식명칭인 파운드 스털링(Pound sterling, £, GBP)은 영국과 영국 왕실령[British Crown dependencie
s：채널 제도(Channel Islands)의 두 섬과 맨 섬(Isle of Man)]의 공식 통화이다. 영국 내에서는 “퀴
드”(quid)라는 말로도 불린다. 1파운드는 100펜스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
어사전, 이강원, 손호웅, https://terms.naver.com/)
10) 러시아의 유럽산 농축산물 금수 조치에 대해서는 農畜産業振興機構, ‘ロシアの畜産物の需給動向~欧米産
農畜産物などの禁輸措置の影響を中心に~~"(https://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7/may/wrepo
01.htm)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17年 5月号를 참조하기 바란다.
11) 미국 낙농가들이 우유 소비 감소와 낮은 원유가격으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유제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수출 기회마저 놓치고 있다.
2019년 현재 중국에서는 피자와 우유 소비량뿐만 아니라, 와인에 곁들인 치즈 소비가 증가하며, 유
제품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유제품수출협회에 따르면, 관세보복으로 2019년 상반기
미국의 중국으로의 유제품 수출량이 54%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낙농가협회 시유시장 담
당자 John Wilson은 ‘앞으로 중국의 유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은 무
역 분쟁으로 인해 수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다시 뉴질랜드
및 유럽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우유 소비량은 1975년 대비 40% 감소
하였으며, 원유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중국으로의 수출도 감소하며 미
국 낙농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Dean Foods Co. 등 대형 유업체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
로 나타났다.(출처: 낙농진흥회, ‘미국, 무역전쟁으로 유제품 시장 타격’, ｢해외뉴스｣(2019년 8월 29일
게재), https://www.dairy.or.kr/news/totalnews/?mode=view&board_pid=1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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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국제시세가 떨어짐에 따라 유가도 하락하였다(그림 11).
이 때문에 2018년까지는 평균 종합 유가는 20 미국 달러(49엔=515원)를 밑도는
수준이 이어지고, 전국 각지에서 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표면화되게 되
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스콘신 주의 평균 종합 유가도 저조하게 유지되었다. 이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소규모 경영체 입장에서 유가 침체가 경영에 미친 영
향은 특히 컸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1> 전 미국 평균 종합 유가 추이

일반적으로 사육 마릿수를 증가시키면 스케일 메리트(규모의 경제)로 생산비용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용의 효율이 향상된다. 다시 말하면, 사육 마릿수가
적은 경영체는 비용 효율 및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경영보다 떨어지는 경향
이 있다(그림 12). 이 때문에 2015년 이후 유가 침체기는 소규모 경영체 입장에서
어려운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버지니아 주의 유가 수준은 미국에서 가장 낮은 경향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무역분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여기에는 FMMO제도의 유가 산정 구조,
치즈 수급 정세 변화가 관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4

곡물 수급 관점에서 본 미국 낙농산업의 통합 진행과 유가(乳價) 제도 개혁

<그림 12> 젖소 경산우 사육 마릿수 50두 미만과 비교한 경우 사료비용 저감율

4. FMMO 제도와 위스콘신 주 유가 동향
4.1. FMMO 제도 개요
1930년대에 도입된 FMMO 제도에 의하면, 오늘날 주요 원유 생산지역을 포함
하여 11개12)의 오더 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원유에 대해 용도별 최저거래 유가를
설정한다. 이를 기초로 원유 딜러(유업회사 또는 낙농협)에 대해 낙농가의 용도별
유가를 가중 평균한 유가(풀 유가, pool milk price13))로 유대(乳代, 원유 판매대
금)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림 13).

12) 2018년 캘리포니아 주가 가입하여 11개가 되었다. 이에 의해 전체 오더의 원유 생산량은 미국의
80% 이상을 커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 미국의 평균 풀 유가(pool Milk price)와 원유 용도별 가격차별 정책에 대해서는 허신행, 허 덕 외, ｢우
유 수급균형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986과 허신행, 허 덕 외, ｢낙농발
전 장기대책 수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그리고 허 덕, 허신행, ｢유제
품시장개방에 대비한 원유가격차별정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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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FMMO 제도 대상지역

이 제도 하에서 원유는 용도에 따라 네 가지 클래스(등급)로 구분되며, 각 클래
스의 최저 거래 유가는 USDA가 제품가격을 이용한 공식에 근거하여 매달 산정･공
표하고 있다(표 2).
<표 2> FMMO 제도의 주요 용도 구분
용도
클래스 Ⅰ

음용유

클래스 Ⅱ

크림,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

클래스 Ⅲ

치즈(하드 타입, 크림 치즈), 훼이

클래스 Ⅳ

버터, 탈지분유

자료: USD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統合が進む米国酪農産業と乳価制度改革’,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畜産の情
報 2020年4月号

다만 클래스 Ⅱ∼Ⅳ는 전 지역에서 동일 가격인 반면, 클래스Ⅰ에 대해서는 전
지역 통일된 ‘클래스Ⅰ 기준 가격’에 군(郡, county) 단위로 설정되는 ‘클래스 Ⅰ
차액’이 추가됨으로써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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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Ⅰ 차액’은 각 지역에 충분한 음용유 공급을 보장한다 라는 목적 아래,
원유를 잉여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경비를 고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스콘신 주를 비롯한 원유 공급 과다지역에서 거리가 멀면 멀
수록 높아지도록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는 원유
100파운드당 6.0달러(1kg 당 15엔=157.5원)가 ‘클래스 Ⅰ 차액’으로 ‘클래스 Ⅰ 기
준가격’에 포함된다(그림 14).
<그림 14> 군(county)에 따라 다른 클래스 Ⅰ 차액

이처럼 클래스별로 설정되는 최저 거래 유가를 바탕으로, 원유취급업자와 출하
자(낙농가 또는 낙농협)는 추가 가격(오버 오더 프리미엄, over order premium)
교섭을 통하여 유가를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원유 취급업체는 매달 USDA가 오더 지역마다 배치한 오더 관리자에게
원유 수입량 및 용도별 원유 처리량을 보고하고, 오더 관리자는 이를 정리하여 각
지역의 ‘풀 유가’를 산정한다. 다만, 오버 오더 프리미엄은 풀 유가에 포함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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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역마다 다른 풀 유가
풀 유가는 오더 지역마다 다르다. 특히 위스콘신 주가 포함된 Upper Midwest
지역은 대부분의 경우 최저 수준이다(그림 15). 이는 앞에서 설명한 ‘클래스 Ⅰ 차
액’의 영향도 있지만, 각 지역의 용도별 발송 비율도 관계가 있다.
<그림 15> 지역별 풀 유가(2019년)

2019년 통계를 보면, FMMO제도의 전 오더 지역에서 집유된 원유는 28%가 클
래스 Ⅰ, 11%가 클래스 Ⅱ, 41%가 클래스 Ⅲ, 19%가 클래스 Ⅳ로 사용되었다. 그
러나 지역에 따라 용도별 비율은 크게 다르다. 원유 생산량이 적은 대신 인구가 많
으며 음용유 수요가 높은 Florida 지역에서는 클래스 Ⅰ으로 사용된 원유가 83%
로 높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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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지역별･용도별 원유 사용량 비율(2019년)

한편, Upper Midwest 지역에서는 클래스 Ⅲ가 84%를 차지하며, 클래스 Ⅰ에
이르러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8%에 불과하다. 이는 이 지역이 미국 최대 치즈
생산 주인 위스콘신 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3).
<표 3> 치즈 생산량 상위 5개 주(2018년)
생산량(천 톤)

점유율(%)

공장 수(개소)

위스콘신 주

1,553

26.3

118

캘리포니아 주

1,154

19.5

61

아이다호 주

450

7.6

9

뉴 멕시코 주

406

6.9

4

뉴욕 주

364

6.2

62

미국 전체

5,908

100.0

553

자료: USD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統合が進む米国酪農産業と乳価制度改革’,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畜産の情
報 2020年4月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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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ry Farmers of Wisconsin(위스콘신 주 낙농생산자 협회)에 따르면, 이 지
역의 원유는 90%가 치즈용으로 사용된다고 한다(사진 3, 사진 4).

<사진 3> 치즈 판매

<사진 4> ｢A Traveler’s Guide to America’s

풍경(위스콘신 주)

Dairyland｣(위스콘신 주 낙농생산자협회). 주내에 점재하는
치즈공방과 치즈 전문점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서 Upper Midwest 지역의 클래스별 유가 추이를 보면, 클래스 Ⅲ 가격
은 클래스 Ⅰ 가격을 약 10% 정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움직이고 있다(그림
17). 즉, 위스콘신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 생산자가 받는 유대는 저렴한 클래스
Ⅲ 유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클래스 Ⅲ
유가 동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구조이다.

180

곡물 수급 관점에서 본 미국 낙농산업의 통합 진행과 유가(乳價) 제도 개혁

<그림 17> Upper Midwest 지역의 클래스별 유가 추이

4.3. 최근의 클래스 Ⅲ 유가 동향
FMMO 제도에서 각 클래스의 유가는 USDA가 ｢National Dairy Products
Sales Report(전국 유제품 판매보고)｣에 공표하는 유제품 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다. 이 중 클래스 Ⅲ 유가는 산정에 있어서 버터나 훼이14)(whey, 유청 또는 유장)
가격도 참조되지만, 주로 치즈 가격에 연동하여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그림 18).
이러한 가운데 치즈 가격은 최근 복수의 요인에 의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
다15).
14) whey(乳淸 또는 乳漿). 우유를 치즈로 가공할 때 형성되는 부산물. 우유에는 수분, 단백질, 지방, 탄
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효소 등이 포함되어있다. 지방은 가장 중요한 성분이며 이것을 제외한 것을
탈지유라고 한다. 탈지유에 산 또는 응유효소를 첨가하면 응고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응유(curd)라 하
며 우유의 주단백질인 카세인이 주성분이다. 응유를 제외한 수용액을 유청이라 하고 전 단백질의
20%를 포함한다. 유청에는 유당, 락토알부민, 락토글로불린, 무기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락토글로
불린에는 면역글로불린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초유에 함량비가 높다. 유장(乳醬)이라고도 한다.(출
처: 네이버 지식백과 생명과학대사전, 강영희, https://terms.naver.com/)

181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그림 18> 치즈 가격과 클래스 Ⅲ 유가 추이

가. 수출 침체에 따른 치즈 재고 증가
미국의 치즈 수출량 및 수출 비율(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수출량의 비율)은 증가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치즈 시세 및 클래스 Ⅲ 유가에 대한 치즈 수출 동향의
영향도 최근 점점 커지고 있다(그림 19).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유럽산 농축산물에 금수 조치를 실시한 2014년 8월 이
후, 미국 달러 상승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던 2016년에는 치즈 수출이 정체되었
다. 이어 2018년 이후 멕시코, 캐나다, 중국과 사이에서 각각 무역 분쟁이 발생하
면서 사태는 악화 일로를 치달았다.
특히 2018년 6월 이후 미국 최대 유제품 수출 대상국인 멕시코가 미국산 치즈에
추가 관세를 부과면서, 미국 내 소비 침체와도 맞물려 2017년경부터 증가하던 치
즈 재고량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그 뒤 재고는 과거 최고 수준으로 추이하였기
때문에 치즈 가격은 당분간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그림 20).

15) 클래스 Ⅲ 유가 산정 공식은 원고 마지막의 <참고> 부분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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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미국 치즈 수출량 및 수출비율 추이

<그림 20> 치즈 가격과 치즈 재고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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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00파운드･배럴 타입 가격 침체
FMMO 제도의 치즈가격 산정공식을 분석해 보면, 2017년 이후 치즈 가격 침체
는 원유 자체와 훼이(whey) 수급 동향도 영향을 미쳤다. 클래스 Ⅲ 유가 산정에
이용되는 ‘치즈 가격’은 ‘40파운드 블록’타입16)과 ‘500파운드 배럴’ 타입17)이라는 2
가지 종류의 체다 치즈 가격 및 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이후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500파운드 배럴 타
입 가격이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클래스 Ⅲ 유가에 대한 하락 압력도 가중되게
되었다.

･ 원유 생산이 과잉되었다는 느낌이 감돌면서, 잉여 원유가 500파운드 배럴 생
산으로 유도되었다.

･ 미국 내외에서 훼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500파운드 배럴 생산이 증가하였다.
･ 프로세스 치즈(Process Cheese18)) 수요 감소에 따라 500파운드 배럴 수요
16) 40파운드 블록: 최종 소매용 슬라이스 치즈 등으로 가공된다.
17) 500파운드 배럴: 주로 가루 치즈 등 이차 가공에 이용한다.
18) 치즈는 제조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분류된다. 1) 생치즈(fresh cheese), 2) 흰색외피 연성치
즈(soft-bloomy rind cheese), 3) 세척외피 연성치즈(soft-washed rind cheese), 4) 반경성치즈/비가열
압착치즈(semi-hard/uncooked pressed cheese), 5) 경성치즈/가열압착치즈(hard/cooked pressed che
ese), 6) 푸른곰팡이치즈/블루치즈(blue veined / blue cheese), 7) 가공치즈(processed cheese)가 그것
이다. 1) 생치즈는 치즈 제조 시 별도의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치즈이
다. 약간의 산미와 함께 우유의 신선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부드러운 맛과 향으로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다. 치즈 틀(몰드)에 넣어 원형 또는 블록 모양으로 가볍게 형태를 잡거나 뚜렷한 형태 없이
용기에 담아서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치즈 자체의 수분함량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변질이 쉽고 유
통 기한도 짧아서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프로마쥬 프레, 리코타, 모짜렐라, 마스카포네,
부라타 치즈 등이 포함된다. 2) 흰색외피 연성치즈는 페니실리움 칸디듐(Penicillium Candidum) 이라는
흰 곰팡이 균을 이용하여 흰색의 솜털과 같은 외피를 치즈 전체에 형성한다. 숙성기간은 2~3주 정도
소요되며 치즈에 따라 4~5주 이상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완성된 외피에서는 특징적으로 버섯이나
이끼, 효모, 젖은 흙냄새를 맡을 수 있다. 치즈를 잘라보면 내부는 흰색 또는 아이보리색의 부드러운 질
감으로 상온에 두면 연한 크림 상태로 변하면서 진한 우유맛과 버터 맛이 난다. 제조 과정에서 커드를
자르지 않거나 절단을 최소화함으로, 포함하고 있는 수분함량이 신선치즈 다음으로 많다. 여기에는 까
망베르, 브리, 샤우르스, 뇌샤뗄, 생앙드레 치즈 등이 포함된다. 3) 세척외피 연성치즈는 흰색외피 연성
치즈와 제조 과정이 비슷하지만, 확연하게 다른 점은 숙성 과정 중 소금물이나 안나토 색소, 그리고 맥
주, 와인과 같은 술을 이용하여 치즈 표면을 지속적으로 닦아주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균
의 증식을 막을 수 있고, 어떤 재료로 외피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즈에 개성있는 특징이 남게 된다.
노란색, 오렌지색이나 황금빛을 띄고 있으며, 표면은 약간의 점성과 함께 미끌거림이 있다. 치즈 냄새
만 맡았을 때에는 암모니아 향이나 상한 음식 냄새, 외양간 냄새로 표현되는 향이 나지만, 그 속을 들
여다보면 아이보리색의 부드러운 질감과 구수한 듯 밀키한 맛은 반전있는 외강내유형 치즈라고 할 수
있다. 천주교에서 부활절 전까지의 40일 동안 기도하며 육류 섭취를 절제하던 사순절(Lent)에 이러한
치즈들이 고기를 대신하여 식탁에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는 랑그르, 에뿌아쓰, 마루왈, 묑스떼르, 시메
이 치즈 드이 포함된다. 4) 반경성치즈/비가열 압착치즈는 치즈 제조 시 렌넷이나 산을 이용하여 젖의
응유 과정을 거치고 커드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게 되는데, 그 때 자른 커드의 크기가 치즈의 수분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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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퇴되었다.

과 관계가 깊다. 커드의 크기를 작게 많이 자를수록 잘린 단면을 통해 유청(훼이, whey)이 빠져나가므
로 커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함량은 줄어들게 된다. 수분함량이 적을수록 단단한 치즈가 되고 그만
큼 보존 기간도 길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로 반경성 치즈의 커드 크기는 연성치즈 보다는 작게, 경
성치즈에 비해서는 조금 크게 자른다. 그리고 몰드에 넣어 성형 과정을 마친 후 일정한 무게의 압력을
가하면서 추가적으로 유청을 제거하여 치즈 내 수분함량을 줄이기도 한다. 숙성 기간과 과정은 치즈마
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숙성 기간을 거치며 주기적으로 치즈를 뒤
집어주거나 외피를 닦아주는 관리과정이 포함된다. 원유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치즈의 안과 겉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흰색-상아색-노란색-황금빛으로 점차 진해지고 질감은 견고해짐과 동시에 탄
성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는 고다, 라클렛, 모르비에, 체다, 하바티 치즈가 포함된다. 5) 경성치즈/가열
압착치즈는 반경성 치즈를 제조하는 과정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커드를 아주 작은 크기로 잘라 유청
이 많이 빠지도록 하고 추가로 가온(열을 가하여 데움)하여 그나마 남아있는 수분까지도 배출시키기 때
문에 수분함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성형하는 과정에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여 여분의 수분을
제거하고 긴 숙성기간 중 자연적으로 수분함량이 점차 줄어들어 단단한 치즈가 만들어진다. 포함하고
있는 수분함량이 적어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므로 숙성기간은 보통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4년.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한 이유로 추운 겨울이 긴 산악지대에서 옛날부터 많이 만들어왔다. 경성치즈 대
부분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밀크가 필요하고 여러 목장의 밀크를 집유하여 조합 형태로 치즈
를 만드는 곳들이 많다. 또한 산으로 응고한 치즈는 커드의 응집력이 다소 떨어지므로 대부분 응유효소
인 렌넷을 이용하여 치즈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숙성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치즈의 색은 점점 짙
어져서 황금색과 짙은 볏짚 색으로 바뀌고 외피의 두께 또한 두꺼워진다. 숙성기간에 비례하여 점차 수
분이 줄어들어 짠 맛이 강해지고, 더욱 더 단단해져서 잘 부스러지는 질감을 갖게 된다. 잘 숙성된 치
즈일수록 싱그러운 과일과 향긋한 꽃 향기, 살짝 맴도는 단맛과 고소한 견과류의 맛이 지배적이다. 만
드는 과정에서 신선치즈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젖을 필요로 하고, 숙성기간 중 치즈 관리 비용까지 고려
하면 가격 면에서 당연히 비싸진다. 여기에는 에멘탈, 그뤼에르,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꽁떼, 보포르 치
즈 등이 포함된다. 6) 푸른곰팡이치즈/블루치즈는 치즈 내부에 마치 대리석 무늬처럼 청색 또는 회색의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는 치즈로 제조 과정에 페니실리움 로크포르티(Penicilliu
m Roqueforti)라는 푸른곰팡이 균이 사용된다. 성형이 끝난 치즈에 얇고 긴 바늘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구멍을 여러군데 내게 되는데 그 길을 따라 곰팡이들이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면 치즈 내부에 푸른 곰
팡이가 골고루 자라게 된다. 수분감이 많고 짠 맛과 감칠맛의 농도가 짙으며 날카롭고 예리하게 톡 쏘
는 맛과 향이 특징적이다. 치즈 플레이트 구성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개성 강한 치즈이며, 각종 소스
요리에 첨가하면 음식의 맛이 깊고 풍부해진다. 여기에는 고르곤졸라, 로크포르, 스틸턴, 까브랄레스,
블루 도베르뉴 치즈 등이 포함된다. 7) 가공치즈는 자연치즈를 주 원료로 하여 기타 식품 첨가제를 혼
합하여 만든다. 자연치즈는 젖, 미생물, 효소, 그리고 최소한의 기타 첨가물만으로 만드는 살아있는 치
즈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치즈를 주원료로 하여 증량제, 보존제, 향미제, 유화제와 같은 식품 첨가물을
추가하고 고온의 환경에서 재가공한 치즈를 가공치즈라고 한다. 높은 가공 온도에 미생물의 활동은 중
단되므로 한편에서는 '죽은 치즈'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양을 선택적으로 사
용하여 다양한 맛과 향, 색을 표현할 수 있었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맛과 자연치즈에 비해 저렴한
가격, 유통기간이 길어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그 소비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공치
즈는 스위스 전통 음식인 치즈 퐁듀에서 비롯되었다. 따뜻하게 데운 와인에 먹다 남은 치즈들을 녹여서
딱딱해진 빵을 적셔 먹던 것에서 착안된 가공치즈는 남아도는 치즈를 처리하기 위해 이 원리를 이용해
서 만들게된 것이다. 가공치즈 제조는 1910년 최초로 스위스에서 개발되었으나 오히려 자국민들에게
는 외면을 받게 되었고 이후 독일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서 산업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된다.(출
처: 네이버 포스트 프로마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570103&m
emberNo=2430564&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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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도와 현실의 괴리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수출 부진에 따른 재고량과 500파운드 배럴 타입
체다 치즈 가격이 침체되었다. 이러한 점이 원인이 되어 위스콘신 주 유가는 전미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수준으로 유지되었다(그림 21).
그러나 현지 업계 관계자 중에는 FMMO 제도의 유가 산정방식이 실제 수급 현
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그림 21> Upper Midwest 지역의 풀 유가와 전 지역 평균 풀 유가 추이

1937년에 도입된 FMMO 제도는 2000년을 마지막으로 대폭 개편은 실시되지 않
았다. 한편,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낙농･유업을 둘러싼 정세는 크게 변화되었다.
유제품 수출 증가에 따라 유가는 국제 시세의 영향을 더 받게 되었다. 국내 소비자
기호와 수요도 크게 변화하였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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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국 국민 1인당 주요 유제품 소비량 추이

특히 치즈 수요의 변화는 특기할 만하다. 현행 FMMO 제도에서는 클래스 Ⅲ 유
가 산정에서 ‘치즈 가격’이 참조되는데, 수많은 치즈 중에서도 체다 치즈 가격만 유
가 산정에 참조된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특히 소비 기반이 탄탄한 것은 모차렐
라치즈이며, 가격도 모짜렐라 치즈가 최근 체다 치즈를 웃돌아 추이하고 있다(그
림 23, 24).
<그림 23> 미국 국민 1인당 종류별 치즈 소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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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미국 국민 1인당 주요 유제품별 소비량 추이

또한, 미국에서 최근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치즈도 모짜렐라 치즈이다(그림
25). 위스콘신 주의 종류별 생산량을 보면, ‘아메리칸 타입19)’의 대표 격인 체다 치
즈는 2001년의 시점에서 모짜렐라 치즈에 밀렸다. 그 차이도 대체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그림 26).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클래스 Ⅲ 유가 산정은 국내 수요, 생산량이 가장 큰
모짜렐라 치즈가 아닌, 두 번째인 체다 치즈 가격 동향에 근거하고 있다.

19) 주로 슬라이스 타입의 포장형태 치즈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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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미국의 종류별 치즈 생산 비율(2018년)

<그림 26> 위스콘신 주 종류별 치즈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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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MMO 제도가 미국 낙농유업의 이노베이션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
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MMO 제도의 클래스 유가 산정에서는 치즈, 버터,
훼이, 탈지분유20) 등 4가지 종류의 유제품 거래가격이 참조된다. 이때 이들 품목
의 생산비 상당 부분(시황에 관계없이 고정액)은 공제된다(표 4).
<표 4> FMMO 제도의 클래스 유가 산정공식에 있어 유제품별 공제액
품목

공제액
(미국 달러/파운드)

(엔/kg)

(원/kg)

치즈

0.2003

48.6

510.3

버터

0.1715

41.6

436.8

훼이

0.1991

48.3

507.2

탈지분유

0.1678

40.7

427.4

자료: USD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統合が進む米国酪農産業と乳価制度改革’,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畜産の情
報 2020年4月号

예를 들면, 클래스 Ⅲ 유가의 경우, 산정 과정에서 참조되는 치즈, 버터, 탈지분
유 가격은 각각 생산비 상당분(相當分)이 공제된다. 즉, 치즈 제조업체는 치즈를
제조하면 이들 액수가 공제된 유가로 원유를 입수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 공제가 제조업체에게 타당한 수준인 한 업체에 새로운 코스트
또는 리스크(risk)를 부담하면서까지 혁신적인 유제품을 개발하려는 인센티브는
기능하기 어려워진다. 심지어 낙농･유업의 정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FMMO 제도의 유가 산정 공식은 그 시스템에서부터 업체에게 유리하고
생산자가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구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20) 탈지분유(脫脂粉乳, skim milk powder, nonfat dry milk). 탈지유에서 수분을 제거해서 분말로 만든
것. 우유로 만들어진 전지분유(全脂粉乳)에 비해 보존성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그 생산 소비가 급격
하게 증가하였다. 공업용으로는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환원 우유, 코티지 치즈(cottage cheese, 전
유에서 일부 유지방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유지방을 제거한 저온살균된 우유에 스타터를 첨가하여
카제인을 응고시켜 만든 시고 작은 흰 결정의 숙성시키지 않은 신선한 연질치즈) 및 요구르트 등의
원료뿐만 아니라 가축의 사료가 되고, 가정용으로는 제과, 조리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식품 위생법에
의하면 우유 고형분 95.0% 이상, 수분 5.0% 이하, 세균수(표준 평판 배양법에서 1g당) 50000 이하
로, 대장균군 음성일 것을 요구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화학대사전, 세화 편집부,
https://terms.naver.com/)

190

곡물 수급 관점에서 본 미국 낙농산업의 통합 진행과 유가(乳價) 제도 개혁

5. 최근 유가 침체에 대한 정부와 생산자의 대응
유가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낙농가용 안전망(세이프티 네트워
크, safety network) 제도의 개선･확충에 힘씀과 동시에, 일련의 무역 전쟁에 따
른 손실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한편, 위스콘신 주의 생산자는 각각
독자적인 대응을 강구하여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5.1. 정부의 대응
가. 안전망 제도의 개선･확충
미국 정부는 2014년 농업법에서 이전부터 불만이 높았던 원유 수입손실 보상 계
약 (Milk Income Loss Contract, MILC) 프로그램21)을 폐지하고, 낙농 마진보호
프로그램(Margin Protection Program: MPP22))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1) 미국의 낙농관련 소득보상제도는 2002년 이후 '원유수입 손실보상계약 프로그램(MILC, Milk Income L
oss Contract Program)을 통해 원유가격이 보증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MILC는 원유가격 하락만을 보전지표로 했기 때문에, 사료가격 상승에 의한 수익성 악화에는 충
분히 대처하지 못해, 많은 낙농가가 적자경영을 피할 수 없었다. MPP 도입 이전의 세이프티넷(safety
net, 안전망)이었던 MILC는 음용유용 원유가격이 보증기준 가격보다 내려갈 경우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전국 규모의 ‘목장수익 프로그램’이다. 음용유용 원유가격 지표는 메사추세스주 보스톤지역 클래스Ⅰ
(음용유용) 원유가격이 사용되며, 보증기준가격은 100파운드당 16.94달러(㎏당 451원)로 설정되어 왔
다. 또한 사료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중평균으로 산출한 사료가격이 기준가격(100파운드 당 7.3
7달러, ㎏당 196원)을 초과한 경우 보증기준가격에 조정계수가 적용되어 보증기준가격이 올라가는 구
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료가격 상승 등이 낙농가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MILC에 반영되
지 않았고, 또한 보전금 지급상한수량(호당 2,985㎘)이 정해져 있어 대규모 농가는 별로 매력이 없었
다. 이 때문에 미국 낙농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맞추어 낙농가를 비롯한 낙농관계자 사이에서는 MILC
개정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농업법에서는 보전지표
에 사료비를 추가하여 원유가격과 사료비 차액을 낙농가의 수익으로 하고 이것을 보장함으로서 낙농재
생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낙농수익보호 프로그램(MPP, Margin Protection Program)’이 도입
되면서 MILC는 폐지되었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조재준, 해외낙농뉴스, 2016. 4. 28자 게재, ‘미국 US
DA, 낙농수익보호프로그램(MPP) 개선 발표’, https://blog.naver.com/jtriple00/220696073334) 및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米国の酪農マージン保護プログラム(MPP) の現状と今後の課題’, ｢畜産の情報｣ 海外
情報, 2016年 3月号(https://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6/mar/wrepo01.htm)
22) 유제품을 위한 마진 보호 프로그램(MPP)은 2014년 농업법에 의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된 낙농
업 생산업자들을 위한 자발적인 위험 관리 프로그램이다. 2018년 커버리지 연도의 MPP-Day에 대한
상당한 변화는 2018년의 초당적 예산법에 의해 추가적으로 승인되었다. MPP-Dairy는 모든 우유 가격
과 평균 사료 비용 사이의 차이가 생산자가 선택한 특정 달러에 미치지 못할 때 유제품 생산자들을 보
호해 주는 기능을 한다. 낙농업 생산업자들의 피드백에 기초하여 의회는 2018년 ‘생물 분비제 예산 법’
의 MPP-Dairy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변경하였다. 1) 이익 기간의 계산은 2개월이 아니라 매월 한다.
2) 적용되는 생산량은 Tier1 프리미엄 일정에 따라 5백만 파운드로 증가하며, Tier1의 프리미엄 요금은
상당히 낮다. 3) 한정된 자원, 선발, 베테랑 및 불리한 생산자에 대한 관리비 지급 면제. 2018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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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와 사료비용의 차액인 ‘마진’에 주목한 안전망이며, 제도 도입 당초에는 환영
받았지만, 그 뒤 보전이 발동되는 경우가 적어 낙농업계의 불만은 또 다시 고조되
었다.
이에 이 프로그램은 더욱 유연하게 발동될 수 있도록 2018년에 개선이 이루어진
뒤, 2018년 농업법에서 낙농 마진보증 프로그램(Dairy Margin Coverage: DM
C23))으로 갱신되었다. DMC의 경우, 기본적인 부분은 MPP와 같은 제도 설계이지
만, 보전 발동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존의 경영수입 보험 프로그램(LGM-Dairy24))
동시 가입도 인정받게 되는 등,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개선되었다.

신규 조항에 의거하여 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등록 기간에 등록한 유제품 업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낙농업 생산업자들에게 (1) 연간 100달러의 관리비(경우에 따라 면제)를
제외하고 생산자에게 무료로 재해 보상을 제공하며, (2)다양한 수준의 구매 보상을 제공한다.(출처: US
DA/FAS 홈페이지, https://www.fsa.usda.gov/programs-and-services/Dairy-MPP/index)
23) 2018년 농업법에서는 유제품 생산자들을 위한 자발적인 위험 관리 프로그램인 새로운 유제품 마진
보상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즉, Dairy Margin Coverage(DMC)인데, DMC는 유제품용 여백 보호 프
로그램을 대체한 것이다. DMC는 모든 우유 가격과 평균 사료 가격의 차이가 생산자가 선택한 특정
한 달러 이하로 떨어질 때 유제품 생산자들에게 계속해서 보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DMC 의
사 결정 툴(tool, 도구)은 위스콘신 대학과 협력하여 제작자가 가장 강력한 재정 안전망을 제공할 다
양한 조건에서 커버리지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간 유제품 마진(DMC)등록, 생산,
지불 보고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동부 표준시로 업데이트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능
을 제공한다. 1) 경우에 따라 면제되는 연간 100달러의 행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생산자에게 비용이
들지 않는 카탈로그 서비스, 2) 다양한 수준의 구매 보상, 3) 유제품 마진 범위 팩트 시트 등이다.
DMC에 참여하려면 낙농업 생산업자들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보험 적용 범위는 4달러에서
9달러 50센트이며, $0.50단위로 선택하면 된다. 2) 낙농업 생산 실적의 적용 범위 백분율을 5%씩
5%씩 선택한다 등이다. 제작자들은 2023년까지 커버리지 수준을 고정하고, DMC프리미엄을 25%할
인 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정 기간 동안 MPP-일 보험료를 납부한 낙농업은 프로
그램에 납부된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상환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9월 20일까지 현금 환불의 50%
를 받거나 DMC프리미엄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의 75%를 받을 수 있다..(출처: USDA/FAS 홈페이
지, https://www.fsa.usda.gov/programs-and-services/dairy-margin-coverage-program/index)
24) USDA에서는 미국의 농부와 목장주들을 위한 보험 적용 범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USDA는 유제품 생산자들의 보험 혜택을 개선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낙농업자들은 위기에 직면
하였고, 수천 명이 파산하였다. USDA가 조치를 취한 방법 중 하나는 젖소 보험에 대한 축산물 총 매매
차익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연방 정부, 농산물 보험 산업 및 농부들 간의 민관 협력 관계인 연방 농산
물 보험 공사 이사회는 이 유제품 보험 정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을 승인하였다. 첫 번째로
연 2개월 이상 보험을 구매하는 생산자들에게 프리미엄 지급액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생산
자가 받는 보조금 금액은 생산자가 선택하는 공제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까지 받은 보험료는
평균 37%이다. 두 번째로 다른 작물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축산물 총 매매 차익 유제품 보험료는 이
제 처음이 아닌 적용 기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금 흐름 문제를 가진 생산자들에
게 도움을 줄 것이고, 그들이 제품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축산물 총 매매 차익
유제품은 식비와 우유 값을 보장해 준다. 매월 마지막 영업일인 금요일 오후 8시에 판매 기간이 끝난
다. 그러나, 특정 보험 기간에 예상 우유와 사료 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그 기간 동안 보험은 판매되지
않는다. 11개월의 보험 기간이 끝날 때, 선택된 총 마진 보증이 실제 총 마진보다 크면 낙농업 농부는
보상금을 받는다. 실제 총 마진은 우유의 시장 가치에서 사료 비용을 뺀 것이다.(출처: USDA, https://
www.usda.gov/media/blog/2011/01/14/improvements-lgm-dairy-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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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FBF는 2018년 클래스 유가와 성분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제도인 DRP
(낙농수입보험25))제도를

개발하여,

현재는

미국

농업부

리스크

관리국

(USDA/RMA)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미국의 낙농가에는 DMC, LGM-Dairy, DRP 라는 세 가
지 안전망 제도가 선택 사항으로서 주어지게 되었으며26), 임의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DMC의 역할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전 미국의 낙농가 70%에 미치
는 2만 3,366호가 가입하였고, 이들 낙농가에게 지급된 보전금 총액은 3억 1,181
만 9,469달러(343억 엔=3,601.5억 원)이었다. 위스콘신 주에서도 80%에 해당하
는 5,940 호가 가입하였으며, 총액으로 6,935만 3,446미국 달러(76억 2,900만 엔
=801억 450만 원), 1호당 1만 1,675달러(128만 4,300엔=1,348만 5,150원)의 보전
금이 지급되었다.

25) AFBIS(American Farm Bureau Insurance Services, Inc.)는 낙농가들을 위해 낙농업 수입 보호(Dary Re
venue Protection, DairyRP 또는 DRP) 보험을 개발하였다. 이 연방 농작물 보험 상품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에 전국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AFBIS는 미국 농업 협회와 협력하여 매우 필요한 위
험 관리 도구를 낙농업 공동체에 도입하였다. 유제품 수입 보호(Dary Revenue Protection)는 보장된 보
상 수준에 비해 우유 판매로 인한 분기별 수익의 예기치 않은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지역 기반
수익 제품이다. 유제품 제조업체는 연방 우유 마케팅 오더 최종 제품 가격 결정 공식 및 클래스 III 및
클래스 IV 우유의 제조 가치와 일치하는 다양한 우유 가격 결정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상 수
입은 우유와 유제품의 선물 가격과 유제품 생산자에 의해 선택된 포함 우유 생산량에 근거한다. 포함된
우유 생산량은 유제품 생산자가 위치한 주 또는 공동 생산 지역으로 색인화된다. 정책은 역년의 분기에
해당하며, 생산자는 근처에서 5분기까지 정책을 구입할 수 있다. 생산자는 예상되는 분기별 수입의 80
-95%를 충당할 수 있다. 보험 기간 말에 실제 우유 수익이 최종 수익 보증보다 낮은 경우, 생산자는
최종 수익 보증과 실제 우유 수익에 몫과 보호 계수를 곱한 금액의 차이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
다. 데어리 RP는 50개 주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등급 가격 옵션에 따라, 낙농업 RP는 클래스 III와
클래스 IV우유 가격으로 구성된 주 수준 수익 지수를 기준으로 수익 보호를 제공한다. 생산자는 자신들
의 작업에 맞추어 가격 보증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등급 III와 IV등급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성분
가격 옵션은 버터, 단백질 및 기타 고형분을 포함한 우유 성분 생산에 기반한 수익 보호이다. 생산자는
원하는 버터 지방 비율과 단백질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고체 백분율은 5.7%로 고정되어 있다.
(출처: 미국 팜 뷰로 보험 서비스(주), AFBIS.inc, https://www.farmbureausellscropinsurance.com/insur
ance-plans/livestock-policies/dairy-revenue-protection/)
26) MPP, DMC및 LGM-Dairy의 개요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1)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米国の酪農マージン保護プログラム(MPP)の現状と今後の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16年 3月号(
https://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6/mar/wrepo01.htm), 2)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農業
法でMPPが変更される(米国)’,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19年 24日 (https://www.alic.go.jp/chosa-c/jo
ho01_002377.html), 3) 日本農畜産業振興機, ‘米国における酪農政策の今後の展開方向-乳価下落時にお
けるセーフティネットの効果-’, ｢畜産の情報｣ 海外駐在員レポート(2010年 7月號(https://lin.alic.go.jp/ali
c/month/domefore/2010/jul/gravure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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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역 손실 보상 프로그램 실시
미국산 유제품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 3개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던
2018년 7월, USDA는 일련의 무역분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프로그램 실시를
공표하였다. 이 가운데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
MFP27))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낙농업자에게 직접 지급단가를 최종적으로 원유
100파운드당 0.2미국 달러로 하고, 지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회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AFBF가 2020년 1월에 공표한 추산에 따르면, MFP가 지불해야 하는 낙농가에
게 지급하여야 할 직접지불 총액은 3억 5,100만~3억 7100만 달러(약 386~408억
엔=4,053~4,284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 중 위스콘신 주는 캘리포니아 주 다음
으로 많은 4,980만 달러(54억 7,800만 엔=575억 1,900만 원)으로 예상된다.

5.2. 생산자의 대응
위스콘신 주 낙농가들은 인근의 농장이나 착유우 인수를 통하여 규모 확대 및
수입원 다변화 등을 통하여 저유가기(低乳價期)에도 탄탄한 수익 확보에 노력하여
왔다. 2019년 11월에 실시한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의 현지 조사에서는 일
반 농가와는 다소 다른 접근으로 안정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낙농가를 3호 방문하
였다. 이 절에서는 이들 농장들의 대응에 대하여 소개한다.

가. Von Ruden 농장: 고부가 가치 원유 생산
1942년 건축한 목조(木造) 우사에서 40마리의 홀스타인28) 젖소 경산우를 착유하
27)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MFP)은 외국의 부당한 보복 관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을 가진 농
부들과 목장주들에게 원조를 제공하여, 전통적인 수출 시장의 손실을 초래한 비특작 작물, 낙농업,
돼지, 특산 작물의 농업 생산업자들에게 원조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다음
작물들을 단일 카운티 지급률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 (다음) 알팔파 건초, 보리, 카놀라, 옥수수, 크
램베, 말린 콩, 건완두, 장대주목면, 아마씨, 렌즈콩, 롱그레인, 기장, 겨자씨, 귀리, 땅콩, 유채, 호밀,
샤플라워(safflower), 참깨, 크고 작은 병아리콩, 수수, 대두.(출처: USDA/FAS 홈페이지,
https://www.fsa.usda.gov/programs-and-services/market-facilitation-program/index)
28) 홀스타인(Holstein). 네덜란드의 프리슬란트 지방 원산인 대표적 젖소 품종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
서는 흑색반종, 영국에서는 프리지언(Friesian), 미국에서는 홀스타인 프리지언이라고 한다. 세계 각
국에 분포하여 주요 낙농국의 주력이 되고 있는 품종이며, 현재 외국에서는 홀스타인협회가 조직되
어 계통적으로 번식시키고 있다. 한국 젖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흑백의 얼룩무늬가 특징이며,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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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Von Ruden 농장은 유기농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사진 5). 이 때문에 생산한 원유
의 출하처인 낙농협에서는 100파운드 당 9 미국 달러(1kg 당 22엔=231원)의 프리미
엄을 받고 있으며, 수령 유가(조사 시점)는 100파운드 당 27~27.5 미국 달러(100파
운드 당 65~67엔=682.5~703.5원)였다. 같은 시점 Upeer Midwest 풀 유가인 100
파운드 당 19.51 미국 달러(100파운드 당 47엔=493.5원)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사료는 기본적로 자급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태양 전지판에 의해서 전력의 일부
도 자급으로 조달하고 있는 등, 비용 절감에도 적극적으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처럼 안정적인 경영을 실천하면서, 현재는 어떤 사회 안전망 제도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편, 위스콘신 파머스 유니언(Farmer’s Union, 농민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농장주 Darin Von Ruden 씨는 원유 생산 과잉이 유가 침체를 불렀다고 하면서,
공급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진 5> Von Ruden 농장의 우사 내부 모습

검은색은 몸 윗부분에, 흰색은 몸 아랫부분에 많다. 윤곽이 선명하고, 비경(鼻鏡)이 넓으며, 강하고
뚜렷한 턱을 가지고 있다. 눈은 크고, 이마는 넓다. 표준 몸무게는 암컷이 650㎏, 수컷이 1,000㎏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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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1994년 연평균 산유량이 5,900㎏이었는데, 이후로도 산유량은 계속 늘어, 2018년도에는 1만
kg을 넘었다. 유지율(乳脂率)은 약간 낮아 평균 3.5%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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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reitenmoser 농장: 송아지 판매에 따른 부수입
홀스타인 젖소 경산우를 약 450마리 사육하고 있는 Breitenmoser 농장에서는
9명의 멕시코인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고용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하루 3회
착유를 실현하고 있다(사진 6). 이 때문에 인건비는 다른 농장보다 많을 것으로 보
이지만,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를 자급함으로써 가능한 생산 비용 절감에도 힘쓰고
있다.
또 원유의 출하처로부터 유지방률과 유단백질률에 대한 추가 지급금을 받고 있
다. 수령하고 있는 유대(2019년 10월)는 100파운드당 22 미국 달러(1kg 당 53엔
=556.5원)로 Upper Midwest의 풀 유가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사 시 안전망 제도에 가입 현황을 물었다. ‘어떤 안전망 제도인지 확실히는 기
억이 나지는 않지만, 무언가 안전망 제도에 가입하고는 있다’면서도, ‘그 이상으로
경영을 지탱하는 것은 송아지 판매에 의한 수입이다’라고 주장한다.
<사진 6> Breitenmoser 농장의 우사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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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농장에서는 성 판별 정액(Sexed Semen29))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후계
우 확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비교적 고가에 판매를 기대할 수 있는 홀스타인 × 앵
거스 종30) F131) 송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사진 7).
탄탄한 쇠고기 수요에 힘입어, F1 상장도 호조로 추이하고 있어, 이 농장에서도
F1 송아지를 홀스타인 암컷 송아지의 약 2배 가격대에 출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2019년 11월 시점).
농장주 Hans Breitenmoser 씨에 따르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F1 송아지
판매 비중은 4%에 미치며,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사진 7> F1 송아지

29) 최근에는 X염색체와 Y염색체를 가진 정자를 분리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달하여, 성 판별 정액을
이용하여 태어날 송아지의 암･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미국 농업부가 특허권을 가
지고 있고, 이 것을 상업적인 회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X염색체와 Y염색체를 가진 정자를 분리하
였고, 동결보존하여 필드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하였다.(출처: 다음 블로그 설암이야기,
http://blog.daum.net/chilbo855/7191658)
30) 애버딘 앵거스종(Aberdeen Angus). 고기소의 한 품종이다. 원산지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동부 지
역인 애버딘앵거스 주(州)이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품종이다. 직사각형의 몸통에 네 다리
가 짧은 전형적인 고기소의 모습이다. 털빛은 검정색이며 뿔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다른 품종과 교
배하면 모두 뿔이 없는 새끼가 태어난다. 머리는 작고 이마가 넓으며 목이 굵다. 등선이 곧고 복부
에 작은 흰 점이 있는 것도 있다. 체질이 튼튼하여 추위에 잘 견디며 방목에 적당하다. 지방질이 적
당하여 육질이 좋고 빨리 성장하며 난산의 빈도가 적다. 성질이 거칠고 다소 신경질적이다. 일당 증
체량(增體量)은 0.8kg, 도체율은 65~72%이다. 뼈가 12.8%로 적어 정육률이 높은 편이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암컷이 27kg, 수컷이 29kg이나, 성장하면 암컷은 450~550kg, 수컷은 800~1,000kg이다. 임
신기간은 275~283일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31) 자손 1세대.(잡종 1세대) 유래는 ‘자식’을 뜻하는 라틴어 Filius. 형질이 다른 순종 2개를 타가수분
시켰을때 나오는 첫 잡종을 말한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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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inchley 농장: 착유 로봇 도입 + 수입원 다변화
규모 확대를 거듭한 결과, 현재에는 홀스타인을 중심으로 젖소 경산우를 400마
리 사육하고 있는 Hinchley 농장은 2018년 우사를 갱신함과 동시에 착유 로봇을
4대 도입하였다(사진 8). 유가 수준도 탄탄한 가운데 착유 로봇에 의해 많은 소에
는 하루 4회 이상 착유를 실현하고 있다고 하면서, 증산에 따른 총 수익 향상을 기
대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이 농장에서는 풍부한 농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옥수수의 잉여분을 인근의 에
탄올 기업에 판매하고 있으며, 자신의 농장을 개방하는 유료 팜 투어를 적극적으
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부수입으로 지탱되는 형태로 안정된 경영이 이루어지면서, 이 농장은
DMC등과 같은 안전망 제도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편, MFP에 따른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농장주 Tina Hinchley 씨는
‘원래 무역분쟁의 원인을 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운영에 대해 의문시하고 있
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사진 8> hinchley 농장의 새로운 우사 내부 모습.(착유우 240두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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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낙농 수익 전망
멕시코의 미국산 치즈에 대한 추가 관세가 2019년 5월 철폐되는 등의 조치가 있
었다. 이에 따라 2019년 미국의 치즈 상장은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클래스 Ⅲ 유가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평균 종합 유가는 2019년 11월 약 5년 만에 100파운드 당
20달러(1kg 당 49엔=514.5원)을 웃돌았다32). 이러한 상황은 USDA가 DMC 운용
으로 산정하는 낙농마진33)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낙농의 수익성은 대체
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7).
<그림 27> 미국 전국 평균 종합유가와 낙농 마진 추이

32) 최근의 종합 유가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도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1) 日本農畜産
業振興機構, ‘脱脂粉乳輸出伸長とともに乳価は約5年ぶりの高水準’, ｢畜産の情報｣ 海外の需給動向【牛
乳･乳製品／ 米国】, 2020年 3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020.html), 2) 日本農畜
産業振興機構, ‘チーズ価格の上昇とともに酪農の収益性が向上’, ｢畜産の情報｣ 海外の需給動向【牛乳･
乳製品／ 米国】, 2020年 1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0919.html).
33) MPP및 DMC에서 유가와 사료 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되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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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USDA는 2020년 유가도 비교적 잘 유지될 것으로 보며, 낙농 수
익성도 계속 순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매년 프로그램 가입･갱신을 모집
하는 DMC에 2020년 가입한 호수는 미국 전역에서 전년 대비 44.2% 감소한 1만
3,024호, 위스콘신 주에서는 가입한 농가 호수가 45.5% 줄어든 3,235호로, 전년
보다 대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수익성 향상, 안전망 확보만 호수 감소에 제동을 걸고 있는 요인이 아니
다. 현지 조사에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익성 향상으로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낙
농업에서 물러나고 있는 소규모 경영도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낙농가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이 미국에서도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부채 상
환을 계기로 낙농업을 은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번 유가 상승 기간에 상술한
바와 같은 소규모 낙농가가 낙농 산업에서 퇴장할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7. FMMO 제도의 행방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어려운 경영의 조정을 겪는 낙농가를 지탱할 수 있
도록, 2000년 개혁을 마지막으로 약 20년 동안 크게 수정되지 않은 FMMO 제도에
메스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34). 제도 재검토에는 장시간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유가 산정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1. 경위
AFBF는 2019년 1월 제100차 연차 총회에서 FMMO 제도의 재검토를 위한 대응
을 개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 뒤 12명으로 구성된 FMMO 제도 개혁 작업 그룹
은 USDA, 하원 농업위원회, 전국 원유 생산자 연맹(NMPF), 국제 유식품 협회
34) 2000년 당시 FMMO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다음의 리포트를 참조하길 바란다. 1) 日本農畜産業振興機
構, ‘米国の新酪農制度’, ｢畜産の情報｣ 海外駐在員レポート, 2002年 4月号(https://lin.alic.go.jp/alic/mon
th/fore/2000/mar/rep-us.htm), 2)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９年農業法以降の米国酪農政策の動きにつ
いて’, ｢畜産の情報｣ 海外駐在員レポート, 2000年 4月号(https://lin.alic.go.jp/alic/month/fore/2002/apr
/rep-u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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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FA), 학술 관계자와 유업 관계자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가
면서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
최종적으로 10월 ‘2019 Priorities, Principles and Policy Considerations for
FMMO Reform(2019 FMMO 개혁을 위한 우선순위, 원칙 및 정책 고려사항)’이라
는 FMMO 제도 개혁 제안서를 공표하였다(사진 9). 이 가운데 AFBF는 FMMO 제
도를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하고자, 아래의 4가지 점을 제안하였다.

7.2. AFBF의 4가지 제안
① 전체 투표에 관한 재검토(예: 각각 낙농가에 대한 투표권 부여)
<사진 9> ABFBF에 의한 제안서 표지

FMMO제도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투표를 실시하게 되지만, 현행 제도에
서는 낙농협 단위로 투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낙농협 산하 낙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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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투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AFBF는 이 시스템을 폐지하고, 낙농
협 산하 낙농가라도 각자가 표를 던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② 낙농가-낙농협-유업체 간 리스크 분담 향상
현행 FMMO 제도 하에서 원유 취급업체가 지불하지 않고 끝난 유제품 제조비용
상당 공제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2018년의 합계액은
300억 달러(3조 3,000억 엔=34조 3,200억 원)을 초과하였다(그림 28).
최근 저유가기(2015~2018년)만으로도 낙농가는 150억 달러(1조 6,500억 엔=17
조 3,250억 원)를 유업체에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견해가 대두되어 있다.
또한, 최근 가공 원료 분유로 이용되는 원유도 증가 경향에 있다. 이에 따라 공
제액은 계속 증가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AFBF는 현행으로는 고정 금액으로 되어 있지만, 제조비용 상당 공제액을 품목
별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림 28> 유제품 제조 비용 상당 공제총액 추이

③ 유제품 가격 조사의 개선
USDA는 FMMO 제도의 유가 산정을 위해 유제품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
만, USDA가 대상으로 규정하는 제품은 실제로 유통되는 제품 중 일부이며, 생산
량에서 차지하는 포착률은 한정적이다(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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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AFBF는 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USDA 조사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그림 29> USDA 가격조사에 있어서 포착률(주요 유제품별)

④ 풀 유가 산정 방법 간소화
AFBF는 남동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오더 지역 간 원유 수송 비율 상한율’
등을 재검토하고, 복잡한 유가 산정방법을 간소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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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맺음말
미국 낙농산업에서 통합이 진전되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유가(乳價)는 저 수준
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낙농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낙농가 호수 감소
는 가속되었다. 특히 예전 낙농의 중심지였던 위스콘신 주에서는 소규모 낙농가
호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낙농 안전망 제도를 확충하기
도 하였다.
개별 생산자도 대략 수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응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위
스콘신 주의 낙농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는 배경에는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은 유가
제도(FMMO 제도)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낙농 수익성이 개선되었지만, 위스콘
신 주의 낙농가 호수는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 단체에서는
FMMO 제도에 대한 수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2019년 10월, 위스콘신 주 매디슨에서 열린 World Dairy Expo에 등단한 퍼듀
농업부 장관은 낙농가 호수가 급감하는 정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질문자)
최근 수많은 소규모 낙농가가 문을 닫고 있다. 향후에도 소규모 낙농가 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이 흐름을 멈출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보는
가?
(퍼듀 장관)
2018년 농업법이 이 흐름을 멈춘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규모의 경
제 가 진전되고 있다. 대규모경영은 규모 확대에 매진하는 한편, 소규모 경영은
폐업한다. 그런 일이 바야흐로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에도 이미 사육 마릿수가
40마리, 50마리, 60마리, 아니 100마리 정도의 소규모 낙농경영을 지속시키려
면,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확실히 많은 낙농가가 폐업하였지
만, 젖소 경산우 사육 마릿수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원유 공급량은 증
가하고 있어, 수급 균형 난조가 심화되고 있을 정도이다. 어쨌든, 2018년 농업
법 및 위험완화 제도에 의해 보다 많은 낙농가가 존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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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그러나, 낙농가는 규모를 유지하면서 존속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규모를 확대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가?
(퍼듀 장관)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생산자도 경제
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미국에서는 어떤 소규모 경영에서도 소득이 보장된다
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농가는 그동안의 어려운 시절도 잘 극복하고 있다. 그
러므로 2014년 농업법 시대를 견딘 생산자는 2018년 농업법의 시대에도 살아남
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퍼듀 장관의 발언은 위스콘신 주 심지어 미국 낙농산업의 장래를 시사하는 것이
라고 생각된다. 자유주의적인 기풍이 강한 미국에서는 앞으로도 통합이 진전되고,
대규모 경영은 점점 더 큰 존재감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소규모 낙농가 호수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궁리를 강
구함으로써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소규모 경영도 적지 않게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가운데 AFBF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낙농제도 개혁 역시 미국 낙농의 장
래를 내다보는 데에는 중요한 움직임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도 위스콘신 주의 ‘낙
농 위기’의 원인을 반드시 최근 저유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는
FMMO 제도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 복잡함이나 운용 기간의 길이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FMMO 제도의 개혁은
향후 미국 낙농의 방식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번 소개한 AFBF의 개혁안이 채용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2011년
에 FMMO 제도 개선이 검토되었을 때에는 복수의 업계 단체가 각각 개혁안을 발
표하였듯이, 향후에도 다른 개혁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이 글에서 소개한 Darin Von Ruden 씨처럼 생산자 중에는 공급 관리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쨌든, 발전 과정에서 다극화･다양화된
미국 낙농에 있어서 이해 조정과 통일적인 낙농제도 수립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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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수급의 관점에서 만일 FMMO 제도 개혁안이 채용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나
타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앞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이 제도
의 개혁 내용 중에는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이제까지의 생산성 특히 젖소의 산유량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은 곡물 수급변화의 한 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그림 28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MMO 제도 개혁의 방점은 세이프티 네트 즉 안전망
재구축에 두고 있다. 곡물 수급 관점에서 낙농경영의 안전망 재구축은 사육호수
감소 속도 완화 내지 유지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의 사육호수 증감 추세와 후계자 문제, 낙농가 호당 젖소 사
육 마릿수 증가라는 현상 그리고 유제품 수요 증가 현상을 함께 감안한다면, 곡물
을 사료로 먹는 젖소의 사육 마릿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FMMO 제도 개혁에 의한 영향으로 젖소
사육두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점을 가설적으로 설정해 본다.
현재까지도 미국의 젖소 사육 마릿수는 다소 증감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지속적
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여기에서 고려하고자 하였던 점은
FMMO 제도의 개혁에 의한 젖소 사육마릿수의 변화이다. FMMO 제도 개혁으로
최근 수년간 급격히 줄어들던 낙농가 호수가 감소추세를 벗어나긴 어렵다 하더라
도, 최소한 감소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개혁 내용에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
하면, 젖소 사육 마릿수가 기존의 증가 속도보다는 다소 빨라질 수도 있을 가능성
이 있다. 즉, 미국 자국 내 젖소 사육 마릿수 변동 속도가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로써 앞의 가설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세계 유수의 대두, 옥수수, 밀 등 곡물을 많이 생산하고 또 많이 수출하
는 나라이다. 결국,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한 곡물의 국내 수요가 다소나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만큼 수출할 수 있는 곡물의 분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예상
된다. 이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의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
지만, 이러한 영향은 단기간 내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
된다.
앞으로 미국의 곡물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축산 동향, 관련 정책 동향 등에 대해
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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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FMMO 제도에 있어서 클래스 Ⅲ 유가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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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육용우･쇠고기 산업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쇠고기를 위한 원탁회의(USRSB)의 대처 상황-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김수연(축산관측 담당자)***

1. 머리말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2))이란 원래 국제기관에서 환경문제를 논할 때 등에
이용되어 온 용어이지만, 그 개념이 널리 인지되고 있는 최근에는 일상의 다양한
장면에서 자주 들을 기회도 늘고 있다. 축산분야로 눈을 돌리면, 2050년에는 인구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 sykim0722@krei.re.kr
1) 이 글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藤原 琢也, 小林 誠의 ‘米国の肉用牛･牛肉産業における持
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持続可能な牛肉のための円卓会議(USRSB)における取組状況~’, ｢畜産の情報｣
2020年 2月号의 내용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2)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이란 자연이 다양성과 생산성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기능하는지 연구하는 것을 뜻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가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한 역
사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구의 자정 기능을 초과하여, 이로 인한 여러 재해 및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맞서 인류가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sustainability와 sustainable
development 및 경제적 발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두 이해관계의 대립에 대한 균형을 추구한다. 유
엔은 2015년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고(Leave no one
behind),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달성을 목표로 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2016년 기자회견 중 "We don’t have plan B because there is no planet B"라는 발언과 함께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17개의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성은 환
경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지 않다. 개발도상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며, 성별, 지역, 인
종 및 국가에 따른 차별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17개의 목표는 다음
과 같다. 1) 빈곤 종식, 2) 굶주림 종결, 3) 건강과 균형잡힌 삶,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6) 깨끗
한 물과 위생, 7)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8) 양질의 일과 경제 성장, 9) 산업, 혁신, 공공시설, 10)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심 및 사회,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13) 기후 조치, 14) 수중 생
물, 15) 육상 생물,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17)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출처; 네이버 지식백
과 지질학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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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대한 식량 수요가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축산 선진국
인 미국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환경문제가 세계 각국의 악재인 가운데, 파리협정3)에서는 온실가스4) 배출량 감
축 목표에 대해 결정되고, 미국은 이 협정에서 이탈하였지만, 축산분야에서 발표
되는 메탄가스5)를 억제하여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약 20%의 점유율
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국인 미국의 육용우･쇠고기 산업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면담조사 등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 중의 환율은 1미국 달러=1,166.5원=111엔(2019년 12월 말일 TTS달러 환율: 110.56엔)을 사용하였다. 또 이 글의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U.S. Roundtable For Sustainable Beef 2018 Annual Report｣
(USRSB), ｢U.S. Beef Industry Sustainability Framework｣(USRSB), ｢2017
Cattlemen's Stewardship｣(NCBA)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를 이용하였다.

3) 파리협정은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통칭 COP)’에서 채택된 기후 변
화에 관한 국제 조약을 말한다. 금세기 후반에 세계 전체의 인위적 온실 가스 배출량을 인위적인 흡
수량의 범위에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미국은 2019년 11월 4일 이 협정에서 이탈을 정식으
로 유엔에 통보하였다.
4) 온실 가스(greenhouse gas). 온실가스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할 수 있는 기체를 말한다. 주된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
질소 등이 있다. 온실가스는 두 가지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분자로 잔류수명이 길어 온실효과에 영
향을 준다. 지구 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등이 주된 성분이고 이산화탄소는 1% 미만으로 존재하
지만 지구 온도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크다. 온실가스는 지구환경 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
소이지만, 산업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는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와 같은 온실가스효과를 초래
하며,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인류 생존에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식물학백과, https://terms.naver.com/)
5) 메탄가스(methane gas). CH4의 화학식을 갖는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 기체이다. 녹는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항상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에탄, 프로판, 부탄 등과 같은 탄화수소의 한 종류이
다. 분자량은 16, 녹는점은 -183℃, 끓는점은 -161.5℃이다. 메탄가스는 각종 유기 물질이 분해되면
서 나오는 기체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동식물이 부패하면서 만들어진다. 생물체에 의해 만들어지
는 가스라는 이유로 바이오가스라 부르기도 한다.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메탄가
스의 연간 발생량은 약 5억 톤 정도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온실효
과를 일으켜 지구온난화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
나 나쁜 점만 있지는 않다. 가정의 조리, 난방, 조명용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석유, 석탄 등 매
장량에 한계가 있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 천연가스(LNG)의 주성분이 바로 이것이기도 하다. 생
산비용도 크지 않아 매우 경제적이라는 장점도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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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쇠고기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처
2.1. 미국 원탁회의(USRSB)의 개요
미국의 육용우･쇠고기 산업에서는 2015년에 쇠고기 유통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미국 원탁회의(U.S. Roundtable for Sustainable Beef. 이
하 ‘USRSB’)라는 업계 단체가 출범하면서, 미국에서의 육용우･쇠고기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USRSB는

전미

육우

생산자･쇠고기

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이하 ‘NCBA’)가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생산자 단체가 업계를 리드
하게 되었다. 또 NCBA는 육용우･쇠고기 산업의 지속 가능성 관련 활동을 목표
로, 2012년에 창설된 ‘지속 가능한 쇠고기를 위한 국제 원탁회의(GRSB: The
Global Roundtable for Sustainable Beef)’이사회 멤버이기도 하다.
NCBA는 국제적인 쇠고기 마케팅,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직의 효율 향상을 목
적으로, 쇠고기 판매 촉진 활동, 시장 조사, 홍보 등과 같은 경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생산자 단체이며, 약 2만 8,000명의 생산자와 복수의 업계 단체가 가맹하고
있다.
USRSB에는 생산자(육용우･번식우 농가, 곡물비육장(feedlot6))) 외에도 쇠고기
유통의 각 단계에서의 이해 관계자인 패커(packer7), 식육처리장 포함) 및 가공업
자, 소매업자, 연구기관･NGO8) 및 이에 관련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2018년 시

6) 비육장(feedlot, 肥育場). 울타리를 치고 주로 농후사료를 급여하여 가축, 특히 소를 비육시키는 노천
사육장. 육우비육장.(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7) packer, 가축의 도축해체부터 소매단계까지의 유통 담당업체. 미트패커란 비육우 등 가축의 도축해
체, 커트(cut)처리, 햄･소시지 등의 가공 및 본래의 업무인 지육･부분육(cut meat) 그리고 햄･소시지,
다짐육(햄버거용 등)을 박스드비프(boxed beef)로 슈퍼마켓이나 소매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 배송하
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출처, 木村勝紀 著, 1999, ｢アメリカ 肉牛･牛肉産業
と日本の畜産｣, (株)オールインワン出版部, p.329)
8)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기구)는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로, '비정부성'이 강조된 정부기구 이외의 기구를 말한다. 'NGO'란 국제연합(UN)에 의해 공식
적으로 사용된 개념으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1946
년에 설립된 각국의 비정부단체에서부터 출발한다. 국제기구와 관계를 맺고 협의하는 자발적인 비공
식조직으로서,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주
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장
려하며, 인권･환경･보건･성차별 등의 특정 부문을 중점적으로 추구하기도 한다. 1863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국제적십자사 운동이 효시로, 1970년대 초부터 UN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민간단체들이 참
가해 NGO포럼을 열면서 'NGO'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NGO는 입법･사법･행정･언론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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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111개 단체가 회원이다(표 1).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은 기업 규모나 수익에 따라 연간 1,000달러(11만 1,000엔=116,550원)~1
만 5,000달러(166만 5,000엔=17,482,500원)이다.
<표 1> USRBS 참가 회원(2018년)
분야

주요 기업, 단체

회원수

생산자

전미육우생산자･쇠고기협회(NBCA) [사무국]
각 주･지역 생산자 단체(콜로라도 육우생산자협회 등)

58

관련 기업, 단체

북미식육협회(NAMI) 등

16

패커, 가공업자

JBS 사, 타이슨 사, 카길 사, 내셔널비프 사, 아메리칸푸즈 사 등

11

소매업자,
외식산업

월마트 사, 코스트코 사, 네슬레 사, 맥도널드 사, 버거킹 사, 타코벨 사 등

10

연구기관, NGO 등

각 주의 대학(아이오와주립대학 등), WWF(세계자연보호기금)
합계

16
111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米国の肉用牛･牛肉産業における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持続可能な牛肉の
ための円卓会議(USRSB) における取組状況~’, ｢畜産の情報｣ 2020年2月号

2.2. USRSB의 활동 지침, 방침
USRSB의 설립 목적은 ‘복수의 이해 관계자의 공동작업을 통해 쇠고기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교육하고 자주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미국의 육용우･쇠고기 산업의 지
속 가능성에 대한 개선 촉진, 지원, 인식 주지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전은 ‘미국의 쇠고기 공급업체는 환경에 배려한 것이며(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관련 산업 유지, 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적으로 실행(재
생산을 확보) 가능한 산업이자 글로벌 리더로써의 자각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으
며, 최근 육용우･쇠고기 산업이 메탄가스 배출 등 환경 파괴의 원흉이라고 비난하
고 있는 미국 내의 풍조에 맞서는 자세가 나타나고 있다.

‘제5부(제5권력)’로 불리며, 정부와 기업에 대응하는 ‘제3섹터’라는 용어로도 쓰인다. 자율･참여･연대
등을 주요이념으로 하며, 활동영역에 따라 인권･사회･정치･환경･경제 등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대
표적인 NGO로 '세계자연기금(WWF)', '그린피스(Greenpeace)', '국제앰네스티(AI : Amnesty
International)'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03년 설립된 YMCA와 1913년 안창호가 설립한 흥사
단이 국내 최초의 NGO이며, 1987년 6･10 민주항쟁과 6･29 민주화선언을 거쳐 민주화세대를 비롯한
비판적 지식인들이 시민운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NGO가 결성되기 시작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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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USRSB는 ‘과거 미국의 육용우･쇠고기 산업계에서 열린 지속 가능성에의 대
처에서, 비효율적이고 톱 다운(Top-down9))을 통한 ‘강요’에 의한 실패한 반성’을
근거로 (1) 연방 정부의 정치 활동, (2) 생산자의 의무, (3) 각 멤버의 활동 상황에
대한 검증 등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 천연자원 관리에 책임을 가지고, 생태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쇠
고기를 생산한다.

･ 인권을 보호, 존중한다.
･ 경의를 가지고 동물을 관리하며, 건강과 복지를 확보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조품이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쇠고기의 지속가능성
을 촉진하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용하며, 회원에게 공유한다.

･ 이노베이션을 장려하고, 생산성 효율화, 최적화를 도모하여, 경제적 실행가능
성을 강화한다.

9) 톱다운(Top Down -). 사전자원배분제도. 재정당국이 정해준 예산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예
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편성제도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라고
도 불린다. 재정당국이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및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개별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개
별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부처별 지출한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
여 설정된다. 톱다운제도는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역할분담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 ･ 투명성 ･ 자율
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 제시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
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예산편성 기
간 중에 예산관련 주요 정보를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공유하고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계획+G91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재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
다는 점, 칸막이 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부문간･
부처 간 배분기준 또는 한도가 설정되면, 이것이 다음 연도의 배분기준이 되어 합리적인 연차별 조
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을 도입
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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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요 지표의 특정, SAG의 책정
2015년 3월에 개최된 지속 가능성의 틀 책정(프레임워크)을 위한 첫 회의에서
는, 전술한 활동 지침과 방침에 맞는 작업 그룹을 구성하고, (1) 수자원, (2) 토지
자원, (3) 대기 오염, 온실 효과 가스10), (4) 효율화･수확(산출), (5) 동물 복지11),
(6) 종업원의 안전･건강 등 6가지 항목을 중요 지표로 선정하였다(표 2).

10) 온실기체(溫室氣體) 혹은 온실가스는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지면에서 복사
된 적외선의 복사열을 흡수하여 대기 중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기체를 뜻한다. 만약 이러한 기
체가 없었다면 지구는 매우 추웠을 것이다. 감축 대상 온실가스는 CO2(이산화탄소), CH4(메테인),
HFCs(수소불화탄소), SF6(육불화황), N2O(아산화질소), PFCs(과불화탄소), NF3(삼불화질소)이다.
H2O(수증기)도 온실효과를 가지지만, 감축 대상이 아니다. 감축 대상 온실가스는 종류에 따라 온실
효과 영향이 다른데, 이를 지표화한 것이 GWP(Global Warming Potential)이다. 주로 온실가스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CO2로,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양이라면 이산화탄소는 프레온 가스나 이산화질소, 메테인에 비해 그 위력이 한참 모자란다. 이산화
탄소 다음으로 주목받는 것은 메테인인데, 메테인은 발효와 부패의 과정에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각
종 쓰레기의 부패, 동물의 배설물, 동물의 방귀(특히 초식동물) 등에서 모두 생성되며, 위력도 이산
화탄소에 비해 훨씬 강하기 때문. 게다가 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 바다 깊숙히 잠자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녹아 대규모로 방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그냥 시한폭탄이다. 요즈음에는 육불화
황,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삼불화 질소가 주목받고 있다. 이놈들은 반도체 제작시에 주로 생성
되는데, 생성되는 양은 이산화탄소의 1/10000면서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 능력이
47000배(!)나 강하다. 다만 중요한 건 수증기를 제외한 모든 온실 가스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극적
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부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채식주의자인 이유 중 하나가 이것
때문일 정도이다. 오존도 온실기체라고 한다. 프레온 가스도 온실기체이다. 2010년 기준으로 전 세
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90억 톤이다.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이 배출을 하는데, 미국은 2007년까
지 세계 1위였으나, 2008년 중국이 배출량 1위를 달성해 유지하고 있다. 역시 대륙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1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목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로를 줄이는
것이다. 최근 기준 OECD 국가들의 배출량 등 자세한 통계는 OECD/환경지표 문서를 참고 할 것.
현 인류가 키가 크고 덩치가 커진 이유는 올바른 영양섭취로 인한 효과도 있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
해 온실가스가 늘어나 포유류 생물체에게 영향을 주어 21세기에 생존하는 현 인류가 크다는 가설도
존재한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11) 동물복지(animal welfare, 動物福祉). 동물학대, 살상 등을 못하게 하고 그 동물의 특성에 알맞게 다
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운동으로 비교생물학의 발달에 힘입어 사람뿐만 아니라 신경계가 발달한 동
물도 아픔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고, 또한 진화론은 사람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는 의식을 높임으로써 동물보호에 공헌하였다. 보호 대상 동물은 애완동물이나 산업동물 뿐만 아니
라, 생물학, 의학용 실험동물까지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산림임업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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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NCBA 본부(콜로라도 주 덴버)

<표 2> 6가지 항목의 주요 지표
주요 지표

측정 항목

수자원

이용량, 배수량, 수질 및 주변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

토지자원

토양 및 동식물 생식지 관리･보호 상황, 영향

대기･온실 효과 가스

대기오염물질, 온실 효과 가스 등 배출량

효율화･수확(산출)

생산효율(분만율, 사고율 등), 폐기물 산출량

애니멀웰페어

가축 관리상황, 건강상태, 동물성 의약품 삭감

종업원의 안전･건강

건강관리 상황, 사고･부상 방지, 적절한 보수, 이직률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米国の肉用牛･牛肉産業における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持続可能な牛肉の
ための円卓会議(USRSB)における取組状況~’, ｢畜産の情報｣ 2020年2月号

또한 여섯 가지 지표 선정에 있어서는 식품안전, 수익성, 투명성, 소비자 인지
도 등 약 160가지에 이르는 다른 후보 중에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다. 검토 단
계에서는, 예를 들면, 식품안전 등 ‘연방 정부의 규제를 충족하지 않는 쇠고기를
유통시키지 않는다’라는 당연한 의무에 해당하는 지표나 수익성 등 ‘육용우･쇠고기
산업의 성립에 필수적인 재생산(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쇠고기 유통은 소멸한
다’와 같은 지표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유통실태 파악, 회원 간의 시스템 수립을 검토하고, 계속 진척 상황을 확
인하며, 퍼블릭 코멘트 실시 등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는 ‘미국의 육용우･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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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산업에서의 지속 가능성의 틀’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지
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지침이 되는 지속 가능성 평가
가이드(Sustainability Assessment Guides. 이하 ‘SAG’)가 책정되었다.

2.4. SAG의 개요
SAG에서는 회원의 이해 촉진과 지속 가능성의 촉진, 실효성 담보하기 위하여,
(1) 육용우･번식･송아지 생산 부문, (2) 가축 시장 부문, (3) 곡물 비육장(비육장)
부문, (4) 패커･가공업자 부문, (5) 소매 식품 서비스 부문이라는 5개 부문마다 평
가 기준이 정해지게 되었다. 이는 곧 전술의 6개 항목의 중요 지표 × 5개 부문 =
총 30가지에 이르는 평가 기준이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각각의 측정 항목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영향을 주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산 부문(육용우･번식･송아지 생산 부문, 곡물비육장 부문)에 있
어서의 환경 관련 중요 지표(수자원, 토지 자원, 대기 오염, 온실 가스)에 관한 사
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 2> NCBA에서 sustainability를 담당하고 있는 맥도널드
시니어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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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 부문에서의 환경 관련 항목에 대한 대처
3.1. 육용우 생산 부문의 개황과 SAG의 평가 기준
미국에는 70만 이상의 육용우･번식우 농가, 육성 농가, 곡물비육장이 있으며,
사육 마릿수는 약 9,300만 마리에 이른다. 한편, 육용우･번식우 농가 생산자의 약
90%가 여러 세대에 걸친 소규모 가족 경영으로, 평균 사육 마릿수는 40마리 정도
에 불과하다. 곡물 비육장의 약 80%도 가족 경영으로, 그 대부분이 수용 능력
1,000마리 미만이지만, 나머지 약 20%는 1,000마리 이상의 층으로, 미국 사육 마
릿수의 80%를 사육하는 등 대규모화,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다.
육용우･번식우 농가, 육성 농가 수는 최근 대규모 가뭄과 신규 취업 영농인 수
감소로 감소 경향에 있다. 농장 유지 관리에는 많은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사료
가격, 비료료, 인건비, 토지임차료와 같은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농가 수
감소에 박차를 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육용우･쇠고기 산업은 다른 축종처럼 수직통합12) 되지 않은 것도 특징 중 하나
이다. 돼지고기, 닭고기 산업에서는 생산에서 도축･가공･판매까지 동일 사업자가
감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육용우･쇠고기 산업에서는 다수의 소규모 생산
자, 곡물비육장, 패커 각각이 협력하여 최종 제품을 소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려면 각 이해 관계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미국 국토는 광활하고, 50개 주 각각의 기후는 크게 다르며, 이용 가능한 천연
자원도 다양하게 있는 것도 커다란 특징이다. 지역별로 강수량, 토양, 목초, 품종,
혈통, 급식 시설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 다양한 경영 형태, 기상 조건, 지리
적 요인 모두 생산자의 독자성과 다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동
시에 지속 가능성에 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량적이고 통일･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할 경우, 생산 현
장의 실정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게 될 우려가 있다.
12) 수직통합(vertical-). 원재료 생산에서 최종 제품의 판매까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 단계에 관련된
회사를 체계적으로 매입하는 것. 한편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은 동일한 생산수준이나 자
원사용 수준에 있는 회사끼리 흡수나 합병하는 것이다. 전방통합(forward integration)은 최종소비자
의 행동을 포함하는 경영활동 영역의 확장으로 예를 들면 제조업자가 소매점포를 구입하는 것 등이
다. 한편 후방통합(backward integration)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철강공장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시설을 구입하거나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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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SAG는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표 3, 4).
<표 3> 육용우번식･송아지 생산부문의 평가 기준
중요지표

측정항목

평가기준

수자원

방목관리계획 수립
(방목지의 계획적인 유지관리･개량을 통해, 수자원의 토양
으로의 침투율 증가, 이용량 억제, 수질악화 억제, 주변 하
천 등으로의 유출방지 등)

방목관리계획 또는
이와 동등한 조치를
강구하는 생산자 수
증가율

상관
관계

토지자원

방목관리계획 수립
(목초지의 계획적인 유지관리･개량을 통해 토양영양상태 적
정화, 건전한 상태 보전, 산불사고 등 자연재해로 부터의
회복력 촉진, 야생동물 서식지 확보 등)

방목관리계획 또는
이와 동등한 조치를
강구하는 생산자 수
증가율

⇕

대기･
온실효과
가스

방목관리계획 수립
(목초지의 계획적인 유지관리･개량을 통해 토양표면 침식방
지에 의한 탄소배출량 억제, 초지 유지관리를 위한 화석원
료 억제, 산불사고 등 화재리스크 감소 등)

방목관리계획 또는
이와 동등한 조치를
강구하는 생산자 수
증가율

⇕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米国の肉用牛･牛肉産業における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持続可能な牛肉の
ための円卓会議(USRSB)における取組状況~’, ｢畜産の情報｣ 2020年2月号

<표 4> 곡물비육장부문의 평가 기준
중요지표

측정항목

평가기준

수자원

수자원 관리전략 수립
(이용량 억제, 빗물 유츌방지 및 재이용 촉진, 수질악화 억
제, 지표･지하수 보호 등)

수자원관리전략 또는
동등한 조치를 강구
한
피드롯(feedlot)
수 증가율

상관
관계

토지자원

영양관리전략 수립
(배수관리･재이용, 토양상태 감시, 토양 영양상태 적정화
등)

영양관리전략 또는
동등한 조치를 강구
한
피드롯(feedlot)
수 증가율

⇕

대기･
온실효과
가스

대기･온실효과 가스 배출 억제 관리 전략 수립
(적정, 적량한 농후사료 급여, 생산효율 향상, 피드롯 야드
유지･관리 등)

대기･온실효과 가스
배출억제관리전략 또
는 동등한 조치를 강
구한 피드롯 수 증가
율

⇕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米国の肉用牛･牛肉産業における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持続可能な牛肉の
ための円卓会議(USRSB)における取組状況~’, ｢畜産の情報｣ 2020年2月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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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AG의 특징
SAG의 평가 기준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용 수량의 몇 % 삭감’, ‘수질 몇
% 개선’과 같은 정량적인 목표, 효과 측정은 설정되지 않지만, 생산자 자주성을 존
중한 내용으로 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재 지역이나 경영 형태가
각각 다른 생산자에 대한 통일･획일적인 목표량 설정을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담
보하기란 불가능하다.
‘방목 관리 계획’, ‘수자원 관리 전략’ 등에 대해서도 미국 농업부(USDA)와 각 주
정부는 윤환방목 권장과 배설물의 강 유출 방지에 관한 방호 울타리 설치 등 표준
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또, 예를 들어 물 자원에 관해서는 연방 정부가 정한 ‘수질보전법(Clean Water
Act)’에서 오염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에 대해 강과 영해로 배출을 규제하고 있으
며, 수질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육우의 경우 사육 마릿수가 1,000마리를 넘는 경
영체는 대규모 ‘집중 가축사육시설(CAFO: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이라고 정의하고, 오수, 분뇨 배출 허가 취득에 의무13)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법령 준수 등 당연히 실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으로서 설정되지 않아 ‘○○ 법에 의거 ○○을 개선하고 성사시킨 생산자 수가
몇 % 증가’등과 같이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각 전략 또는 이와 동등한 조치를 강
구하는 생산자 증가율’이라는 단순한 기준이 채용되고 있다.
또한, 생산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향상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환
경 부하에 대한 대응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 각
자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달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각 생산자는 수익성을 고려하면서 <표 5>와 같은
환경 부하 절감에 대해 대응하는 데 책임을 가진 경영을 하는 상황이다. ‘생산자
자주성을 중시한다’는 말은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다.
13) ‘수질 보전 법(Clean Water Act)’은 미국의 강과 영해로 오염 물질을 함유한 물의 배출을 규제하고,
수질 기준을 설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러한 법의 취지 하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건
강 보호 및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산업 시설에서 오염 물질 배출(질소, 인 등)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
이 정해졌다. 축산 분야의 경우,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발생원은 분뇨, 사료, 비료,
시체 등)은 각 농장의 규모를 바탕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제한된다. 사고나 빗물로 인한 돌발적
인 배수나 토양 정비에 사용한 물의 배출도 규제 대상이다. 또, 대규모 ‘집중 가축사육 시설(CAFO)’
의 경우에는, 오수, 분뇨 배출의 인가･취득을 하여야 한다. (대규모 CAFO의 지정 가축 수는 육용우
는 1,000마리 이상, 젖소는 700마리 이상, 양돈은 2,500마리(55파운드 초과)･1만 마리 이상(55파운
드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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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실가스 배출에는 축산업, 특히 소에서 유래한 메탄가스가 큰 영향을 주
고 있다’는 소리도 있지만, USRSB나 NCBA는 USDA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근
150년 간 지구의 온실 효과 가스 증가는 인류의 경제 활동에 의한 것이다, 미국에
서는 발전, 발열, 수송을 위한 화석 연료 연소가 최대의 요인이다. 미국의 쇠고기
생산에 있어 직접적인 방출은 미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9%에 불과하다.
이어 1970년대 이후 쇠고기 1파운드14)(0.4536kg)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축개
량이나 생산 효율화 등에 의해) 9~16% 감소하고 있다. 환경과학의 진보로 장래에
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할 전망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
에 대하여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다.
<표 5> 생산자에 의한 환경부담 삭감에 대한 대응

･ 윤환방목, 예취의 높이 조정이라고 하는 목초 생육관리
･ 적절한 경작에 의한 대기 중 탄소의 토양 중 침투
･ 빗물 회수･재이용을 위한 관개 저수지 설치
･ 배출물 저류 라군(lagoon)의 박테리아 처리 및 폭기에 의한 수질 관리
･ 육우의 하천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책 설치에 의해 오염수 유출 방지
･ 식림에 의한 완충지대･녹지대 도입에 의한 하천보호라는 수자원의 유효 이용
･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급여 등 적절한 육우 관리
･ 자기 소유 사료밭에 살포 및 인근 농가를 배려한 배설물 퇴비 이용 등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米国の肉用牛･牛肉産業における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持続可能な牛肉の
ための円卓会議(USRSB)における取組状況~’, ｢畜産の情報｣ 2020年2月号
14) Pound(파운드). ① 영연방(英國聯邦, Commonwealth of Nations)과 미국에서 사용되는 야드파운드법
과 미국 단위계의 중량(무게)단위이다. 1파운드는 453.59237g이고 16온스(ounce)이다. 1959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에서 야드(yard)와 파운드(pound)의 통일을
위한 “International yard and pound”에서 국제 파운드(International yound)로서, 1파운드(pound, lb)를
0.45359237kg으로 정의하였다. 파운드의 기원은 고대 로마 시대의 중량 단위인 ‘폰두스(pondus)’에
서 유래한다. 고대 로마의 중량 단위는 ‘리브라 폰도(libra poundo)’였는데, 이는 ‘무게로’라는 뜻을 가
진 ‘폰두스(pondus)’의 ‘폰도(pondo)’와 로마어로 저울을 뜻하는 ‘리브라(libra)’를 함께 쓴 것으로 ‘저
울로 달다’라는 뜻이다. 이후 영국에서는 ‘리브라 폰도(libra poundo)’에서 ‘리브라(libra)’를 생략하고
‘폰도(pondo)’만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의 ‘파운드(pound)’로 변형되었다. 하지만 옛 로마의
습관을 따라 파운드 단위는 아직도 ‘lb’로 표기한다. ② 영국의 화폐단위이다. 영국 화폐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은 로마어로 저울을 뜻하는 ‘리브라(libra)’의 L에서 따온 것이다. 영국 화폐단위 파운드의
공식명칭인 파운드 스털링(Pound sterling, £, GBP)은 영국과 영국 왕실령[British Crown
dependencies：채널 제도(Channel Islands)의 두 섬과 맨 섬(Isle of Man)]의 공식 통화이다. 영국 내
에서는 “퀴드”(quid)라는 말로도 불린다. 1파운드는 100펜스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지형 공간
정보체계 용어사전, 이강원, 손호웅,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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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용 사례
3.3.1. 사례 소개 1(순환 경영을 실천하는 육용우 번식 겸 비육 농가, 와이
오밍 주 샤 이안 근교)
이번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의 현지 조사에서는 콜로라도 주의 주도인 덴버에서
차로 약 3시간 가는, 와이오밍 주의 주도인 샤이안 시 교외에 위치하며, 가족경영
을 하고 있는 육용우번식 겸 비육 농가(곡물비육장)를 방문하였다.
<그림 1> 농장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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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체의 개요
약 50년 전 경영자인 펫치 씨 일족은 해발 1,800미터, 연간 강수량 300㎜ 정도
되는 현재의 토지에서 육용우 번식 농장을 개설하였다. 그 후 미국 쇠고기산업 발
전에 수반하여 비육부문에도 진출하고 곡물비육장도 개설하였다. 현재 보유 노동
력은 3세대 5명의 가족노동과 더불어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사료 밭을 포함한 총 부지 면적은 1만 9,000에이커15)(7,700 ha)로 넓으며, 번
식 암소를 80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다. 곡물 비육장에 수용 가능한 마릿수는
5,800마리, 외부 지역 농가에서 예탁한 소(豫託牛)를 포함한 비육우 연간 출하 마
릿수는 1만 마리 규모를 자랑한다. 자가용 사료로 목초, 맥류,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지만, 옥수수는 외부에서도 구입하고 있다.
사육 품종은 모두 육질의 뛰어난 앵거스 종16)으로, 15개월 령 정도에서 곡물비
육장에 도입하여 250~260일 정도 곡물 비육을 한 뒤, 23개월 령 정도에서 카길
사, JBS사와 같은 대형 쇠고기 패커에 출하하고 있다. 또 출하처는 로트 단위의
입찰 금액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15) 에이커(acre 또는 ac). 에이커(acre)는 야드파운드법과 미국 단위계의 넓이의 단위이다. 국제 기준으
로 1 에이커는 다음의 단위와 같다. 4,046.8564224 제곱 미터, 0.40468564224 헥타르, 미국 기준으
로 1 에이커는 다음의 단위와 같다. 4,046.87261 제곱미터, 0.404687261 헥타르. 국제/미국 기준의
1 에이커는 다음의 통상 단위와 같다. 66 피트×660 피트(43,560 제곱피트). 10 제곱체인 (1 체인 =
66 피트 = 22 야드 = 4 로드 = 100 링크). 1 에이커는 대략 208.71 피트×208.71 피트와 같다.
4,840 제곱야드, 43,560 제곱피트, 160 퍼치(perch). 4 로드, 1⁄640 (0.0015625) 제곱마일 (1제곱마
일은 640 에이커와 같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16) 애버딘앵거스 종(Aberdeen Angus). 고기 소의 한 품종. 원산지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동부 지역인
애버딘앵거스 주(州)이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품종이다. 직사각형의 몸통에 네 다리가 짧
은 전형적인 고기소의 모습이다. 털빛은 검정색이며 뿔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다른 품종과 교배하면
모두 뿔이 없는 새끼가 태어난다. 머리는 작고 이마가 넓으며 목이 굵다. 등선이 곧고 복부에 작은
흰 점이 있는 것도 있다. 체질이 튼튼하여 추위에 잘 견디며 방목에 적당하다. 지방질이 적당하여
육질이 좋고 빨리 성장하며 난산의 빈도가 적다. 성질이 거칠고 다소 신경질적이다. 일당 증체량(增
體量)은 0.8kg, 도체율은 65~72%이다. 뼈가 12.8%로 적어 정육률이 높은 편이다. 갓 태어난 송아지
는 암컷이 27kg, 수컷이 29kg이나 성장하면 암컷은 450~550kg, 수컷은 800~1,000kg이다. 임신기간
은 275~283일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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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광활한 사료밭
(보이는 범위는 전부 소유지)

(나) 환경측면을 비롯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처
환경측면에서는 주변에는 그의 가족 및 종업원 이외의 주거가 없기 때문에, 악
취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분뇨에 대해서는 우선 번식부문은 완전 방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
지는 않다. 진창이나 배설물에 의한 하천 오염이 우려되는 곡물비육장에 대해서는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액상 부분은 증발하는 양도 많지만, 유출 분은
곡물 비육장 밑에 간이적인 라군(lagoon17))을 설치하고, 이곳에 모여진 것으로 관
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고형분에 대해서는 펜(곡물 비육장 내 특정 구역) 단위로
축군 갱신을 할 때 긁어모아 사료 밭에 살포하고 있다.

17) 라군(lagoon). 넓고 얕으며 움푹 패인 땅에 폐수를 유입시켜 자연스런 상태로 정화 처리를 하는 안
정화지를 말하며, 호기성 안정화지, 폭기식 라군, 혐기성 안전화지 등이 있다. 건조비나 유지비가 적
게 드는 반면 냄새를 내는 경우가 많고, 평탄하고 광대한 토지가 필요한 것이 결점이다. 비교적 소
규모의 하수 처리로, 특히 방류 전의 처리수 안정화 등에 유효하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공학
용어사전, 환경용어연구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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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번식 암소, 송아지

<사진 6> 과도하게

<사진 7> 모두 앵거스 종을

방목 모습(빨간 원 안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여유를

사육

암소, 송아지) 수원에서도

가지는 설계

멀고, 환경상 문제는 감지할
수 없다.

곡물비육장 설계 자체에도 연구를 하여, 귀중한 강우, 강설 (및 분뇨)을 유효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내 경사를 이용하여, 간이적인 관개용 라군에 자동적으
로 모이게 설계되고 있다. 이들은 주변의 크리크(creek, 개울)의 물과 혼합하여 스
프링클러로 사료 밭에 살포하고 있다.
소의 관리(도망 방지, 수원 접근 방지 등)를 위해 철책과 쇠 파이프로 울타리를
쳤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체제가 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질보전법(Clean Water Act)’에 근거한 조치 및 사료 밭의 영양 상태 검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농장 내의 물 샘플에 대해 와이오밍 주 시험기관을 통해 미국 환
경 보호청(EPA)에 제출하고 있으며, 인, 칼륨의 과잉 축적을 방지하고 법령을 준
수하는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쇠고기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최근 그 열기가 높아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자기 완결형 순환 경영을 유지함으
로써 환경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가족 간의) 후계자도 많이 있어,
향후에도 생산, 경영을 계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이
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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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사무소 동.
사이로 탱크를 포함한 전경

3.3.2. 사례 소개 2(순환경영을 실천하는 곡물비육장(네브래스카 주 오마하 근교)
네브래스카 주 최대 도시인 오마하(주도는 링컨) 교외에 위치한 가족경영 형태
의 의 비육 농가(곡물비육장)인 ‘J&S Feedlot’을 방문하였다.
<그림 2> 농장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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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체의 개요
약 100년 전 경영자인 라스캉프 씨의 할아버지는 연간 강수량 600~800㎜ 정도
인 구릉지에 곡물비육장을 개설하였다. 그 후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현재 노동력
은 라스캉프 씨 부부를 포함하여 3명의 풀타임 근로자와 4명의 파트 타임 노동자
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11> 경영자 라스캉프 씨 부부(좌,

<사진 12> 피드롯은 구릉지에 설치

중앙)과 종업원

총 부지 면적은 400에이커(160 ha) 중 100에이커(40 ha)가 곡물 비육장이며,
300에이커(120 ha)의 사료 밭이다. 곡물 비육장의 수용 가능 마릿수는 3,500마
리, 비육우 연간 출하 마릿수는 7,500마리 규모이다. 자가용 사료로 목초, 맥류(호
밀),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지만, 옥수수(부족분), DDGS(Distiller's Dried Grains
with Solubles18).옥수수에서 에탄올을 생산했을 때의 부산물), 영양제(펠릿 상의
서플리먼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다.
사육 품종은 모두 육질의 뛰어난 앵거스 종으로 550~700파운드(250~320 kg)
정도에서로 구입한 송아지(素牛19))를 200일 정도 곡물 비육한 뒤, 카길 사 또는
18) DDGS(Dried Distiller's Grain with Solubles): 양조 또는 에탄올 제조의 부산물로 우리말로는 주정박
이라고 한다. 주정박이 사료적 가치로 인해 기존(옥수수 및 대두박)의 대체물로 조명을 받고 있다.
고단백 DDGS의 조단백질 함량(45%)은 대두박의 조단백질 함량(47.5%)과 비슷하고, 고단백 DDGS의
총 라이신 및 트립토판 함량은 훨씬 적다. 고단백 DDGS는 성장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두박을
100%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대명AG,
https://blog.naver.com/qkdnlcl160317/221562169735)
19) 비육소우 즉, 송아지는 7개월령 정도 되었을 때 이유하여 비육농가에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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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S 사, 그레이터 오마하 사(지역의 패커) 등에 출하하고 있다. 생체중, 비육기간
으로 추측했을 경우, 10~12개월 령 정도에서 구입하고 20개월 령 안팎에서 출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환경측면을 비롯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처
사례 소개 1의 곡물 비육장과 마찬가지로, 구릉지 지형(경사)을 유효하게 활용
하여 빗물 및 분뇨는 부지 내의 개울의 흐름과 더불어 2개의 간이 관개용 라군에
자동적으로 모이게 설계되어 있다. 그 뒤 저수지에서 박테리아 처리로 수질을 정
화한 이후 사료 밭에 스프링클러로 살포하고 있다.
<사진 13> J&S 피드롯 전경(페이스북에서). 수분(빗물, 분뇨, 부지 내 개울)은 부지 내
경사를 이용하여 관개용 라군(빨간 원)에 모이게 되며, 저수지(파란 네모)에서 박테리아
처리되어 수질을 정화한 후, 사료밭에 살포한다.

의 체중은 180kg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념에 의하면 송아지라기 보다는 육성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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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곳 역시 ‘수질보전법’에 근거한 조치 및 사료 밭의 영양 상태 검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농장 내의 물 샘플에 대하여 미국 환경 보호청(EPA)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 14> 관개용 라군(사진

<사진 15> 피드롯(펜) 내에

13 상부의 빨간색 원 부분)

경사가 있어 수분이 남지

<사진 16> 집적된 퇴비

않고, 청결하게 보존하고
있다.

배설물 중 고형분에 대해서는 펜 단위로 축군을 갱신할 때 긁어모아 퇴비화한
뒤, 인근 농가에게 100 kg 당 6달러(666엔=6,993원)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 물어 보니, ‘미국에서는 쇠고기 생산에 대한 소비자의 환경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할아버지 대에는 분뇨 등 오염수를 그대로 인근 하천에 흘
렸지만, 우리 대에는 자기완결형(自己完結型) 순환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퇴비화
나 물의 재이용 등 환경측면에서의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지 내 저수지는
‘수질보전 법’에 따라 ‘25년에 1번 규모의 자연 재해(홍수 등)에도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100년에 1번 규모’라고 알려진 2019년 초봄의 폭풍우
에 의한 홍수 때에도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오염수 유출
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매일 해야 하는 비육우 관리에서는 ‘휴일도 없고, 5명의 아이들은 도심에
서 취업하고 있어, 후계자 전망이 서지 않는다. 경영주도 60세 이상 고령이어서,
생산, 경영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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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미국에서는 육용우･쇠고기 산업에서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전미 육우생산자･쇠고기협회(NCBA)가 사무국을 맡고,
생산자(육용우･번식 농가, 곡물비육장(feedlot), 패커･가공업자, 소매업자가 참여
하는 ‘지속 가능한 쇠고기를 위한 원탁회의(USRSB)’가 설립되었다.
USRSB은 우선도가 높은 여섯 가지 핵심 지표인 (1) 수자원, (2) 토지 자원, (3)
대기 오염, 온실 효과 가스, (4) 효율화･수확(산출), (5) 동물 복지, (6) 종업원의
안전･건강 등에 관한 부문별 측정 기준을 설정하고,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생산 부문의 각 기준에는 정부의 규제처럼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생산자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의무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이번 농축산업진흥기구의 조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이라는 요소를 축산･축산물
생산을 살펴보면서, 생산자로 참가하여 받는 어려움을 다양한 데에서 들을 수 있
었다. 지속 가능성 확보에 노력하는 데는 응분의 노력과 비용이 드는데, 특히 환
경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는데 경제적 동기 부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NCBA는 환경 부하 대책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쇠고기 유통 유지를
위해 경영 상 중요한 요인으로,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I
T20)기술의 발전, 밀레니얼 세대21)의 대두 등으로, 축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
지지 않아도 웹 사이트에서 생산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브랜드에 관한 감상이나
평가 등을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순식간에 공유하거나 할 수 있게 되었다.

20) IT(information technology). 인터넷의 성장으로 발달한 새로운 영역으로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통신장비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통칭이다.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정보기술
산업은 통신분야를 포함하게 되어 현재 IT라고 하면 정보기술에 통신을 더하여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 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
단을 말한다. 사이버상담 영역에서 IT란 정보를 창조하고, 저장하고, 전시하며, 탐색하고, 사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의사소통하는 것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경제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담학 사전, 김춘경, 이수연, 이윤
주, 정종진, 최웅용, https://terms.naver.com/)
21)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유년기부터 청년
기에 인터넷이 보급되었고, SNS와 인터넷 발신에 저항이 없어 정보 리터러시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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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화 진전의 한편, 소비자가 생산 현장에 접할 기회는 감소하였고, 미
국 시민 단체와 NGO 등은 육용우･쇠고기 산업이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에 의
한 환경 파괴의 원흉이라는 비난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생산자나 기업의 적
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
는 운영을 하는 것이 업계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국인 미국의 생산자 주도에 의한 지속 가능
성에 대한 대처를 소개하였다. 이번 사례가 우리나라 육용우･쇠고기 산업이 직면
하거나 또는 앞으로 직면할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 한다.
한편, 미국의 지속가능한 축산의 전개를 곡물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미국의
소 사육 주산지에서의 지속성 강화를 위하여 각종 환경보전 정책이 확대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사육규모는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앞으로
미국 육용우･쇠고기 산업의 유지 내지 축소가 예상된다.
이는 막대한 양의 곡물을 생산하고 수출도 하고 있는 미국의 곡물산업 입장에서
보면, 곡물의 국내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곧 곡물 수출량
증가의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미국의 가축 사육두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겠지만, 단･중기적으로는 유지 내지 다소의 축소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지만,
곡물 생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단･중기적인 관점에서 곡물 수출량이 급격히 증
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앞으로 미국의 곡물 및 축산 관련 정책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처의 방향과 그
실태에 대해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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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료 효율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유전학적 활동
가축의 유전적 개량은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수단의 하나로 세계적으
로 인식되어, 연구･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전적 개량은 (1) 목표로 하는 형질
의 측정, (2) 측정 결과로부터 유전적 능력 추정, (3) 선발에 의한 차세대 생산성
향상-에 의해 실현하여, (2)에서 보다 빨리, 보다 정확히 추정하여, (3)의 실시를
실현 가능한지 여부가 개량 속도와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노믹(genomic) 평가22)는 유전자 배열 정보를 사용하여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2019년 6월 미국 신시내티에서 열린 인터불(Interbull, 씨숫소 유전적 능력에
대한 국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 사무국은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교 내에 있다) 및
미국 낙농학회(ADSA)에서도 게노믹 평가 발표가 많이 이루어지고, 추정 능력 향
상을 위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또 소의 사료 효율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 지금
까지 별로 연구되지 않은 형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발표도 있었다.
유전적 개량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한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추정의 정확성
을 지탱하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 측정이다. 그러나 사료효율과 온실가스 측정은
실험적인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측정이 어렵고, 신뢰에 충분한 대량의 측정치를
축적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선진국 연구기관에서는 공동 프로젝트로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측정 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목적 형질을 직접 측정할 뿐만 아니라,
유량과 체중 같은 기존 측정된 형질, 혹은 최근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게 된 형
질(예를 들어, 우유 중의 지방산 조성)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사료효율과 온실가
스 배출량과 같은 형질을 개량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대량의 간접적으로 연관된 형질의 측정치와 목적으로 하는 형질과의 연결을 찾
기 위해서는 최근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진행된 인공지능(AI23)) 관련 기술을 활용
22) 게노믹(genomic) 평가는 각 개체의 DNA형을 검사하고, 그 정보를 경제 형질의 측정 결과나 혈통
정보 이외에, 유전적 능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23)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지능을 본 딴 고급 컴퓨터프로그램을 말한다. 과거의 인공지능은 확
정된 환경에서 유한개의 솔루션을 탐색하는 일이었다. 인공지능은 곧 논리였고, 이에 따른 탐색이었
다. 하지만 현실은 환경도 매우 불확정적이고, 솔루션도 미리 유한개로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가 많
았다. 기계학습은 이런 문제들을 ‘데이터 중심의 판단’으로 풀어간다. 여기서의 인공지능이란 곧 X와
Y의 관계 추정 또는 전반적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소설을 산 사람들이 B

23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학회에서는 유전자 배열의 보완24)에 AI를 이용한 발표가
있었지만, 간접 측정치 분석에 이용한 발표는 보지 못 하였다. 환경 문제와 축산의
지속 가능성을 문제에 대해 유전학적인 새로운 접근이 일어날지, 앞으로의 연구가
주목된다.
<부록 사진> 인터불에서 사례발표를 하는 모습

소설도 사더라.”라는 경향을 파악하고 관련 소설을 추천해주는 것 역시 기계학습의 대표적 이용 사
례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컴퓨터에게 사진이미지를 통하여 누가 동일인물인지를 물어
보았을 경우, 컴퓨터는 픽셀이 비슷한 무조건적 유사성을 따를 것이다. 이는 결국 ‘이해의 부족’ 때
문이라 할 수 있다. ‘딥러닝’(deep learning 또는 representation learning) 입장에서 이해란 기계학습
하기 좋은 표현법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딥러닝은 ‘무엇이 이들을 구분 짓게 하는가’에 대해 중
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특징(feature)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여 기계학습하기 좋은 2차 표현
법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런 딥(deep)한 표현법 찾기의 마지막에 최종적인 기계학습 방법을 덧붙
이는 것이다. 빅 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딥러닝의 뛰어난 점은 역시 “빅데이터에 가장 최
적화된 알고리즘”이란 점이다. 그리고 목표에 적합한 특징을 스스로 추출한다는 점에서 “이해”의 첫
걸음을 뗐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AI 프로그램은 특정 업무의 GIS 운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인공지능은 거대한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가 체계기법을 제공하며 지도의 특성을 일
반화시키고 지도 자동설계의 기능을 제공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이강원, 손호웅, https://terms.naver.com/)
24) DNA형 흠측(欠測)을 추정하고 보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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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축산업 전망1)
-2020년 농업 아웃룩･포럼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김수연(축산관측 담당자)***

1. 서론
미국 농무부(USDA)는 향후 미국 농업의 동향을 공표하는 자리인 2020년 농업
아웃룩･포럼(2020 Agricultural Outlook Forum)을 수도 워싱턴 DC에 인접한 버
지니아 주 알링턴에서 2월 20일과 21일 2일 간 개최하였다. 올해로 96회째인 포럼
에서는 ‘The Innovation Imperative: Shaping the Future of Agriculture(이노
베이션의 필요성: 농업의 미래를 만든다)’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각종 미팅을 개최
하였다(부록 1 참조).
이 포럼은 USDA가 2020년 이후의 미국 농축산물 생산량, 수출량, 농업 무역
전망에 대하여 공표하는 마당이다. 전체 회의는 요한슨 USDA 수석 이코노미스트
의 농업을 둘러싼 정세와 농산물 수급 전망 등에 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소니
퍼듀 농업부 장관의 강연과 아르헨티나, 캐나다, 멕시코의 농업부 장관을 초청하
여 토론회를 갖는 등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날 오후부터 농업 무역
과 각종 축산물의 향후 전망 등 각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 중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강연, 퍼듀 농업 장관들의 강연 및 4개
국의 농업 장관에 의한 토론회, 미국산 축산물 관련한 수급 전망을 중심으로 보고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 sykim0722@krei.re.kr
1) 이 글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鈴木 浩幸(JETRO뉴욕), ‘米国農畜産業の展望~2020年農業アウトルック･
フォーラムから~’, ｢畜産の情報｣ 2020年 4月号의 내용을 번역･수정･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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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이 글 중의 환율은 1미국 달러=110엔=1,155원2)(2020년 2월 말일
TTS-달러 환율: 110.43엔)을 사용하였다.

2. 포럼의 개요
2.1. 기조 강연
2.1.1. 요한슨 USDA수석 이코노미스트
(가) 무역
국제통화기금(IMF3))에 따르면, 2019년 4월 시점의 예측에서는 2019년 세계 국
내 총생산(GDP4))성장률을 3.5%로 발표하였지만, 2020년 1월 시점에서 2.9%까지
하락하고 있었다. 이번 전망에서는 2020년에는 3.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향
후 전망은 수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2020년에는 COVID-19와 같은 불확정적 요소가 존재하는 한편, 미국산 농산물
2) 원/엔 환율은 1엔=10.5원을 적용하였다.
3)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國際通貨基金).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
제금융기구.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국제부흥개
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
융기구이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이다.(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4)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GDP는
당해연도 및 기준년도 중 어느 해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생산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 및 실질
GDP로 구분된다. 명목GDP는 생산액을 당해년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이고, 실질GDP는 생산량에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을 곱해서 계산하므로 가격 변동은 제거되고 생산
량 변동만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이 GDP를 명목과 실질로 구분하여 추계하는 것은 각각의 용도
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나 구조변동 등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명목계열을
사용하며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생산활동 동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질
계열을 이용한다. 한편,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 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 성
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실질GDP의 증감률로 나타낸다. 현재 한국 GDP 통계는 UN이 각국
에 권고한 국제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한국은행에 의해
작성되어
분기별로
공표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통계용어･지표의
이해,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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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5)), 미･일 무역 협정6), 미･중 경제
무역 협정7)이라는 새로운 무역 협정 하에서 농산물의 수출입이 실시되면서, 커다
란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기 3개의 무역 협정 상대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액은 미국산 농산물 수출액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미･일 무역 협정의 경우, 일본에 수출되는 미국산 농산물에 소요되는 72억 달러
(7,920억 엔=8조 3,160억 원)상당의 관세가 철폐 또는 감축된다. 특히 미국산 쇠
고기 및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EU와 호
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같은 경쟁국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나) 농축산물
2019년에는 곡물 주요 산지에서 봄철 악천후로 인하여 작부 지연을 보였다. 이
로써 옥수수의 경우, 2019년 6월 시점 전망에서는 수확 면적과 단수가 크게 줄어
5)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의 탈바꿈한
명칭이 USMCA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US-Mexico-Canada Agreement). 2019년 9월 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이 1년이 넘는
진통 끝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합의하였다. USMCA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보면,
USMCA가 NAFTA와 비교하여 대대적인 수정은 없으며, 미국은 캐나다에 분말 우유와 우유 단백질과
같은 낙농 제품을 더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의 경우 판매차량의 최소 30%(2023년부터는
40%)는 시간당 16달러(멕시코 임금의 약 3배)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만든 차를 수입토록 하여 자동
차 노조 등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NAFTA와 차이점이라기 보다는 보완요소
가 첨가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https://kin.naver.com/qna/)
6) 2018년 9월에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미･일 상품무역협정(TAG)'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
의. TAG(상품무역협정)는 Trade Agreement on goods의 줄임말로, 양국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절감과
철폐가 목적이다. 쌀과 쇠고기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자동차 등의 공업상품도 포함한 모든 ‘상품(goods)’
이 대상이 된다. TPP를 탈퇴한 미국이 일본과 양자 간 협정인 FTA를 요구하자, 협상 중인 자동차에 대
한 관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일본은 미국과의 TAG 협상에 합의하였다. TAG와 FTA는 관세
를 철폐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무역협정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TAG의 경우 관세철폐 항목이 농
산물, 자동차, 공업제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무역의 규제철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2018년 11월 1일자, ‘미일 무역협정, TAG일
까 FTA일까?’)(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
&dataIdx=170420)
7) 2020년 1월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류허 부총리가 서명한 합의. 미･중 양국은 1단계 무역합의
를 통해 미국은 중국산 상품 약 147조 원(12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절반 가량인 7.5%로 줄이기
로 하였다. 약 306조 원(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대가로 중국은 향후 2년간 농산물 등 미국산 상품 약 245조 원(2,000억 달러) 어치를 추가 수입키로 했
다. 2020년 6월 현재까지 아직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책임론 문제로 설전
을 벌이고 있어, 파기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출처: 한국경제TV, 2020년 5월 7일자, ‘트럼프, 무역협
정 폐기 시사…2차 미중 무역분쟁 가능성’,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
=202005071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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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예측보다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였다. 그 뒤 2019년 8월 기준으로 민간 전
망 평균치와 USDA/NASS(미국 농무부 전국농업통계국)에 따른 생산량 전망이
600만 부셸8)(15만 2,400톤)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8월 시점의 옥수수 생산 전망과 최종 생산 실
적과의 오차는 5%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옥수수와 대두 경작면적은 각각 전년 대비 5% 늘어난 9,400만 에이커
(3,804만 ha9))와 12% 늘어난 8,500만 에이커(3,440만 ha)로 전망하고 있다. 쇠
고기, 돼지고기, 브로일러, 유제품에 관해서도 2020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에서는 ASF(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 돼지 열병10))의 영향이 계속
되고 있다. 2020년 현재에도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1.5배에서 2배
상승하였고,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수요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
역을 둘러싼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부록 2 참조).
최근 몇 년간 젖소 사육 마릿수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1마리당 1일 산유
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낙농가의 대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10년간 원유 생산량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乳價)는 향후 10년간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 농업 경제
미국 농가의 98% 이상이 가족 경영이며,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농가에서 농장 수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농업 이외의 수입으로 생계를
8) 부셸(bushel). 과일, 곡물 등의 중량 단위. 1부셸은 소맥, 대두의 경우 27.2kg(60파운드), 옥수수의 경
우 25.4kg(58파운드)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1부셸이 28.1kg, 미국에서는 27.2kg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9) 1에이커는 0.404686헥타르(ha)
10)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
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
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이병률(감염된 동물의 비율)이 높고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전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
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으로,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린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곡물 관련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임송수, ‘미-중
무역 마찰이 국제 곡물에 미치는 영향: 콩을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8권 제2호,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19년 4월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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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농가 가구당 평균 소득은 약 72,000 달러(792만 엔
=8,316만 원)이다.
2019년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홍수와 폭풍설(暴風雪) 등 자연 재해 그리고 무역
분규로 인한 손실을 인정받게 되어, 이러한 영향을 받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각
종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직불금이 연간 200억 달러(2조 2,000
억 엔=23조 1,000억 원) 정도에 이르며, 농업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보
다 증가하였다. 한편 농가의 파산 건수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
는 데, 현재는 1만 가구당 3호의 농가가 파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29년에는 630만 호의 농가가 1억 2,100만 명의 미국인을 위해 1억 500만 톤
의 농산물을 생산하였다. 이러던 것이 2017년에는 1929년과 비교하여 경작면적이
약 9%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호의 농가가 3억 3,000만 명의 미국인은
물론이고 나머지 세계인들을 위해 5억 6,100만 톤의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었다.
10년 후에는 2017년과 같은 경작면적으로 더욱 많은 9,000만 톤의 농작물을 증산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였다.

<사진 1> 요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기조강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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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소니 퍼듀 농무장관
소니 퍼듀 농업부 장관은 ‘the Agriculture Innovation Agenda(이하 어젠다)’
를 공표하였다. 이 어젠다는 미국 농업이 장래 세계 농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해 USDA가 부문의 울타리를 넘어, 자원, 프로그램 연구에 대하여 조정하는 대처
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USDA는 이노베이션의 촉진으로 미국 농업을 2050년까지 환경 부
하를 반감시키는 한편, 생산량을 40%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어젠다는 (1)
관･민의 연구(특히 유전자, 디지털화나 자동화, 농업 경영 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동조시키면서, 미국 농업의 이노베이션 전략을 수립한다. (2) 생산자가 첨단 기술
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통합함과 동시에, (3) 기존의 농업 생산과
환경 보전 대책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추적한다 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
다. USDA는 이들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4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표 1).
<표 1> USDA가 설정한 기준
항목

내용

남은 음식물･폐기

2030년까지 남은 음식물과 폐기를 50% 삭감

탄소격리(주)･온실
효과 가스

비료 관리에 의한 토양건전성 향상과 임업을 통한 탄소 격리 강화를 함과 동시에. 가
축의 생산효율 향상과 재생 가능에너지 활용 등에 의해 과도한 규제 없이 2050년까지
농업부문에서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완화

수질

하천 유역 보전에 의해 수자원을 효과적이고도 안전하게 관리하며, 농약 유출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토양 유출을 30% 저감

재생가능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원료생산을 증가하고, 생산 효율과 경쟁력을 높여 수송용 연료 혼합
율을 2030년까지 15%, 2050년까지 30%로 인상

주: 식물에 의한 광합성 등에 의해 탄소를 저류(貯留)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것
자료: 소니 퍼듀 장관의 프리젠테이션 및 ｢the Agriculture Innovation Agenda｣에 기초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
구에서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米国農畜産業の展望~2020年農業アウトルック･フォーラムから~’, ｢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4月号에서 재인용

퍼듀 농업부 장관은 우유 생산의 효율화와 자동운전 기술 확대 등을 예로 들면
서, 미국 농업에서 과거 70년간 농산물 생산이 약 3배가 된 반면, 자원 투입량은
연율 약 0.1% 증가에 그치고 있음을 미국 농업의 성공 경험으로 제시하였다. 앞으
로도 미국이 세계 농산물 수요를 충족시키는 리더로써의 지위 유지를 염두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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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이노베이션에 노력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청중에게 호소하였다.

<사진 2> 퍼듀 장관의 기조강연 모습

2.1.3. 4개국 장관에 의한 논의
‘Feeding the World Through Innovation(이노베이션을 통한 세계식량 공급)’
이라는 주제 아래 미국의 소니 퍼듀 농업부 장관, 캐나다 농업･농산식품부 마리 클
로드 비보 장관, 멕시코 농업･농촌 개발부 빅토르 비자로보스 장관, 아르헨티나
농산업부 루이스 바스테라 장관 등 서반구에 위치한 4개국 농업 장관을 초청하여
토의를 실시하였다. 이 4개국에서는 2019년 5월에 개최된 G20 일본 니이가타(新
潟) 농업장관 회의에서 브라질을 추가한 5개국이 ‘the Western Hemisphere
Agriculture Leaders(서반구의 농업 지도자: Ag5)’을 주제로 건전하고 과학적이
면서도 리스크 분석의 원칙에 근거한 세계 식량 안전보장과 농산물 무역을 지지하
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퍼듀 농업부 장관은 각국이 무역 경쟁국이면서도 세계 농업 지도자로써 소규모
농가, 젊은 농가 및 농촌 여성 지원, 식품 폐기량 감소, 토양, 수질, 생물 다양성
보호 등과 같은 과제 해결에 협력하고 있다고 어필하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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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참가 4개국 장관의 성명 내용
발언자

내용

미국
소니 퍼듀 농업부 장관

UN은 2030년까지 세계에서 기아를 없앤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2050년에
는 98억 명에 달하는 세계 인구에 식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농산물 생산
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만,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주목되고 있으
며, 보다 효율적인 생산수단을 찾고 있다.

캐나다
마리 크루드 비보
농업･농산식품부 장관

최근에는 한발과 홍수라는 제어하기 어려운 기후변동과 관련된 문제에도 직면하여,
대응은 어렵게 되고 있다. 무역에 관해서도 새로운 도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식품에
대한 신뢰성과 품질, 과학에 근거한 추진이 중요시 되고 있다. 과학과 이노베이션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종자, 새로운 관습으로 농가를 지지해 줄 것이다. 생산량의
70%를 수출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무역상대국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행하게도
북미대륙에는 ASF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않았지만, 미국과도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과학적인 지식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멕시코
빅토르 비자로보스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농업은 환경에 큰 책임을 지고 있다. 1960년대의 녹색혁명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
온 반면, 환경부담을 초래한 것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보
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환경부하에 대한 책임 등 모든 것을 기
쁘게 공유한다. Ag5는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73%를 점하는 등, 세계 농업에서 부
과한 역할이 크고, 5개국의 대응에 의한 상승효과가 기대되며, (멕시코의) 식품위생
안전품질관리국은 약제내성의 문제도 주도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루이스 바스테라
농산업부 장관

UN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세계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50년까
지 한정된 농지로 지금보다도 50% 이상 식량공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무역상 위생 식물검역(SPS) 조치에 대응하여 관세와 리스크를 저감하여, 농산물 수
출 기회를 촉진함으로써 농가 수입향상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회를 창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천연자원을 중요시하는 환경시스템
에 배려하여,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는 농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米国農畜産業の展望~2020年農業アウトルック･フォーラムから~’,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4月号

(가) 미국 소니 퍼듀 농무 장관의 문제 제기①
다음은 미국 소니 퍼듀 농업부 장관의 문제 제기 내용이다.
‘우리는 이미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지만 더 식량을 증산하려면, 이노베이션이
열쇄이다. 그러나 이노베이션의 활용에는 장애가 존재한다고 상정되지만, 우리는
이를 헤쳐 나가야만 하는지?’
이에 대해 각국 농업 장관들은 다음 <표 3>과 같이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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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니 퍼듀 미국 농업장관의 문제제기에 대한 회답①
발언자

내용

캐나다
마리 크루드 비보
농업･농산식품부 장관

소비자 교육이 중요하다. 소비자에 대하여 환경, 경제, 사회적 책임 가지 서로 다른
역할을 주어, 지속적으로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 이노베이션이 이익을 가져다 줄 것
이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의 시대는 SNS(주)에 의해 바로 농가와 소
비자에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를 구축 가능케 하는
서비스

멕시코
빅토르 비자로보스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생산성, 지속가능성, 포괄성이라는 3가지 점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소규모 농가 입
장에서도 생산성과 소득의 향상은 중요하며, 적절한 과학기술 제공이 필요하다. 지
역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과학기술은 중요하다.

아르헨티나
루이스 바스테라
농산업부 장관

정부나 사회에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가 매우 많으며, 보다 수익성이나 생산성
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 농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기업이 과학적 기술
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은 보기에는 같더라도 품질
이 서로 달라 수익도 변하게 된다. 수 년전에 비해 기술을 이용함에 있어서 코스트
가 낮아졌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노베이션으로 농가의 자립을 촉진하고자 한다. 경
제적으로도 자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배려한 농업이 가능하게 된다. 차세대에 연
결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에 근거한 농업을 수행하여 인간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여야 한다.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米国農畜産業の展望~2020年農業アウトルック･フォーラムから~’,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4月号

(나) 미국 소니 퍼듀 농업장관의 문제 제기②
다음은 미국 소니 퍼듀 농업장관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제기한 내용이다.
‘소비자에게 혁신을 활용한 식품이 안전하다고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전
자 변형생물(GMO11))나 게놈12) 편집13) 등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11)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전자 재조합기술(Biotechnology)로 생
산된 농산물로, 미국 몬산토사가 1995년 유전자변형 콩을 상품화하면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한 개
념이다. 대표적인 GMO로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
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12) 게놈(genome). 한 생물이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 '유전체'라고도 한다. 일부 바이러스의 RNA를 제
외하고 모든 생물은 DNA로 유전 정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DNA로 구성된 유전 정
보를 지칭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3) 게놈 편집(Genome Editing). 게놈 편집은 살아 있는 생물 내 전체 게놈의 일부를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게놈 내 특정 부위를 DNA 삽입(insertion), 결손(deletion), 수정(modification), 교체
(replacement) 등을 통하여 DNA 염기서열을 바꾸어 형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잘 알
려진 유전 공학(Genetic engineering) 기술을 이용한 형질 전환(transformation)은 DNA 조각을 무작
위로 주입하는 방법이므로, 유전자 발현양의 조절이 어렵고, 불특정한(non-specific) 유전자 재조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게놈 편집은 원하는 위치의 유전자를 직접 편집함으로써 원하는 돌
연변이를 만들거나, 이미 존재하는 돌연변이를 원상 복구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게놈 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유전병 치료와, 새로운 농작물 및 축산물 개발, 바이오 에너지 기술 등에
응용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분자･세포생물학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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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각국 농업 장관들은 다음 <표 4>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 4> 소니 퍼듀 미국 농업장관의 문제제기에 대한 회답②
발언자

내용

캐나다
마리 크루드 비보
농업･농산식품부 장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GMO나 기타 유전자 관련 기술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토 사항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젊은 농업자와 여성을 포함하여 적극적이면서
포괄적인 대화와 교육이 필요하다. 앞을 내다본 대응이 필요하다.

멕시코
빅토르 비자로보스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보
다 건전하고 고품질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써 특히 젊은 세대에 어
필하고자 한다.

아르헨티나
루이스 바스테라
농산업부 장관

농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의료나 보건분야의 전문가를 끌어들여 이해시켜야 한다.
바른 정보를 가지고 변화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에게 명
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米国農畜産業の展望~2020年農業アウトルック･フォーラムから~’,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4月号

퍼듀 미국 농업장관은 ‘새로운 과학 기술 활용은 앞으로 10년의 도전이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
키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토론회를 마쳤다.

<사진 3> 4개국 장관의 토론회 모습
(왼쪽에서 부터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멕시코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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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의 2020년 농･축산물 수급 전망
2.2.1. 쇠고기
(가) 사육 마릿수
2020년 1월 1일 현재 소 사육 마릿수(젖소 포함)은 9,440만 마리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다(그림 1). 젖소를 포함한 번식 암소는 전년 대비 1% 줄어든 4,070
만 마리이며, 이 중 육용 번식암소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3,130만 마리로 나타
났다.
<그림 1> 소 총 사육마릿수 추이

축군(畜群) 확대 경향은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었지만, 감소세로 돌아선 시기
는 2019년이 캐틀 사이클14)의 전환점이었다고 보고 있다. 2020년에는 소 사육 마
릿수 감소가 진행되어, 비육 전 미성숙우는 전년 대비 2% 감소하고, 출산 예정인
육성우 마릿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4) cattle cycle. 10년 주기로 알려져 있다. 영세한 다수의 생산자들이 그해 가격의 고저에 따라 더 심
고 덜 심는 현상에 따라 다음해 공급과잉과 공급부족이 반복되는 주기 변동을 비롯하여, 더 나아가
축산물의 경우엔 2~3년 주기의 에그 사이클, 4~5년 주기의 피그 사이클, 10년 주기의 캐틀 사이클
등 특유의 주기 변동에 의해서도 가격 변동이 크다는 이론이 정립되어 있다.(네이버 블로그 애니웨
어1, https://blog.naver.com/anywear1/22014874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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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량
2020년 1월 1일 시점의 곡물 비육장(피드롯, feedlot15))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
비 2.0% 늘어난 1,470만 마리였다. 곡물 비육장 사육 마릿수는 2008년 이후 최대
였던 반면, 같은 날 시점에서 곡물 비육장 외의 소 사육 마릿수는 동 0.4% 감소하
였다. 2020년 쇠고기 생산량은 동 약 1.0% 늘어난 1,246만 톤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2).
<그림 2> 쇠고기 생산량 추이

2020년 상반기 현재 곡물 비육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축군이 지난해보다 증가하
고 있으며, 소 도축 마릿수도 증가하면서 작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
나 하반기에는 소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고, 곡물 비육장 사육 마릿수도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량은 작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연간 도축
마릿수는 지난해와 동등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소 출하 체중이 증가
하면서 2020년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5) 비육장(feedlot) 또는 곡물비육장. 울타리를 치고 주로 농후사료를 급여하여 가축, 특히 소를 비육시키는
노천사육장. 육우비육장(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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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입량
2019년 쇠고기 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 4% 이상 감소하였다(그림 3). 일본, 멕시
코, 캐나다, 홍콩 수출은 감소하였지만, 한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은 제2위의 수출 시장이 되었다.
2020년에는 호주, 뉴질랜드 등 경쟁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수출시장에서 미국의 우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일 무역 협정 등
최근의 무역 협정, 한국에서의 단계적인 관세 인하로 수출 물량은 137만 톤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제 성장이 계속 약세를 나타낼 경우에는 수출의 역
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 쇠고기 수출량 추이

2020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6% 줄어든 131만 톤으로 예상된다. 2020년
에는 미국 젖소 도축 개체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오세아니아 지역
의 쇠고기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아시아 각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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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격
2020년 주요 5개 지역(텍사스･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아
이오와･미네소타)의 평균 거세 비육우 판매 가격(100 파운드16) 당)은 전년 평균
가격인 116.78달러(2,846 엔=134,883원)과 비슷한 평균 117달러(12,870엔
=135,135원)으로 전망된다(그림 4). 상반기의 곡물비육장 사육 마릿수 증가와 돼
지고기와 닭고기 생산량 증가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그림 4).
<그림 4> 비육우 가격 추이

2.2.2. 돼지고기
(가) 사육 마릿수
2019년 12월 1일 시점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3% 늘어난 7,730
만 마리로 같은 시점으로는 과거 최다 기록을 갱신하였다(그림 5). 이 중 번식돈은
동 2%증가한 약 650만 마리였다. 그러나 2019년 중반에는 생산자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2019년 후반에는 탄탄한 수출 수요에 의해 낙관적인 관측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면서, 생산자는 사육 마릿수 확대를 주저할 수 있다. 번식 후
보돈의 경우, 2019년 하반기 번식 후보돈은 전년 동기 대비 약 0.5% 감소하였지
만, 2020년 상반기에는 동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6)1 파운드는 0.45359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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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총 돼지 사육 마릿수 추이

(나) 생산량
2020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약 5% 늘어난 1,310만 톤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6). 이는 주로 도축 마릿수 증가에 의한 것이지
만, 도체중 증가도 예상된다. 2019년 제2~4분기의 복당 산자수(腹當 産子數17))
증가율은 평균 전년 동기보다 약 3% 상승하였으며, 이 상승률이 계속될 것으로 가
정하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돼지 도축 개체 수는 전년 동기비로 약
3% 늘어난다. 때문에 2020년에는 기록적인 도축 마릿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돼지고기 생산량 추이

17) 복당 산자수(litter size). 일회 분만시 태어난 산자수.(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
청,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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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입량
2019년에는 탄탄한 수요가 수출을 지원하여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8%
늘어난 287만 톤으로 과거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어 17% 늘
어난 335만 톤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7).
2019년 멕시코, 일본, 한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였지만,
ASF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현재에도 엄청난 추가 관세를 부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이 수출량 증가의 큰 요인이다.
2020년 미･일 무역 협정으로 일본 시장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 조건을 따냈
다는 점과 중국 수요가 계속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수출량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돼지고기 수출량 추이

2019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43만 톤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다. 중국의 돼지
고기 수요가 커지면서 다른 수출 국가에게는 미국시장의 매력이 흐려진 것이 요인
이다. 또한, 2020년에는 기록적인 생산량이 예상된다는 점과 중국의 돼지고기 수
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9년보다
12% 감소한 약 38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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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격
2020년의 비육돈 가격(살코기률(赤身率18)) 51~52%, 생체 베이스, 100파운드
당)은 지난해 47.95달러(5,275엔=55,388원)보다 조금 상승한 평균 49달러(5,390
엔=56,595원)으로 예측된다(그림 8). 기록적인 도축 마릿수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
문 호조로 가격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비육돈 가격 추이

2.2.3. 닭고기(브로일러)
(가) 생산량
2020년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늘어난 2,077만 톤으로 과거 최고를 갱
신할 전망이다(그림 9). 생산량 증가에 의한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초
의 계군(鷄群)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후반에 이르
러 가격 저하가 생산자의 부담이 되고, 계군 확대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로일러 출하 체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8) 식육에서 ‘적육(정육)’은 대부분 근육 조직인 지방이나 힘줄이 덜한 붉게 보이는 고기의 부위이다.
해산물인 고래도 포유류(해양 포유류)의 고기이기 때문에 붉은 부위는 식육의 ‘적육’이다. 이들은 일
반적으로 ‘적신육’이나 ‘적신’으로 불린다. ‘적육’은 ‘쇠고기와 새끼 양고기 등의 것’이라는 정보도 있
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살코기에는 햄철분을 포함한 미오글로빈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붉게 보
인다. 통상 식육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절단면이 어두운 적색으로 변화하지만, 비타민 C의 수용액을
놓으면 선홍색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고, 이를 악용한 선도 위장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
미에서 적신률을 살코기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출처: (일)フリー百科事典 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 https://ja.wikipedia.org/wiki/%E8%B5%A4%E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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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닭고기 생산량 추이

(나) 수출량
2020년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4% 늘어난 336만 톤으로 예상되며, 2013년
기록한 333만 톤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0). 생산량 증가와 해외 수요 증가
가 2020년 수출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1월 중국의 미국산
가금육 대중 수출 중단 조치가 해제된 것도 뒷받침이 되겠지만, 중국의 닭고기 가
격이 돼지고기, 쇠고기 정도로 상승하지는 않아, 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지는 불
투명하다.
<그림 10> 닭고기 수출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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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격
2020년의 평균 닭고기 도매가격(1 파운드 당)은 2019년 89 미국 센트(98엔
=1,029원)와 비교하여 87 미국 센트(96엔=1,008원)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다(그림 11). 가격은 닭고기 생산량 증가와 기록적인 생산량이 예상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와의 경쟁에 따라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다.
<그림 11> 닭고기 도매가격(통닭) 추이

2.2.4. 유제품
(가) 사육 마릿수
2020년 1월 1일 현재 젖소 경산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2% 감소한 933만
5,000마리였다. 2020년 제1분기에는 쇠고기 수요 고조 및 갱신우가 다소 적은 데
기인하여 젖소 경산우는 감소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수요가 살아나 2020년 연간
평균은 933만 5,000마리로 예상된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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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젖소 경산우 총 사육두수 추이

(나) 생산량
젖소 경산우 사육마릿수 감소에 따라 원유(原乳) 생산량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2019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3% 늘어난 9,902만 톤이었다. 2020년의 원유
생산량은 젖소 경산우 증가와 1마리당 연간 산유량 증가로 동 1.7% 늘어난 1억 70
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3).
<그림 13> 원유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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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마리당 연간 산유량은 전년 대비 1.1% 늘어난 1만 612kg이었다. 2020
년에는 유가 상승과 사료 가격 안정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젖소
경산우 갱신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어, 1마리당 연간 산유량은 1만 789kg으로 예상
된다.

(다) 수출입량
2020년의 유지방 베이스 수출량은 전년 대비 3.2% 늘어난 426만 톤, 무지유고
형 분 베이스로는 전년 대비 4.6% 늘어난 1,978만 톤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수
출이 증가할 요인으로는 현재 미국산 유제품 가격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제1위 수입국인 멕시코 수출에 대한 유제품 수출 추가 관세가 철폐되었
다는 점, 중국 수출의 추가 관세가 계속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대체 시장을
획득함으로써 손실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을 들고 있다.
2020년의 유지방 베이스 수입량은 전년 대비 11.1% 감소한 286만 톤, 무지유고
형 분 베이스로는 전년 대비 5.5% 감소한 249만 톤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수입
이 감소할 주요 요인으로 EU의 유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
을 들고 있다.

(라) 가격
2019년 연간 전국 평균 유가(All milk price: 음용 유가와 가공 원료용 유가의
가중 평균 가격, 100파운드 당)은 전년 대비 14% 오른 평균 18.60달러(1kg 당
44.8엔=470원)였다. 2020년의 연간 전국 평균 유가는 25 미국 센트 상승한 18.85
미국 달러(1kg 당 45.5엔=478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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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국 평균 유가 추이

2019년에는 버터 가격이 전년을 밑돌긴 하였지만, 기타 치즈와 탈지분유(NDM,
nonfat dry milk19)), 훼이(유청, 乳淸, whey20)) 파우더(유청분말 또는 유장분말)
와 같은 주요 유제품 가격은 전년을 웃돌았다. 2020년에는 버터와 훼이 파우더는
작년을 밑돌고, 치즈와 NDM은 작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버터 가격은 2019년 8월 이후 하락세에 있어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NDM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버터가 남아도는 느낌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치
즈 가격은 2019년 12월 이후에는 하락하고 있지만, 재고는 비교적 적고, 멕시코
치즈에 대한 추가 관세도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국내 및 수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9) 탈지분유(脫脂粉乳, skim milk powder, nonfat dry milk). 탈지유에서 수분을 제거해서 분말로 만든 것.
우유로 만들어진 전지 분유에 비해 보존성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그 생산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공
업용으로는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환원 우유, 카테이지 치즈 및 요구르트 등의 원료뿐만 아니라 가축
의 사료가 되고, 가정용으로는 제과, 조리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식품 위생법에 의하면 우유 고형분 95.
0% 이상, 수분 5.0% 이하, 세균수(표준 평판 배양법에서 1g당) 50000 이하로, 대장균군 음성일 것을 요
구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화학대사전, 세화 편집부, https://terms.naver.com/)
20) 유청(whey, 乳淸 또는 유장). 우유를 치즈로 가공할 때 형성되는 부산물. 우유에는 수분, 단백질, 지
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효소 등이 포함되어있다. 지방은 가장 중요한 성분이며 이것을 제외
한 것을 탈지유라고 한다. 탈지유에 산 또는 응유효소를 첨가하면 응고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응유
(curd)라 하며 우유의 주단백질인 카세인이 주성분이다. 응유를 제외한 수용액을 유청이라 하고 전
단백질의 20%를 포함한다. 유청에는 유당, 락토알부민, 락토글로불린, 무기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락토글로불린에는 면역글로불린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초유에 함량비가 높다. 유장(乳醬)이라고도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생명과학대사전, 강영희,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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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M은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가격은 상승할 것으
로 전망된다. 훼이 파우더는 중국의 추가 관세 지속과 중국 국내에서의 ASF의 영
향으로 돼지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여 가축 사료로서의 용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
는 점도 가격 하락의 한 요인이다.

2.2.5. 사료 곡물(옥수수, 대두)
(가) 경작면적 및 생산량
2019/20년도(9월~다음해 8월)는 옥수수 경작면적이 전년도 대비 0.9% 늘어난
8,970만 에이커(3,630만 ha), 대두 경작면적은 동 전년도 대비 17.2% 감소한
7,610만 에이커(3,080만 ha)였다. 대두 수요 고조에 따른 대두 경작 면적은 증가
세였으나, 중국의 추가 관세 영향과 초봄 날씨 불순으로 경작 적기를 놓친 것이 주
된 감소 요인으로 여겨진다.
2020/21년도 경작면적은 현재 곡물 선물거래 가격과 윤작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옥수수 9,400만 에이커(3,804만 ha), 대두가 8,500만 에이커(3,440만 ha)로 예
상된다.
2019/20년도 1에이커 당 수확량은 옥수수가 전년 대비 5.0% 줄어든 168.0부셸
(4.3톤), 대두가 전년 대비 6.8% 줄어든 47.4부셸(1.3톤)이며,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4.7% 줄어든 136억 9,200만 부셸(3억 4,778만 톤), 대두 생산량은 전
년 대비 19.6% 줄어든 35억 5,800만 부셸(9,678만 톤)이었다.
2020/21년도 1에이커 당 수확량은 옥수수가 전년 대비 6.3% 늘어난 178.5 부셸
(4.5톤), 대두가 동 5.1% 늘어난 49.8 부셸(1.4톤)이며,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
비 12.9% 늘어난 154억 6,000만 부셸(3억 9,268만 톤), 대두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9% 늘어난 41억 9,500만 부셸(1억 1,410만 톤)이었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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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옥수수와 대두 생산량 추이

※ 옥수수 1 부셸=25.4kg
대두 1 부셸=27.2kg

(나) 소비량
2020/21년도의 수출 물량을 포함한 총 소비량은 내수 수출 물량의 증가가 전망
된다는 점에서 전년도 대비 4.8% 늘어난 147억 4000만 부셸(3억 7,440만 톤)으로
예측된다(그림 16).
<그림 16> 옥수수 용도별 수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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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을 살펴보면, 축산분야에서 수요가 큰 사료용이 전년 대비 5.0%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되며, 식품･종자･기타 공업용 그리고 바이오 에탄올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 수출량
옥수수의 2020/21년도 수출량은 전년도 대비 21.7% 늘어난 21억 부셸(5,334만
톤)로 전망된다(그림 17). 국제적인 수요 고조로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 17> 옥수수와 대두의 수출량 추이

대두의 2020/21년도 수출량은 전년도 대비 12.3% 늘어난 20억 5,000만 부셸
(5,576만 톤)로 전망된다(그림 17). 중국의 추가 관세 영향으로 최근 2년 수출량이
줄었으나,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수요 고조로 수출량은 회복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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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고량 및 생산자 평균 판매 가격
옥수수의 2020/21년도 기말 재고량은 전년도 대비 39.4% 늘어난 26억 3,700만
부셸(6,698만 톤)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말 재고율(기말 재고/총 소비량)은
17.9%로 전년도보다 4.5% 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그림 18). 한편, 해당 연도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도보다 25 미국 센트(27.5엔=289원) 오른 1부셸 당 3.60미
국 달러(396엔=4,158원)로 전망된다.
대두의 2020/21년도 기말 재고량은 전년도 대비 24.7% 감소한 3억 2,000만 부
셸(870만 톤)로 전망되며, 기말 재고율(기말 재고/총 소비량)은 7.4%로 전년도보
다 3.1% 포인트 감소할 것이다(그림 18). 때문에, 해당 연도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도보다 5미국 센트(5.5엔=58원) 오른 1부셸 당 8.80달러(968엔=10,164원)로
전망된다.
<그림 18> 옥수수와 대두의 기말재고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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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미국 농업부(USDA)는 2020년 농업 아웃룩･포럼을 개최하면서, 2020년 미국의
농축산물의 수급 전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쇠고기의 경우, 소 사육
마릿수가 감소세로 바뀌지만 곡물비육장(피드롯, feedlot) 사육 마릿수는 증가 추
세이다. 하지만, 출하 체중 증가, 무역 협정에 따른 수출 촉진 효과로 생산량과 수
출량은 기록적 수준이 될 전망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무역 협정에 따른 수출 촉진 효과와 해외의 탄탄한 수요에 힘
입어 생산량 및 수출 물량은 과거 최고를 갱신할 전망이다. 닭고기의 경우, 국내･
외의 탄탄한 수요에 힘입어 생산량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수출 물량도 기록적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유제품의 경우, 유가 회복을 보이며 수요가 증가하여 원유(原
乳) 생산량은 기록적인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곡물산업에 있어서 옥수수의 경우, 2019/20년도(9월~이듬해 8월)에는 기상 악
화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지만, 2020/21년도에는 경작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생산량과 재고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이 포럼이 개최된 2월 20일 시점에서는 미･일 무역 협정이나 제1단계 미･중 경
제 무역 협정이 이미 발효되면서 USMCA 발효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역 분쟁의 여파로 미국 농업의 장래의 불투명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 생산량은 전체적으
로 기록적인 수준이었고, 미국 농업은 호조세를 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USDA Outlook은 ‘이노베이션의 필요성: 농업의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미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생산자가 직면한 과제를 극복
하면서, 과학과 이노베이션이 과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미팅이 개최되었다.
이에 포럼에서는 퍼듀 농업부 장관의 강연도 모두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것이며,
이노베이션의 활용이라는 것에 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미국 농업이
최신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식량 수요를 충족하
기 위해 식량 증산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농업은 노동자 확보, 농가 고령화, 대규모 농장과 소규
모 농장의 양극화 진행, 지방 농업 진흥이라는 과제가 꼽혔으며, 농업 강국이면서
도 일본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을 비롯 세계 다양한 국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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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AI(인공지능)이나 IoT21)의 활용 등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고 농업을 생력적
(省力的)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추진의 주의점으로는 소비자에게 불안을 자아내지 않는 교육과 정
중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꼽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들어맞는다고
생각된다.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때 모든 소비자에게 이노베이션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를 원하는 배경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를 계기
로 다시 한번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했으면 한다.

21) IoT: 사물의 인터넷. 다양한 물건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정보 교환함으로써 서로 제어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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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농업 분야에서 이노베이션을 촉진
2020년 농업 아웃룩･포럼(2020 Agricultural Outlook Forum)에서 퍼듀 농업
장관의 강연 후, 이노베이션 관련 여러 미팅이 마련되었다. ‘생산자 해결책으로써
의 이노베이션’이라는 공개 토론회에서는 미국 식품 의약국(FDA)의 프랭크 이안나
스 식량 정책･대책 부장관이 USDA와 연계한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푸드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한 디지털화 촉진을 소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식품은 1980
년에 약 1만 5,000개 품목이었으나, 2000년에는 약 5만개로 늘어났으며, 향후에
도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기농 식품이나 저온 살균 우유가 일반화한 것처럼 소비자는 항상 진화를 요구
하고 있다. 현재에는 블록체인22)이나 센서 등을 이용한 트레이서빌리티
(tracability)23)의 확보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새로운 시
대에 돌입하였다.
그는 트레이서빌리티의 좋은 예로 망고에 대한 블록체인 이용한 사례를 꼽았다.
망고농장에서 수확되고 조각 과일로 식탁에 오를 때까지 약 7일 동안 44곳으로 유
22) 블록 체인: ‘분산형 대장(分散型台帳)’이라고도 하며, 안전성이 높고 운용비용이 저렴하다는 등 이
특징이고, 가상 화폐 등에 쓰이는 기술이다.
23) 영어단어인 Traceability를 우리말로 이력추적제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Traceability는
trace(기록, 흔적)와 ability(가능, 능력)를 합친 말로 ‘추적가능’ 또는 ‘추적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국별로는 이력추적제를 약간씩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즉, 일본의 쇠
고기 생산이력제(Traceability)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체인의 각
단계에서 쇠고기와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EU식품법에
서는 ‘식품, 사료, 식품으로 가공된 동물, 가공식품 및 사료의 원료가 되거나 될 것이 예상되는 물질
에 대하여,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를 추적(follow)하고 역으로 조사(trace)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Codex특별위원회(바이오테크놀로지 유래식품에 관한 특별 위원회)에서는 ‘식품시장
에 있어서의 모든 단계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증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국제표준화기구의 ISO8402(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용어)에서는 ‘기록된 식별수단(증명)을 통해 어
떤 활동이나 공정, 제품 등의 이력과 적용(용도) 또는 위치를 추적(검색)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일본 공업규격의 JISQ 9000(품질매니지먼트시스템)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품의 이
력, 적용 또는 소재를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
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력추적제라는 용어는 추적 또는
소급 가능성을 의미하며, 다만 적용대상(여기서는 쇠고기)을 한정하여 사용할 때는 적용 대상별로 품
목 특성에 맞는 내용(추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범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송주
호, 허 덕 외,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전면 실시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11과 허 덕, 우병준, ｢돼지생산이력체계 도입을 위한 현장 적용 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2007.4 및 허 덕 외, ｢축산물 생산 유통의 Traceability System 구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2005.5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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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된 망고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그동안의 유통경로를 2.2초 만
에 역추적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 인디애나주의 브루스 케틀러 농업담당관은 농업분야에서 이노베이션은 도입
되는 지역이 전통적인 농업지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자 육성과 고용기회 창
출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주 경제개발국이 중심이 되어 ‘Agri Novus Indiana’라는
대응이 개시되어, 미시시피 강가의 축산업을 비롯한 관련자와 수질에 관한 데이터
를 공유하는 등 3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지역 자원의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자산을 지역 차원에서 지도하고 공개하며, 관련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미국 내에서 생산자협의회를 운영하는 Farm Foundation에 따르면, 사회에 대
한 신뢰와 이해를 얻기 위해 생산자는 관개 이용이나 데이터 분석 등으로 생산성
을 높임과 동시에 차세대 담당자 육성 및 고부가 가치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
다.
생산자가 모이는 원탁회의에서는 농업분야의 액셀러레이터24)･투자가 조직인
The Mixing Bowl･Better Food Ventures를 초청하여, 농업분야에 혁신을 가져온
스타트 업25)사업과 투자 동향에 대해 공유하기도 하였다.
질의 시간에는 ‘계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하는 질문에 인
디애나주 케틀러 농업담당관은 생산자에 의한 최첨단 기술 이용성 향상을 꼽았다.
FDA의 이안나스 식량정책･대책 부장관은 특히 중소기업이 단기적인 투자증가에
소요되는 경비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기술의 도입이 늦는 경향이 있지만, 디
지털화에 의한 데이터를 집약함으로써, 이해 관계자와 함께 식품안전대책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
고 하면서, 계발을 계속함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 외에 지방에서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격차 시정에 관한 미팅에
서도 다양한 대응이 소개되었다.
연방 정부는 농업분야의 생산, 이노베이션, 노동력, 생활의 질 등 각 분야에 관
한 태스크포스26)를 조직하여 인터넷 통신망 구축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24) 액셀러레이터: 자금 지원 및 전문적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한 스타트 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구.
25) 스타트 업: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급속하고도 큰 성장을 목적으로 하
는 기업.
26)태스크 포스: 특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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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지역 자원을 살린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조지아 주 정부는 주 내의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교육에 도입하는 학생
에게 실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농업분야의 엔젤 투자가27)조직인 Ag Ventures Alliance는 아이오와 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생산자의 과제를 해결하는 스타트 업과 매칭(조건에 응하고
연계 추진)을 가지고 생산자가 해당 스타트 업의 주식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을 도
입하였다. Ag Ventures Alliance는 현재 20개소의 스타트 업에 출자하고 있으며,
6개 기업이 매수 등에 의한 엑싯(exit, 투자자금 회수)을 마쳤고, 1개 기업이 상장
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해당 활동의 이점으로 스타트 업이 실리콘 밸리나 뉴욕 같은 대도시가 아닌 현
지 투자가의 출자를 받았다는 점과 생산자 네트워크가 살아있다는 점을 들면서,
생산자의 농장이 시험장이 되고, 복수 기술이 집약하는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록 1-사진 1> 패널 디스커션 모습

27) 엔젤 투자가: 기업(起業)을 할 사이도 없이 스타트 업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는 개인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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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국과의 무역
2020년 농업･아웃룩･포럼에서는 첫날 오후부터 5개 회장으로 나뉘어 각 미팅이
열렸다. 그 중 중국과의 무역에 관한 세션에서는 회장에서 서서들을 정도로 참가
자들의 높은 관심이 높았다.
중국은 2013년부터 시진핑(習近平28)) 국가 주석이 고대 실크 로드를 떠올리는
육로와 해로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을 잇는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하는 ‘일대일로
(一帯一路)’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농업에 관해서도 일대일로 참여 65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무역협정 구축과 수출입 절차 간소화에 의한 원활한 무역의 촉진, 농업
기술을 포함한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로써 2019년의 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1,330억 달러(14조 6,300억 엔=153조
6,150억 원) 중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65개국의 수입액은 290억 달러(3조
1,900억 엔=33조 4,950억 원)로 22%를 차지한다.
한편,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2018년의 미국 농산물 수출액은 249
억 달러(2조 7,390억 엔=28조 7,595억 원)로 미국 전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하
며, 중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와 기술 지
원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이 농산물 수출국으로 성장하게 되면, 미
국산 농산물 수출 상황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다.
농업에 관한 미･중 무역에 관해서는 2018년 7월 미･중 양측이 농산물에 대한 추
가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계기로 그 뒤에도 추가 관세 부과의 응수가 이어졌다. 쇠고
기, 돼지고기, 대두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매우 높은 율의 관세가 부가되었다. 그러
나, 2020년 1월 15일 제1단계 미･중 경제 무역 협정이 서명되어 2020년 2월 14일
에 발효되면서, 농업분야에서 미국은 많은 조항을 따냈다29).
28) 시진핑(習近平)은 대장정에 참여했던 중국 공산당 개국 원로 시중쉰(習仲勳)의 아들로 베이징에서 태어
났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실권한
이후에는 상산 하향(上山下鄕,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까지 중국 공산당이 도시의 청년들을 농촌으
로 보내 농민들과 함께 지내게 한 정치운동으로 약칭으로 하방(下放)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쓰이는 좌천
이나 유배처럼 현대 중국에서도 비징계성 문책 인사나 명예퇴직, 낙후지역으로 발령보내는 것을 관용적
으로 하방이라고 일컫는다.)을 하였으며, 그 이후 칭화대학(淸華大學)을 졸업했다. 정치 경력은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쌓았다. 허베이성(河北省)에서 시작해 푸젠성(福建省)에서 근무하다가 저장성(浙江省, 절강
성)으로 발령받았고, 그 이후 상하이를 거쳐 베이징에 입성하였다. 그 동안의 행정관료로서 쌓은 업적들
을 인정받아, 2013년 제7대 중국 국가주석의 자리에 올랐으며, 중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뜻의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주창하고 있다.(출처: 중국학 위키백과 sinowiki, https://
chinesewiki.uos.ac.kr/wiki/index.php/%EC%8B%9C%EC%A7%84%ED%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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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밀, 옥수수, 대두 6가지 종
류에 대해 2017년 수입액이 132억 5,000만 달러(1조 4,575억 엔=15조 3,037.5억
원)이었는데, 무역협정의 효과로 2020년에는 187억 3,900만 달러(2조 623억 엔
=21조 6,541.5억 원), 2021년에는 227억 1,000만 달러(2조 2,710억 엔=23조
8,455억 원)까지 증가한다는 버지니아 공과대학 농학･생명 과학부 농업무역 연구
자 제이슨 그랜트 씨의 시산도 소개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COVID-19 만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30)) 발
생, 또 일대일로에 관한 경제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입했다
고 보는 ASF, 폴아미웜(Fall army worm31))), 로커스트(Locusts32))등 병원체나
병해충의 영향 등의 불확정 요소가 발생하고 있어, 무역 협정의 완전한 실행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예상이 나왔다.
또 제2단계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중국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
문에 향후 2년 이내에 마무리 될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나오고 있었다.

29) 제1단계 미･중 경제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 정보, ‘미중 경제 무역 협정의
제1단계 합의와 농업 단체의 성명(미국)’(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00.html)과 ｢
2020년 전미 육용우. 생산자･쇠고기 협회 연차 회합에서 (2) 2020년 미국 육용우･쇠고기 산업의 중
점 과제(미국)｣(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29.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30)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보고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이 계
속 되어 오다가, 2003년 무렵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럽, 아
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람의 생명도 위협하는 등
피해가 커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가 발생하여 직접 피해액만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
안에 성공적으로 박멸하여 국제기구들로부터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인
중국, 몽골, 러시아 등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재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출처: 네
이버 지식백과 농식품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외, ｢2017/2018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대응사례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2. 28과 허 덕
외, ｢2016/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대응사례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2. 및 허 덕 외, ｢2014/15년 AI 발생･확산 원인 및 재발 방지 방안 연구(2014/15년 AI백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m/).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조하길 바란다.
31) 원문에는 ‘ツマジロクサヨトウ’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2020年 4月号의 118쪽 ‘농림수산부로부터’를 참조하기 바란다.
32) 원문에는 ‘ワタリバッタ(Lotus)’로 되어 있지만, 아마도 Locusts의 잘못으로 보인다. 황해(蝗害,
Locust plague)는 풀무치등 상 변이를 일으키는 일부의 메뚜기류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재난이다.
즉, 메뚜기 떼의 습격에 의한 피해를 의미한다. 군생 행동을 하고 있는 메뚜기는 수도이나 밭 작물
등 뿐만 아니라 모든 초본류를 단시간에 모두 먹어 버린다. 당연히 피해 지역의 식량 생산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주민 사이에 식량 부족과 기근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또 대발생한 메뚜기 떼는 대량
의 알을 낳기 위해서 몇 년 연속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
에서는 살충제의 보급으로 이러한 일은 거의 없지만, 아프리카국가 등 국토가 광대하고 조직적인 구
축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현재도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큰 피해를 내고 있다(출처: (일본)위키페디아
(フリー百科事典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 https://ja.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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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그림 1> 일대일로(一帯一路) 이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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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전망 보고(2020~2029년)(요약)

중국 농업전망 보고(2020~2029년)(요약)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김수연(축산관측 담당자)***

중국 농업･농촌부는 2020년 4월 20일 중국 농업전망 대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농업을 전망하는 ｢중국 농업전망 보고(2020~2029)｣를 발표하였다. 이 대회는
2014년부터 개최되었다. 올해에는 2019년 총괄과 2029년까지의 농축수산물 생산
량과 소비량 전망이 보고되었다.
여기에서는 돼지고기, 쇠고기, 가금육, 유제품 및 사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
한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생산, 가
격, 수출입 및 소비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각각 불확실하여 면밀하게 고려
되지는 못하였다.

1. 돼지고기
1.1. 2019년 동향
중국의 번식 암퇘지 마릿수는 ASF(Africa Swine Fever,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2019년 들어 크게 감소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
섰다. 출하 마릿수도 2019년 제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4% 감소한 9,632만
마리였지만, 제4분기에는 1억 3,441만 마리로 증가세로 돌아섰다(전년 동기 대비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 sykim0722@krei.re.kr
1) 이 글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
年 7月号의 내용 중에서 발췌하여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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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감소). 그 결과, 2019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3% 줄어든 4,255만 톤이었
다(표 1).
<표 1> 돼지고기 수급 동향과 전망
단위: 만 톤, kg/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예측)

2029년(예측)

생산량

5,425.5

5,451.8

5,403.7

4,255.0

3,934.0

5,972.0

수입량

162.0

121.7

119.3

19.4

280.0

123.0

소비량

5,446.0

-

-

4,456.0

4,206.0

6,077.0

1인당 소비량

(40.6)

-

39.6

(38.1)

29.9

42.3

자료: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0-2030)｣.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
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月号에서 재인용

돼지고기(부스러기 고기 제외) 수입량은 전년 대비 67.2% 늘어난 199만 4,000
톤으로, 주요 수입 대상국은 수입량 순으로 스페인, 독일,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이다. 수출량은 동 36.4% 감소한 3만 톤이었다.
1인당 소비량은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 경향에 있으며, 2018년 39.6kg이었다.

1.2. 2020년 동향 예측
2020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7.5% 줄어든 3,934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COVID-19의 발생에 의해 연도 초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그 영향이 계속되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은 감소할 전망이지만, 2020년 말에는 통상적 수준 가까이까
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 수급의 압박을 받아 돼지고기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수
입량은 동 32.7% 늘어난 280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급량 감소로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여, 동 5.9% 감소한 29.9kg이다.

1.3. 2029년까지의 동향 예측
2020년 말 생산 능력 회복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2029년 생산량은 5,972
만 톤으로, 현재보다 1.4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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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공급이 회복되면서 자급률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수입량은 완만
한 감소 추세를 지나, 2029년 수입량은 123만 톤으로 예측하였다. 또 수출량은 서
서히 회복하여, 2029년에는 18만 톤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은 단기적으로는 생산 능력이 회복되어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까지 저하
함으로써 돼지고기 소비는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증가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9년의 1인당 소비량은 42.3kg으로
전망하였다.

2. 쇠고기
2.1. 2019년 동향
2019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3.6% 늘어난 667만 톤이었다(표 2). 허베이 성, 산
시 성 등 17개 성･자치구의 빈곤 지역 629곳에서 빈곤 완화를 위해 식용곡물 생산
에서 사료 생산으로 전환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육우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당년도 수입량은 전년대비 59.6% 늘어난 165만 9,700톤으로, 주요 수입 대상국
은 수입량 순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우루과이 뉴질랜드(이하 NZ)였다.
<표 2> 쇠고기 수급동향과 전망
단위: 만 톤, kg/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예측)

2029년(예측)

생산량

616.9

634.6

644.1

667.0

678.0

789.0

수입량

58.0

69.6

103.9

166.0

167.0

205.0

소비량

674.0

705.0

748.0

833.0

845.0

994.0

1인당 소비량

4.9

5.1

5.4

6.0

-

-

자료: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0-2030).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
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月号에서 재인용

또 국산 쇠고기 연간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12.4% 상승하여 크게 상승한 반면,
최근 쇠고기 기호 향상과 보급 및 침투를 배경으로, 2019년 소비량도 전년대비
11.4% 늘어난 833만 톤, 1인당 소비량은 6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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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0년 동향 예측
2020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1.6% 늘어난 678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COVID-19로 2월 중순까지 약 60%의 식육처리장이 조업을 정지(일부를 포함)하
였지만, 3월 말 이후 업무 재개가 진행되고 있다.
또 국내 공급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 국산품보다 수입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일대일로(一帶一路)2) 정책에 따른 무역 확대가 기대되어, 수입량은 동 0.6% 늘어
난 167만 톤이 될 전망이다.
소비량은 COVID-19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외식 감소에서 회복하였고, 인구
증가와 돼지고기 및 가금육 대체 소비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여 동 1.4% 늘어난
845만 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3. 2029년까지의 동향 예측
2029년 생산량은 품종 개량이나 생산 기술의 향상 등으로 789만 톤으로, 현재
1.2배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입량은 증가하여 2029년 205만 톤이 될 전망이다. 한편 수출량은 감소가 예
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2029년 쇠고기 소비량은 994만 톤으로 예상된다.
또 생산이 소비를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며, 환경 규제와 번식 암소 생산 발
전 둔화 등의 상황에 의해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2) 중국은 2013년부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고대 실크 로드를 떠올리는 육로와 해로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을 잇는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하는 ‘일대일로(一帯一路)’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농업에 관
해서도 일대일로 참여 65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무역협정 구축과 수출입 절차 간소화에 의한 원활한
무역의 촉진, 농업기술을 포함한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출처: 허 덕 외, ‘미국 농축
산업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호(9권 4호). 중국의 전 세계적 영
향력을 넓히겠다는 뜻의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주창하고 있다.(출처: 중국학 위키
백과 sinowiki, https://chinesewiki.uos.ac.kr/wiki/index.php/%EC%8B%9C%EC%A7%84%ED%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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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금육
3.1. 2019년 동향
2019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12.3% 늘어난 2,239만 톤이었다(표 3). 또 수입량은
전년 대비 58% 늘어난 79만 7,000톤으로 거의 전량이 닭고기였다. 이 중 브라질
(67.6%)과 태국(8.9%)에서 80%에 조금 못 미치는 점유율을 차지하지만, 러시아,
폴란드, 벨라루스, 프랑스에서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수입 상대국의 다양화가 확
대하고 있다. 한편 수출량은 전년 대비 1.1% 줄어든 51만 2,400톤이었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 닭고기 소비량 증가, 생산비용 상승으로 상반기 닭고기 가
격은 상승하였다.
1인당 소비량은 돼지고기를 대신하여 소비되는 추세에 비추어, 도시, 농촌부 모
두 소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5% 늘어난 16.2kg이었다.
<표 3> 가금육 수급 동향과 전망
단위: 만 톤, kg/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예측)

2029년(예측)

생산량

1,888.2

1,981.7

1,994.0

2,239.0

2,401.0

2,585.0

수입량

-

약 45만 톤

약 50만 톤

79.7

86.0

59.0

수출량

-

약 50만 톤

약 50만 톤

51.2

52.0

55.0

소비량

-

-

-

2,267.5

2,435.0

2,589.0

1인당 소비량

-

-

-

16.2

-

18.0

자료: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0-2030).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
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月号에서 재인용

3.2. 2020년 동향 예측
2020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2,401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반
기는 완만하게, 그 후 하반기에는 급속히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수입 대상국 확대에 힘입어 수입량은 전년 대비 7.5% 늘어난 86만 톤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국내 수급이 압박을 받고 있어, 수출은 억제되어 저년 대비
2% 늘어난 52만 톤이 될 전망이다.
닭고기 가격은 돼지고기의 대체 소비 확대가 전망되어, 높은 가격을 형성할 전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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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도 전년 대비 7.4% 늘어난 2,435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도 초에는
COVID-19에 의해 생닭 시장이 폐쇄되고, 외식산업이 멈추는 바람에 소비량은 크
게 감소하였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3. 2029년까지의 동향 예측
2029년 생산량은 2,585만 톤으로 현재에 비해 1.2배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1년까지는 급속히 증가하고, 그 후 증가는 연 1% 정도로 완만
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수입량은 생산량 증가를 배경으로 2029년의 약 60만 톤을 조금 넘는 수준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수출량은 약 60만 톤 미만까지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생닭 거래는 감소하지만, 냉동이나 가공품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2029년 소
비량은 2,589만 톤, 1인당 소비량은 18kg이 될 전망이다.

4. 유제품
4.1. 2019년 동향
원유 생산량은 2017년 이후 계속 증산이 되었으며, 2019년에는 3,305만 톤이었
다. 이 중 소에 의한 생산량은 3,201만 톤이다(표 4).
<표 4> 유제품 수급 동향과 전망
단위: 만 톤, kg/인

2016년
3,173.9

2017년
3,148.6

2018년
3,176.8

2019년
3,305.0

2020년(예측)
3,390.0

2029년(예측)
4,300.0

그 중 소에 의한
생산량

3,064.0

3,038.6

3,074.6

3,201.0

-

-

수입량
소비량
1인당 소비량

1,279.0
3,966.0
28.7

1,461.1
4,109.0
29.6

1,559.0
4,264.0
30.6

1,660.0
4,949.0
35.4

1,715.0
5,090.0
-

2,305.0
6,596.0
-

생산량

주 1: ‘유제품’에는 우유 외에 양유, 야크유 등을 원료로 생산된 제품 포함.
2: ‘수입량’ 및 ‘소비량’은 원유로 환산한 수치
자료: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0-2030).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
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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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국내 공급부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12.8% 늘어난 297만 3,400톤(제품 기준)이며, 원유 환산 1,660만 톤이었다.
또 당해 연도 소비량은 전년보다 4.9% 늘어난 4,949만 톤(원유 베이스, 이하 같
다), 1인당으로 하면 35.4kg이었다. 중국에서 원유는 주로 상온 우유나 요구르트로
소비되고 있지만, 최근 콜드 체인의 보급에 따라 냉장상품도 확대하고 있다. 분유
류 소비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치즈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정착하고 있다.

4.2. 2020년 동향 예측
2020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2.6% 늘어난 3,390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COVID-19로 사료 반입, 원유 출하 제한, 착유우 조기 건유나 도태, 이들을 배경
으로 한 운전자금 회수 및 부채 증가 등 단기적인 영향은 있었지만3), 연간 생산량
은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수입량은 동 3.3% 늘어난 1,715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COVID-19에 의한 국
제적인 물류가 제한된 점과 국내 유제품 유통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어 소비가 부진
하면서 국내 분유류 재고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유제품 수입은 일시적으로 감소하
였다. 하지만, 미･중 경제 무역 협정의 1차 합의와 각 경제 연계 협정으로 NZ와
호주로부터의 수입 관세가 인하되어, 국산품보다 수입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연간
수입량은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유제품 유통도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웰빙에 대한 의식은 높아지
고 있어 소비량은 5,090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4.3. 2029년까지의 동향 예측
원유 생산량은 완만하게 증가하여 2029년 4,300만 톤으로 현재 1.3배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입량도 완만하게 증가하여 2029년 2,305만 톤으로 보고 있다. 전술한 경제
제휴 협정에 따른 수입 관세 인하와 함께 EU와의 지리적 표시(GI)의 보호를 서로
인정하는 양자 협정 타결4), 일대일로 정책으로 수입 대상국은 다양화되고 모든 제
3)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허 덕 외,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 ｢해외곡물시
장동향｣ 2020년 8월호(9권 4호) [중국]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4) EU와의 지리적 표시(GI)의 보호를 서로 인정하는 양자 협정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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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지만, 페이스는 감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비량은 향후, 농촌부를 중심으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6,596만 톤으로 예
측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유업 관계 단체가 하루 300그램의 유제품을 섭취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5), 이 정책에 따른 소비량 증가는 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5. 사료
5.1. 2019년 동향
총생산량은 전년 대비 0.4% 늘어난 2억 2,885억 톤, 총 소비량은 2억 2,636억
톤이었다(그림 1). 2018년까지 최대 쉐어를 차지하던 돼지용 사료 생산량은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2% 감소한 7,663만 톤이 된 반면,
돼지고기를 대신하여 증산된 식용 가금 사료 생산량은 동 30% 늘어난 8,465만 톤
이 되면서 역전되었다.
<그림 1> 축종별 사료 소비량 동향과 전망

와 중국 100개씩 지리적 표시(GI)를 상호 보호하기로 타협’,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해외 정보 2019
년 11월 13일 게재(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539.html)를 참조할 것.
5) 중국 유업협회, 중국유제품공업협회, 전국보건산업체관리협회, 중국영양학회가 합동으로 2020년 2월
26일 ‘중국 국민의 우유･유제품 소비 지도’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1인당 매일 300그램의 음용
유 또는 요구르트나 이에 해당하는 유제품을 섭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중국 국민의 1
일 우유･유제품 섭취량은 97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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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료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옥수수, 콩, 유채박은 증가하고, 보리, 고량,
채종 등은 감소하였다(표 5).
<표 5> 사료원료 수입 동향
단위: 만 톤

에너지원

단백질원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율(%)

옥수수

352.2

479.3

36.0

보리

781.0

627.9

19.6

고량

364.0

83.0

77.2

DDGS

15.5

14.1

9.0

대두

8,806.2

8,859.0

0.6

대두박

476.8

273.7

42.6

채종

2.3

1.0

58.5

채종박

130.0

158.1

21.6

어분

146.1

142.0

2.8

자료: 중국농업농촌부, ｢농업전망보고 2020-2030).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
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月号에서 재인용

5.2. 2020년 동향 예측
2020년 총 소비량은 전년보다 0.4% 늘어난 2억 2,722억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 체량은 적게 증가하였지만, 축종 간 격차가 큰 돼지용은 전년 대비 7.5% 감소
한 7,074만 톤, 식용 가금은 저년 대비 7.2% 늘어난 9,070만 톤으로 내다보았다.
또 산란용 가금, 반추 가축은 조금 증가하지만, 수산용은 약간 감소할 전망이다.
또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0.3% 늘어난 2억 2,086만 톤, 농축사료는 저
년 대비 0.3% 줄어든 1,238만 톤, 프리믹스 및 사료 첨가물은 저년 대비 2.8% 늘
어난 558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6).

6) 중국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것은 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최종 제품인 ‘배합사료’이다. 두
번째는 단백질, 미네랄 등으로 구성된 ‘농축사료’이며, ‘농축 사료’ 1에 대해 옥수수 3의 비율로 배합
함으로써 ‘배합사료’로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2종 이상의 사료 첨가제를 혼합한 ‘프리
믹스’이며 ‘농축사료’와 마찬가지로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사료의 형태의 구체적으로
생산량 추이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중국의 사료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
망’,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19年 12月号 p.100(https://www.alic.go.jp/content/001171538.pdf)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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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029년까지의 동향 예측
사료 소비량은 완만하게 증가하여 2029년에는 2억 8,053만 톤으로, 현재에 비
해 1.2배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중 돼지용은 약 1.4배인 1억
738만 톤, 식용 가금은 약 1.2배인 9,765만 톤, 반추 가축은 약 1.2배인 1,272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 배합사료와 프리믹스, 사료 첨가물 생산량이 조금 증가하며, 농축사료는 감
소하는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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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육계 산업 현황과 닭고기 수급 전망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김수연(축산관측 담당자)***

1. 서론
중국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닭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양계업도 발전하여왔다. 중국에서는 닭
고기의 공급은 거의 국내 생산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환경 규제로 사육 마릿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병
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2)) 발생 등으
로 닭고기 생산량이 2017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2년 동안은 그 영향
이 완화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3)) 발생으로 닭고기 수요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 sykim0722@krei.re.kr
1) 이 글은 寺西梨衣、安宅倭, ‘中国の肉用鶏産業の現状と鶏肉需給の見通し’, ｢畜産の情報｣ 2020年 5月
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의 내용을 번역･수정･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2)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보고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이 계속
되어 오다가, 2003년 무렵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럽, 아프리
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람의 생명도 위협하는 등 피해
가 커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직접 피해액만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박멸하여 국제기구들로부터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인 중국,
몽골, 러시아 등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재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출처: 네이버 지
식백과 농식품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허 덕 외, ｢2017/2018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대응사례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2. 28과 허 덕 외, ｢2016/2017년 고병원성 조
류인플루엔자 (AI) 발생･대응사례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2. 및 허 덕 외, ｢2014/15년
AI 발생･확산 원인 및 재발 방지 방안 연구(2014/15년 AI백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m/).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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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자,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 2019년에는 닭고기 생산량･수입량이 크게 증
가하였다. 실제로, 2016년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감소한 생산량
을 수입으로 메웠다. 2018년 8월에 발생한 ASF로 인해 돼지고기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자, 그 대체재로서 닭고기 소비가 늘어났고, 닭고기 생산량과 수입량이 함
께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규모 확대를 계획한 양계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어느 정
도 닭고기 증산이 예상된다. 하지만, 돼지고기 수급 동향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
엔자 발생 등에 따라 닭고기 수급이 불안정하여 앞으로도 중국의 수출입량에 대한
변화가 세계의 닭고기 무역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이 2019년 12월 베이징시(북경시, 北
京市) 및 산둥성(산동성, 山東省)에서 실시한 조사에 근거하여, 최근 수급에 큰 변
동이 있었던 중국의 닭고기 생산 동향과 증산 여력, 향후 수입 전망에 대하여 기술
해 보고자 한다. 이 글 중 환율은 1위안=15.6엔(2020년 3월 말 TTS-달러 환
율:15.61엔/원=164원4))을 사용하였다.

2. 육계산업 개요
2.1. 가금산업에서 육계 산업의 위상
중국에서는 오리, 거위, 비둘기 등 다양한 ‘가금’이 사육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3)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약어 ASF).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
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
해를 끼친다. 이병률(감염된 동물의 비율)이 높고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전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으로,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린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
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
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ASF는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눈
물, 침, 분변 등)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는데, 잠복 기간은 약 4∼19일이다. 다만 ASF는 인체에는 영
향이 없고 다른 동물에도 전염되지 않으며, 돼지와 야생멧돼지 등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된다. 이 병
에 걸린 돼지는 고열(40.5~42℃), 식욕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증상 등을 보이다가 보통 10
일 이내에 폐사한다.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
소, https://terms.naver.com/).
4) 엔/원 환율은 1엔=10.5원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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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어 가금육이 많이 소비되고 있다(표 1). 2019년 기준 가금 총 출하 마릿수는 약
146억 마리이며, 가금육 생산량은 2,239만 톤이다, 산둥성(산동성), 허난성(하남성,
河南省)을 비롯한 중국 동부부터 남부에서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1).
<표 1> 연간 1인당 식육 소비량(2018년)
단위: kg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4.1

28.6

13.6

주: 부분육 베이스
자료: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생산량), 미국 농무부(USDA/FAS) ｢PSD Online｣(수출
입량)을 기초로 ALIC(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1인당 소비량을 산출. 가금육의 1인당 소비량은 ｢2019-2021
년 중국 가금소비시장통계 및 양계산업 정세 연구보고｣를 기초로 ALIC에서 추계.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中
国の肉用鶏産業の現状と鶏肉需給の見通し’, ｢畜産の情報｣ 2020年5月号에서 재인용

이 중 닭고기는 백색육계와 황색육계 또 산란계, 폐계 등에서 생산된다. 미국 농
무부 예측에 의하면, 2019년 중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1,375만 톤으로 가금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 이는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생산량이다.
<그림 1> 가금육 생산량 분포(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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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금육 종류별 생산 점유율(2018년)

육계는 해외 수입 품종인 백색육계와 토종인 황색육계가 있는데, 이 두 부류는
사육기간과 유통 경로, 소비 방식 등 측면에서도 구별되어 있다. 백색육계는 1980
년대에 서양에서 수입되어 퍼져 왔다. 사육기간은 42~48일로, 출하 체중은 2kg을
넘는다. 황색육계는 55일 이상 사육되어 출하 체중은 2kg 미만의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오골계는 황색육계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120일 이상 사육된다.
이 때문에 연간 출하 마릿수는 대략 45억 마리이지만, 닭고기 생산량은 2배 가까
이 차이가 난다. 또 백색육계는 허베이성(하북성, 河北省) 등 동북부에 많은 고기
는 도매상과 소매를 통하여 부위별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공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과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닭고기 조제품5)도 백색육계에서 생산되고 있다.
한편 황색육계는 광둥성(광동성) 등 남부에 많으며, 약 90%가 생닭 시장에서 거래
되고, 통닭구이나 수프 등 통닭 그대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다(표 2).

5) 닭을 원료로, 가열 조리 등의 방법으로 보존에 적합한 처리를 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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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백색육계와 황색육계의 비교
백색육계

황색육계

출하 마릿수(2019년)

44.8억 마리

44.5억 마리

닭고기 생산량

약 760만 톤

약 410만 톤

출하 일령

42∼48일

55일 이상

출하 체중

2kg 이상

2kg 미만

사료요구율※

1.8

2.5

유통 방법

도매･소매점 등에서 판매

약 90%가 생닭으로 거래

소비 방법

부위마다 음식화 경향, 가공품의 원료

통닭구이, 스프 등

※ 사료요구율이란 체중 1kg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
자료: 각종 공표자료, 청취조사에 의해 ALIC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中国の肉用鶏産業の現状と鶏肉需給
の見通し’, ｢畜産の情報｣ 2020年5月号에서 재인용

지역마다 가금 출하 마릿수와 가금육 생산량을 살펴보면, 동북부에 위치한 허베
이성(하북성, 河北省)과 랴오닝성(요령성, 遼寜省)에서 출하 마릿수에 대한 생산량
의 비율이 크며, 남부에 위치한 광둥성(광동성)과 광서티안족 자치구(廣西壯族自
治區)에서는 작다(그림 3).
<그림 3> 지역별 가금육 출하마릿수 및 가금육 생산량

286

중국의 육계 산업 현황과 닭고기 수급 전망

2.2. 육계농가의 상황
육계농가 수는 2007년 2,914만 5,000호였지만, 2017년에는 1,900만 2,300호
로 3분의 2까지 감소하였다(표 3).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2015년 1월 1일 시
행)’을 비롯한 법령에 의해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가축 및 가금 사육 금지구역이
제정된 2018년 1월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2016년 12월 제정)’에 의
해 5,000마리 이상 사육 규모의 가금 농가는 환경보호세 징수 대상이 되었다6). 이
에 따라 중소규모 양계농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 사육규모별 육계 농가호수 추이
단위: 천 호, 마리

2007년

2010년

2017년

호수

점유율

호수

점유율

호수

점유율

1∼1,999마리

28,613.0

98.2%

24,387.6

98.1%

18,710.2

98.5%

2,000∼10만 마리 미만

529.5

1.85%

471.2

1.9%

282.6

1.5%

10만 마리 이상

2.5

0.01%

7.6

0.03%

9.5

0.05%

계

29,145.0

100.0%

24,866.4

100.0%

19,002.3

100.0%

자료: 중국축목수의연감.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中国の肉用鶏産業の現状と鶏肉需給の見通し’, ｢畜産の情報｣
2020年 5月号에서 재인용

규모별 사육호수를 보면, 1,999마리 이하의 육계농가는 10년 만에 1,000만 호
가 줄었다. 한편,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양계장은 증가하였다(표 4). 현지 전문
가에 따르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육 마릿수의 70%가 마당에서 닭을 기르는 형
태의 마당 양계였지만, 대기업의 인테그레이션7)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2018년에는
사육 마릿수의 약 60%를 인테그레이션 기업이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인테그레이터(integrator, 통합자)는 사료 조달에서부터, 사료생산, 종계

6) 환경 규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4월호의 ‘중국의 돼
지를 둘러싼 동향 및 환경 규제 강화의 영향’(https://www.alic.go.jp/content/000149048.pdf) p.p.
95~98을 참조하기 바란다.
7) 인테그레이션(integration). 수입, 생산, 도매와 소매를 포함하는 유통을 일관해서 한 가지 주체(예를
들면 종합상사, 농협 등)가 계열화하여 다루고, 효율적으로 대량생산하는 것. 통합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 예로는 브로일러(broiler, 육계)로써,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업계에서 생산, 가공, 판매를 통합
함으로써 생산의 효율화를 꾀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 인구, 식량생산, 영양, 건강
등의 모든 문제를 체계적 프로그램(integrated program)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에도 이용한다. 즉, 체
계화의 의미가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영양학사전, 채범석, 김을상,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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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 Stock, PS)8) 생산, 육계 비육, 식용 조류 처리, 닭고기 가공, 닭고기 및
닭고기 가공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주류이다.
백색육계 주요 기업으로는 복건성농발전고빈9)유한공사(福建聖農發展股份有限
公司),

화풍목업고빈유한공사(禾豊牧業股份有限公司), 정대집단(正大集團) 등이

있으며, 상위 3개가 중국의 백색육계 연간 출하 마릿수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한
다. 이 밖에도 연간 1억 마리 이상 규모인 기업이 10개 사 정도 있다. 또 복건성농
발전고빈유한공사(福建聖農發展股份有限公司) 등은 원종계(Grand Parent, GP)도
생산하고 있다.
<표 4> 주요 육계 기업
백색육계
본사 소재지

출하마릿수 등

복건성농발전고빈유한공사
(福建聖農發展股份有限公司)

푸젠성 난핑시
(福建省 南平市)

5억 마리 출하, 4.7억 마리 도살(2018년)
2019년부터 원종계(GP) 생산 개시

화풍목업고빈유한공사
(禾豊牧業股份有限公司)

랴오닝성 선양시
(遼寜省 沈陽市)

4억 마리 출하, 4.55억 마리 도계(2018년)

정대집단
(正大集團)

태국

3억 마리 출하(2018년)

기타(10개사 정도)

각 사 1억 마리 이상 출하

총 출하 마릿수

약 44억 마리
황색육계
본사 소재지

출하마릿수 등

온씨식품집단고빈유한공사
(溫氏食品集團股份有限公司)

광저우 광동
(廣東省 廣州市)

8억 마리 출하(2018년), 원종계(GP)를 생산
2019년부터 백색육계 출하를 개시하여 총
출하마릿수는 9.25억 마리

안휘 화웨이 그룹
(安徽華衛集團)

안후이성 쉬안청
(安徽省 宣城市)

1억 마리 출하(2018년), 원종계(GP)를 생산

총 출하 마릿수

약 43억 마리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中国の肉用鶏産業の現状と鶏肉需給の見通し’, ｢畜産の情報｣ 2020年 5月号

8) 식용으로 비육되는 육계(커머셜(Comecial chick, CC)는 종계로부터 생산되고 있으며, 그 부모 세대인
종계를 PS(종계), 조부모 세대를 GP(원종계)라고 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육계를 생산하는 데, 그 병아
리를 생산하기 위한 GP(원종계)와 PS(종계)를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9) 고빈(股份, gǔfèn). 중국말로 주(株), 주식(株式), 주식 증서(證書)의 의미로 뒤에 有限公司가 붙으면 우
리나라의 주식회사와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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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육계의 주요 기업으로는 온씨식품집단고빈유한공사(溫氏食品集團股份有限
公司) 등이 있으며, 이 1개 사만으로 중국 황색육계 연간 출하 마릿수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표 4).

3. 닭고기 수급 상황
3.1. 닭고기 생산량 추이
2019년 중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1,375만 톤이었으며, 수입 물량은 58만 톤이었
다, 중국의 닭고기 공급은 거의 국산으로 자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표 5> 중국의 닭고기 수급
단위: 만 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량

1,316

1,356

1,245

1,160

1,170

1,375

수입량

26

27

43

31

34

58

수출량

43

40

39

44

45

43

국내소비량

1,299

1,343

1,249

1,148

1,160

1,390

주: 조리용 환산(Ready to Cook Equivalent), 닭다리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미국 농무성 해외농업국(USDA/FAS).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中国の肉用鶏産業の現状と鶏肉需給の見通
し’, ｢畜産の情報｣ 2020年 5月号에서 재인용

생산량 추이를 보면, 1990년 이후 2012년까지 중국의 닭고기 생산량이 증가하
고 있다. 그 뒤 ‘식품 소비기한 마감사건10)’에 의해 닭고기 소비가 감소하여 생산
량도 감소하였다.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환경 규제에 의해 감산이
이어졌지만, 2018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이 거의 사
라졌다는 점, 양계기업의 대규모화가 진행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점 등이 요
인으로 꼽힌다(그림 4).

10) 2014년 7월에 발각된 중국 식품가공 공장에서 제조된 식육 가공식품에서 소비 기한이 마감된 닭고
기 등을 쓰던 문제이다. 이 사건 뒤 중국 국내의 닭고기 소비가 대폭 감소하였다. 또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은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식품기업들이 거래를 중단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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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닭고기 생산량 추이

3.2. 백색 육계 원종계 수입 상황
중국에서는 백색육계 수입 후, GP(원종계)를 해외에서 수입, 국내에서 PS(종계)
를 증산하여 닭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수출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중국 국
내 생산에 영향을 주는 일이 많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2017년부터는 일부 대기업
이 직접 GP를 생산하게 되었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기업은 2019년 시점
에서 2개 사 정도였지만, 2020년에는 3~4개 사로 확대할 계획이며, GP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수출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이 점차 약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2018년에는 GP
갱신량11)이 수입 55만 조(組)12), 국산 20만 조였지만, 2019년에는 수입이 전년 대
비 약 2배인 108만 조, 국산이 1.5배인 30만 조까지 증가하였다(그림 5).

11) GP의 산란능력이 떨어지면 젊고 능력이 높은 GP와 교체한다. GP의 산란 기간에 대해서는 일본농
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6년 6월호의 ‘신선 닭고기 수출 재개 후 태국의 닭고기 산업 동
향’(https://www.alic.go.jp/content/000125475.pdf)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중국에서는 원종계를 ‘조(組)’ 단위로 나타낸다. 부계 원종계 암･수, 모계 원종계 암･수 4종이 세트
이며, 원종계 100조는 원종계 약 170마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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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백색 육계 GP 갱신량 추이

또한, 수입 대상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중국은 2019년 11월에 미국의
닭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하고, 2020년 2월에 닭 및 닭고기 제품 수입 금지 해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GP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수입 금지 해제 전에도 필요한 품종 및 물량의 GP 수입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 가
능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이 해금된 시점에서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다.
또한 황색육계 원종계는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입수하지
는 못하였지만, 최근에는 감소 경향에 있다고 한다.

3.3. 백색 육계 농장의 생산 관리
백색 육계에 대해서는 인테그레이터(통합자) 직영 농장이나 계약 농장에서 사육
된 닭을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식용 조류 처리장에서 도계하여, 인접한 커팅장
에서 성형한 뒤 그대로 도매상과 소매에 출하하거나 가공공장에서 가공한 후 출하
하고 있다.
이러한 농장에서는 외부인과 자재 진입이 제한되어, 양계장 내부 조사가 불가능
하였지만, 기업으로부터 청취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닭은 질병 침입 방지를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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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계장에서 올인 올아웃(All-in All-out)13) 방식으로 사육되고 있다. 또 사양
이나 배설물 처리, 암모니아 농도 관리 등 사육환경 제어와 같은 작업은 모두 자동
화된 기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GP와 PS농장은 방역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한 GP농장에서는 외
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입구의 게이트는 항상 폐쇄되어
있었으며, 사료 운반차 등은 차량 소독조를 통과하고 입장하는 구조였다. 계사 출
입도 관리하고 있으며, 출근한 종업원은 사무동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작업하
도록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1> 산동성에 있는

<사진 2> 백색육계의

<사진 3>

백색육계GP농장. 입구

부화･육추시설.

백색육계커머셜농장.

앞의 웅덩이가

종계장에서 생산된

급이･급수는 기계로

차량소독조. 오른쪽이

병아리는

제어되고

사무동으로 구석진 곳의

부화･육추시설에서

있다.(가라이정대식품유한

건물이 계사

생육된 후 커머셜농장으로

공사(懷來正大食品有限公

이동한다.(카라이정대식품

司) 제공)

유한공사(懷來正大食品有
限公司) 제공)

13) 축을 한꺼번에 입식하고 한꺼번에 출하함으로써 질병의 사이클을 차단하는 사양관리시스템.(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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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닭고기 수입량 추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국내 수요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100만 톤 정
도 증감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입량은 생산량만큼 큰 변화가 없다. 2019년 냉동
닭고기 수입량이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54.6% 늘어난 77만 4,343톤이었으며, 예
년에는 40~50만 톤 정도였다(표 6). 수입 닭고기는 대부분 냉동이며, 냉장 닭고기
수입은 거의 없다.
<표 6> 중국의 냉동 닭고기 수입량 추이
단위: 천 톤

2019년
전년대비
(증감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브라질

294.7

487.2

382.1

421.4

537.5

27.6%

태국

-

-

-

16.8

71.0

323.7%

아르헨티나

37.9

50.4

51.9

46.1

77.4

67.7%

미국

29.2

-

-

-

-

-

기타

61.6

30.4

15.4

16.6

88.5

207.7%

합계

394.2

567.9

449.4

500.9

774.3

54.6%

주: HS코드 020714
자료: Global Trade Atlas.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中国の肉用鶏産業の現状と鶏肉需給の見通し’, ｢畜産の情
報｣ 2020年5月号에서 재인용

과거 주요 수입 대상국은 브라질과 미국이 있었지만, 2015년에 미국에서 고병
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입이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는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이후에는 수입선
다변화로 같은 해 3월에 시작한 태국과 2019년 6월에 시작한 러시아로부터의 수
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 미국의 수입 금지 해제와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금하는 등
다양화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14).
또한 수입량 내역은 날개가 21만 5,900톤, 닭다리 16만 700톤, 뼈 있는 닭고기
가 12만 6,100톤이다(그림 6). 날개의 인기가 높지만, 최근에는 ‘뼈 있는 닭고기’에
포함된 닭다리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다.
14) 중국의 닭고기 수입 업체 다변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 정보, ‘가금육
수입처를 확대(중국)’(https://www.alic.go.jp/chosa-cu/joho01b_000037.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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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입 냉동 닭고기의 구성

4. 유통･소비 현황
4.1. 백색 육계의 식조(食鳥) 처리
생산된 백색육계는 인테그레이터가 소유하고 있는 식조처리장(食鳥處理場15))에
서 도계한다. 백색육계에서 생산된 닭고기(이하 백색 닭고기)는 가공 후 일본과 유
럽에 수출되기도 하는데, 식조처리장은 수출 상대국의 인정을 받은 위생 수준이
높은 시설이 많다. 이번 방문한 기업에서도 ISO2200016) 등을 취득하고 HACCP17)
15) 육계의 경우 도계장에 해당
16)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
17)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
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
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해썹’ 또는 ‘해십’이라 부르며,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 12월에 도입하였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HACCP
은 최종 제품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 아니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HACCP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으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HACCP은 NASA(미항공우주국)의 요청으로 1959
년 필스버리(Pillsbury)사가 우주식에 적합하게 개발 한 것으로, 무중력 상태에서 병원균 혹은 생물학
적 독소가 전혀 없는 식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무균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공정, 원료, 환
경 및 종업원들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하여야 한다. 안전한 우주식량을 만들기 위해 필스버리사와
미국 육군 나틱(Natick) 연구소가 공동으로 HACCP를 실시한 것이 최초이며, 1980년대에 일반화 되
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에 HACCP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업체의 자율적이고 과학적 위생관리 방식의 정착과 국제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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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관리 아래서 처리하고 있었다.
식조처리 공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 수입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닭만 받아들인다. 식조처리장 내에서는 (2) 도계 전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3) 닭
을 도계처리 한다. 도계 처리된 닭은 (4) 도계 후 검사를 실시한다. 그 후 (5) 냉각
된다.
냉각된 뒤, (6) 필요에 따라 부위별로 분리하거나(커팅) (7) 상품이 되도록 성형
하고(부분육 제조), (8) 포장한다(포장육 생산). 그 뒤 (9) 닭고기 부분육을 용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했다가, (10) 출하 전에 검사를 실시(출하 전 검사)한 후, (11)
포장되어 출하된다(출하)(그림 7).
처리능력을 1일 1만 2,000마리, 1년당으로 환산하면, 2,000만 마리 처리 능력
이 있는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정부로부터 파견된 수의사가 4명 상주하여 각종
검사를 한다.
<그림 7> 식조처리 공정

식품위생법 제 32조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현재는 법개정에 따라 48
조로 변경되었다. 우리나라 HACCP 관련 고시를 보면, HACCP 시스템에 의한 식품 위생관리는 물론
전제가 되는 시설설비 등의 일반적 위생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위생관리 할 수 있는 식품
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의미하고 있다. HACCP은 위해분석(HA : 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
(CCP : Critical Control Point)으로 구성되어 있다. HA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전공정의 흐름
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이고, CCP는 확인된 위해 중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위해요소를 의
미한다. HACCP는 전 공정에서 CCP를 설정하여 각 CCP의 지점에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이를 관리
하여 해당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HACCP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에 규정된 12단계와 7원칙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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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냉각 후 내장적출

<사진 5> 제품 포장

도체(카라이정대식품유한공사(懷來正大食

작업(카라이정대식품유한공사(懷來正大食

品有限公司) 제공)

品有限公司) 제공)

조사를 실시한 4개 공장 모두 (3) 도계에서 (6) 부분육으로 분리하는 데까지 작
업을 기계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 후인 (7) 커팅 및 성형 작업은 어느 정도까지는
기계화하여 처리하고 있었지만, 작업의 많은 부분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공장도
있었다.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자동화 기계 도입을 검토하는 기
업도 많다고 한다.

4.2. 유통
식조 처리 후 백색 닭고기는 도매시장이나 슈퍼마켓 등의 소매 대기업 인테그레
이터가 소유하고 있는 직판점 등에서 판매된다(사진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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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산동성 농촌시장에서 백색 닭고기

<사진 7> 수퍼마켓에서 백색 닭고기 판매

판매모습.

모습

백색 닭고기는 500g당 약 13-29위안

백색 닭고기는 500g당 약 23위안(100g당 7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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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생계시장이 많았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2006년에
베이징시(북경시, 北京市) 생계시장이 금지되었다. 그 뒤 2014년에는 상하이 시
(상해시, 上海市)를 비롯하여 광둥성(광동성, 廣東省), 장쑤성(강소성, 江蘇省) 등
6개 성･시와 더불어 2016년에는 안후이성(안휘성, 安徽省) 등 5개 성･시가 추가되
었다. 이 때문에 백색 닭고기의 경우에는 도매상과 소매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황색 육계에 대해서도 도시에서는 생계 판매는 하지 않고 있으며, 식조 처리된 닭고
기(이하 ‘황색 닭고기’라 한다)를 시장과 소매에서 보이는 일도 많아졌다(사진 8, 9).
<사진 8> 산동성 농촌시장에서 황색 닭고기
판매모습.
황색닭고기는 500g당 25위안(819원)

<사진 9> 소매점에서 황색 닭고기 판매 모습
백색 닭고기는 통닭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1마리당 140위안(22,932원)

시장과 소매에서는 통닭으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부위별 판매도 있다. 산둥성
(산동성, 山東省) 시장에서는 백색 닭고기 생산 기업이 백색 육계를 부위별로 판매
하고 있었다. 한편, 황색 닭고기 생산 기업은 황색 닭고기를 통닭 상태로 판매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냉동고기는 맛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소비자 선호도
가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제공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일본농축산업진흥
기구 조사단의 조사18)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매에서도 냉동 닭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돼지고기와는 달리 닭고기는 냉동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다.
18)2020년 3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ALIC)의 중국 육계산업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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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비 행태 변화
2018년 1인당 가금 육류 소비량은 13.6kg으로 그 중 가정에서 소비되는 양은
9.0kg이다(표 1 참조). 경제 발전에 따라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가 늘어났고, 농
촌보다 도시 지역 소비가 많다(그림 8). 소비량 추이를 보면, 식품 안전 문제와 고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에 따른 감소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쇠고기
와 돼지고기에 비해 저지방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건강지향 소비자 위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그림 8> 가정에서의 1인당 가금육 소비량 추이

닭고기 소비 방식은 통닭을 뼈째 토막을 내어 볶거나 튀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슈퍼마켓에서도 통닭으로 팔았고, 통닭으로 사면 그 자리에서 토막을
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도 있다. 또 부위별로도 판매되고 있어 취향에
맞는 부위를 구입할 수 있다. 부위에 따른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사진 8).
같은 가격이면 가슴살보다 다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지 전문가에 따르
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건강 지향 추세에 의해 가슴살 소비가 증가하면서 닭다리
살보다 높게 판매하는 가게도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은 통닭 판매가 줄고 부위별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 등에 따라 가정에서 조리하는 기회가 감소하였으며, 외국의 식문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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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등에 의한 ‘닭고기 스테이크’, ‘테리야키 덮밥’ 등 뼈 있는 큰 토막고기를 쓰지
않는 상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 가공품 원료가 되고 있는 백색 닭
고기는 가정 내 소비보다는 외식이나 가공식품으로 소비되는 양이 많으며, 황색
닭고기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계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을 중심으로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
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록(농가 레스토랑)을 참조하기 바란다.

5. ASF의 영향과 향후 수급 전망
5.1. 닭고기 생산에 미치는 영향
2015년 이후의 환경 규제 강화 추세와 2018년 8월에 발생한 ASF의 영향으로
2019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21.8% 줄어든 4,225만 톤이었다. 공급이 부
족한 가운데 수요가 증가하는 국경절 휴가19)(9월 말~10월 초)와 춘제 연휴(1월 하
순~2월 초20))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등하였다. 때문에 더
19)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로는 춘제(春節, 춘절), 돤우제(端午節, 단오절), 중치우제(中秋節, 중추절)
등이 있으며, 음력 1월 1일인 춘제나 음력 5월 5일인 돤우제처럼 홀수가 중복되는 날이 많다. 이는
양(陽)의 수인 홀수를 숭상하는 문화적 전통과 관련이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 기념일로는 라오
둥제(勞動節, 노동절), 젠쥔제(建軍節, 건군절), 궈칭제(國慶節, 국경절) 등이 있다. 이들 기념일은 근
현대사의 진행과정, 특히 공산당의 정치적 역정과 관련이 많다. 궈칭제(國慶節, 국경절)는 10월 1일
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기념일이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창당된 이래 반제반봉건의 구호 아래
안으로는 국민당, 밖으로는 일본과 맞서 기나긴 투쟁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당 세력을 타이완
으로 패퇴시키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 후 매년 이날에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2011. 9. 7.,
김태만, 김창경, 박노종, 안승웅, https://terms.naver.com/).
20) 중국 최대의 전통 명절인 춘제(春節)는 음력 1월 1일로, 우리나라의 설에 해당한다. 원래 춘제는 글
자 그대로 봄과 관련이 있어 입춘(立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양력 1월 1일을 '위안
단(元旦, 원단)'(또는 '신녠(新年, 신년)')이라 하고, 음력 1월 1일을 '춘제'라 부른다. 춘제와 관련된 전
통 풍속은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
리에 모여 가족의 화목을 빈다. 농촌에서는 조상의 묘소를 찾는 '상펀(上墳, 상분)'과 돌아가신 조상
신을 집 안으로 모셔오는 '칭선(請神, 청신)' 행사를 한다. 또한 집 안을 깨끗이 하고 집집마다 녠화
(年畵, 연화)와 춘롄(春聯, 춘련)을 붙이며 한해의 복을 기원한다. 녠화(연화)에는 주로 닭이나 물고기
를 그리는데, 닭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물고기(魚, yú)는 '여
유롭다'라는 의미의 '여(餘, yú)' 자와 발음이 비슷한데서 '일 년 내 여유로워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
다. 이 외에도 귀신을 쫓는 신 또는 장군의 형상을 그린 것이나 신화전설의 내용을 그린 것이 있으
며, 모두 복이나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춘롄은 종이에 '입춘대길(立春大吉)'이란 글을
써서 대문에 붙이는 우리나라의 풍습과 유사하다. 붉은 종이에 검은색이나 황금색으로 길상이나 축
복의 내용을 써서 문이나 기둥에 붙이는데, 짧게는 '복(福)' 자 한 글자를 붙이는 것에서 "해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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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닭을 중심으로 소비가 전환되면서 그 해 후반까지 닭 값도 급등하였다.
이런 가운데 양계업은 수익 향상이 있어 인테그레이터를 중심으로 닭고기를 증
산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 해 8월 이후에는 양돈과 마찬가지로 양계에서도
환경 규제가 완화21)되었기 때문에 증산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 결과, 2019년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0% 늘어난 1,310만 톤이었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국산 GP공급 체제가 정비되었다는 점과 양계장 수용능
력과 사료 공급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백색 육계는 2배 가
까이, 황색 육계는 2.5배 정도 증산이 가능한 일이었다.

5.2. 닭고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
급격한 닭고기 수요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여 2019년 11월
에 닭고기 가격이 치솟았지만, 돼지고기 증산의 조짐을 보여 왔다는 사실과 닭고기
공급 체제를 갖추어 왔기 때문에, 그 후에는 하락 추세이다. 단오절 연휴(5월 초22)),
음먹은 대로 운수대통하고, 일마다 생각하는 대로 순조롭게 되어라(年年順心走鴻運, 事事如意迎吉
祥)."라는 말처럼 대구를 사용하여 하나의 연을 이루는 것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복' 자를 거꾸
로 붙이는 풍습은 현재에도 중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어에서 '거꾸로(倒, dào)'라
는 뜻의 단어가 '오다(到, dào)'라는 단어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즉, '복' 자를 거꾸로 붙이는 것은
복이 오길 바란다는 의미이다. 춘제 전날 밤을 '추시(除夕, 제석)'라고 하는데, 온 가족이 모여 '녠예
판(年夜飯, 연야반)'을 즐긴다. 녠예판(연야반)은 섣달 그믐날 밤 가족이 함께 먹는 식사를 말한다. 녠
예판을 먹은 다음에는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TV를 시청하면서 밤을 지새우는데, 이를 '한해를
지킨다'는 의미로 '셔우쑤이(守歲, 수세)'라 한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 새해로 넘어가는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죽 소리가 새해의 시작을 알린다.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큰 소리로 액(厄)을 막고
새해의 축복을 알리기 위함이다. 춘제 아침, 북방 사람들은 주로 '자오쯔(餃子, 교자, jiăozi)'라는 물만
두를 먹는다. '자오쯔'가 묵은해에서 새해로 바뀌는 교차점을 뜻하는 '자오쯔(交子, 교자, jiãozi)'라는
단어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남방 사람들은 주로 떡요리인 '녠가오(年糕, 연가)'와 '탕위안(湯圓, 탕
원)'을 먹는다. 우리가 설날 아침 떡국을 먹는 것과 비슷한 풍습이라 할 수 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친지나 이웃을 방문하여 새해 인사를 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세뱃돈인 '야수이첸(壓歲錢, 압세
전)'을 빨간 봉투에 담아 챙겨주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매년 춘제의 공식적인 연휴 기간을 최소 7일
정도로 조정하는데,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고향이 오지이면 한 달 정도 휴가를 내는 사람
들도 많다. 최근에는 춘제 연휴 기간에 고향에 가는 대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
으며, '쿵구이주(恐歸族, 공부족)'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춘
제의 풍속도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2011. 9. 7., 김태만, 김창경, 박노종, 안승웅, https://terms.naver.com/).
21) 돼지의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12월호의 ‘돼지
고기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 물량이 대폭 증가’(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0871.html)
을 참조하기 바란다.
22)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인 춘제(春節, 춘절), 돤우제(端午節, 단오절), 중치우제(中秋節, 중추절)
중의 하나이다. 음력 5월 5일 돤우제(端午節, 단오절)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전통 명절이다.
'돤(端)'은 '처음'을 뜻하는 '초(初)'와 같은 의미이고, '우(午)'는 옛날 '오(五)'와 상통하던 글자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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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절 휴가(9월 중순23)) 등 정기적으로 수요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2020년에는 점차 진정될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9).
<그림 9> 닭고기 시장가격 추이

돤우'는 '초닷새'라는 뜻이 된다. 이날 중국에서는 우리의 약밥과 비슷한 쭝쯔(粽子, 종자)를 먹고 용
선(龍船)경기를 즐긴다. 쭝쯔(粽子, 종자)는 찹쌀에 돼지고기나 대추, 콩 등의 소를 넣어 갈잎 또는
대나무 잎으로 감싼 뒤 쪄낸 돤우제(단오절)의 전통 음식이다. 용선경기는 중국의 전통 민간 체육활
동으로, 용 모양의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운동 경기이다. 현재는 물과 관련된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
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고, 특히 광저우(廣州)나 마카오 등지에서는 국가 체육시합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돤우제(단오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사가 전해지지만, 전국시대 초(楚)나라의 시인
굴원(屈原)을 기념한 것이라는 설이 가장 대표적이다. 초나라 회왕(懷王)의 충신이었던 굴원은 초나
라의 수도가 진(秦)나라에 함락된 후 비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멱라강(汨羅江)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
숨을 끊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애통한 마음에 배를 타고 굴원의 시신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물고기들이 그의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대나무 통에 찹쌀을 넣어 강물에 던졌다고 한
다. 이날이 바로 기원전 278년 음력 5월 5일이다. 그 후 해마다 굴원을 위하여 제사를 지냈고, 대나
무 통에 찹쌀을 넣어 던지던 것은 쭝쯔(粽子, 종자)로, 시신을 찾기 위해 서둘러 배를 몰았던 것은
용선경기로 발전했다고 전해진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2011. 9. 7., 김
태만, 김창경, 박노종, 안승웅, https://terms.naver.com/).
23)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인 춘제(春節, 춘절), 돤우제(端午節, 단오절), 중치우제(中秋節, 중추절)
중 중치우제(중추절)은 음력 8월 15일로, 우리나라의 추석에 해당한다. 중치우제(中秋節)는 2008년
공휴일로 지정된 이래 춘제 다음가는 중요한 전통 명절로 자리 잡고 있다. 밝고 맑은 빛을 띠는 둥
근 보름달을 단결과 화목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퇀위안제(團圓節, 단원절)'라고도 한다. 중치우
제 날에는 달맞이를 하는데, 이는 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고대 풍속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중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달에는 두꺼비가 살고 있다고 여겼는데, 여기에는 달의 여신이라 불리는 항아(姮
娥)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중치우제 때 날이 좋으면 온 가족이 달빛 아래 둘러앉아 웨빙(月餠, 월
병)과 각종 과일을 먹으면서 둥근 달을 감상하거나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웨빙(月餠, 월병)은 밀가
루, 기름, 설탕 등으로 만든 피에 달걀노른자, 과일 등의 소가 들어간 둥글납작하게 생긴 빵이다. 둥
근 모양은 보름달과 가족의 단란함을 상징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2011. 9. 7., 김태만, 김창경, 박노종, 안승웅,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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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닭고기 수입에 미치는 영향
월별 수입 동향을 보면, 냉동 닭 수입 물량은 2019년 후반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입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설이 가까워지는 12월의 수입량은 급
증하였다(그림 10). 그러나 국내 공급 체제가 정비된 덕분에 수입량이 이대로 급격
히 증가를 계속한다고는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림 10> 냉동 닭고기 월별 수입량

한편, 2020년 1월 15일 서명된 첫 단계의 미･중 경제무역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 수입량을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이 때문에 수입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낮
고, 이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6. 맺음말
중국에서는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닭고기 생산은 거의 자국에서 생산
하여 공급되고 있다. ASF 발생으로 2019년에 돼지고기를 대신하여 급격히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닭고기 생산량도 1년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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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도 자국에서 증산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 향후에는 어느 정도 닭고기 증
산도 가능하다. 그러나 2020년에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신종 코로
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만연으로 육류 생산과 물류, 소비 행태가 제한되
고 있기 때문에 닭고기의 수급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닭고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가축 질병의 발생이나 물류와 소비 행
태가 제한됨에 따라 국내 수급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중국의 닭고기 수출입량은
앞으로도 크게 변화하고, 세계 닭고기 무역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들을 곡물수급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 먼저 중국의 양계산업 성장
세는 결국 사료용 곡물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중국이 대두나 옥수수 등
사료원료들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처지여서24), 국제 곡물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
미이기도 하며,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곡물 역시 사료용으로의 수요로 얼마간은
추가로 충당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더욱이 2018년 이후 ASF로 인해 돼지 사육두
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는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돼지용 사료 또한 당분간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중국
의 사료용 곡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사료 수요의 증가는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운송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같은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육류수요와 공급의 불안정성은 국제 곡물가격 불안
정으로 연결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앞으로 중국의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도 이
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중국의 곡물 수요에 관련하여, 미･중 무역분쟁25)의 향방 또한 곡물 국제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
켜보아야 할 것이다.

24) 중국의 사료산업과 사료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 덕, ‘중국의 사료곡물 수급
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9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년 4월과 허 덕, ‘중국의 사료 수급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9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2020년 4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25) 곡물 관련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임송수, ‘미-중 무역 마찰이 국제 곡물에 미치는 영향: 콩을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8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4월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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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국의 농가 레스토랑
중국에서는 도시 주민들이 주말에 근교의 농장에 숙박하고 농업 체험을 하는
‘농가숙박’과 인근 농장에서 수확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농가 레스토랑’이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한 산둥 성(산동성) 칭다오 시(청도시)의 농가 레스토랑
을 소개한다.
이 농가 레스토랑은 산둥 성에서 생산이 왕성한 농산품이다, 야채, 닭고기, 해
물이 메인인 점포였다. 레스토랑 주변에는 채소 비닐하우스와 포도, 복숭아, 뽕나
무 등 과수원이 있다. 방문 시 주요 채소와 과수 수확은 끝났지만, 밭에는 샐러리
와 토마토만 생산하고 있었다(부록 사진 1). 또 수확이 끝난 과수원에서는 닭, 거
위, 비둘기, 꿩 등 다양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다(부록 사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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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진 1> 셀러리. 노지재배. 500g

<부록 사진 2> 육계. 비닐하우스 내에 방사하고

4위안(651원)에 시가지 수퍼마켓보다 싼 가격으로

있다. 이 하우스 내에는 모두 숫놈으로 그 중

구입할 수 있다.

1마리의 체중은 2.2kg이었다.

<부록 사진 3> 오골계 및 거위. 뽕나무를

<부록 사진 4> 식용 비둘기. 비둘기는 고급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 관리견을 풀어

식재료로 취급받고 있다. 통구이로 먹는 경우가

기르고 있는 육계, 오골계, 거위 등

많다.

중국의 육계 산업 현황과 닭고기 수급 전망

이 농장에서는 비둘기를 갇힌 상태로 사육하고 있었지만, 닭, 거위는 비닐하우
스 내에 ‘방사’ 상태였다. 인테그레이터에서는 백색육계가 어느 정도 폐쇄적인 닭
장에서 사육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방사’를 하는 것이 고기에 포함된 영양가가
높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황색육계 농가와 소규모 백색육계 농가에서는 ‘방사’
방식의 사육이 많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방사’는 과수원 등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 농장의 사육 방법은 일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연못이 있고, 닭, 비둘기가 전시되어 있으며, 추천 식재료가
물고기나 가금육인 것을 곧 알 수 있었다(부록 사진 5). 레스토랑 안은 소박한 구
조로 되어 있으며, 시가지 레스토랑과 다르지 않은 음식을 주문할 수 있지만, 농촌
에서 먹고 있는 소박한 음식도 제공하고 있다(부록 사진 6). 또한, 채소나 닭고기
를 그 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고, 요리 재료도 함께 시가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
다(부록 사진 7).

<부록 사진 5> 레스토랑

<부록 사진 6> 닭고기 요리.

<부록 사진 7> 레스토랑

입구. 우측에 연못이 있으며,

통닭 반마리분을 달고 맵게

내에서 채소 판매. 주변

좌측에 닭과 비둘기가 전시되어

조린 요리메뉴. 중국에서

밭에서 수확한 채소와 계란

있다.

버리는 부위는 없다고 하는데,

등이 판매되고 있다.

머리부와 닭다리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옥수수가루로
껍질을 만든 고기만두, 계란,
양파 볶음 등 농촌 특유의
소박한 요리도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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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박지원(KREI 농업관측본부 국제곡물 관측 담당 연구원) **

1. 서론
곡물의 생육상황은 기상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이 많
은 호주에서는 지난 2년간 심각한 한발2)과 홍수3) 등 기상 조건 악화로 곡물 생산
에 커다란 차질을 빚었다. 더욱이 2019년 후반부터는 산불4)까지 크게 번져 산불
에 의한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아직 호주 산불 관련 피해
상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뭄(旱魃)과 홍수의 영향에 따른 곡물의

* huhduk@krei.re.kr
** jione1105@krei.re.kr
1) 이 글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20년 5월호 ‘호주의 농축산물 수급 전망~2020년 호
주 농업 수급 관측 회의에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곡물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편집･수정･보완하
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2) 201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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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었다(출처:
‘호주, 가뭄 영향으로 7월 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4.2% 감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2018
년 11월호). 2019년 후반기부터 2020년 2월 현재 기준으로 동부지역 최악의 홍수로 가뭄에 이은 산불
또는 들불 확산을 진정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출처: 한국경제신문 2020년 2월 10일
자 기사, ‘호주, 산불 가니 홍수 피해…12만 가구 정전’(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
/2020021028057)
3) 2011년도 호주에서는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었으며, 2019년도에 이어 2020년 2월 현재에 이르기까
지 홍수의 피해도 적지 않다. 2020년 2월 8일에도 뉴사우스웨일스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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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온 듯한 상어가 목격되어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시드니는 2020년 2울 8일(현지
시간)부터 주말 이틀 동안 400㎜의 비가 쏟아졌다. 이는 보통 2달 동안 내리는 비의 양으로 2011년
최악의 홍수보다 크고,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내린 최악의 폭우로 기록되었다.(출처: 서울신문 202
0년 2월 8일자 기사)(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0601002&wlog_ta
g3=daum#csidx014b25163656f03bed915bd15beb431)
4) 언론에서는 호주 ‘산불’로 자주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들불과 산불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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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5).
2020년 3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호주농업자원경제과
학국(ABARES)6) 주최로 ‘2020년 호주농업수급관측회의’(이하 아웃룩)가 개최되었
다. 아웃룩에서는 호주 각지에서 많은 농업 관계자가 참가하여 주제별로 13개 세
션이 열렸다(사진 1, 2).

<사진 1> 아웃룩 회의장

<사진 2> 호주 전역에서 많은 농업
관계자들이 참가

2020년 아웃룩에서는 2019년 주제에 이어 ‘2030년까지 농업생산액 1,000 억 호
주 달러 달성을 위한 실천적인 스텝’을 주요 테마로 하여, 기상 및 기후 변화에 대
한 농업분야 대응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오갔다. 호주는 최근의 상황을 농업분야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아웃룩(2019년 및 2020년)에서 발표된 호주의 곡물 수급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5년간의 수급전망에 대해서 살펴본다.
본문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호주의 양곡연도는 7월~이듬해 6월이며, 환
율은 1호주 달러=76엔(76엔=798원), 1미국 달러=104엔(104엔=1,100원)을 적용하
였다.
각 주의 약칭에 대해서는 <그림 1>과 같이 표기한다. 또한, ABARES의 전망은
평년 수준의 기상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5) 호주 산불의 영향에 대해서는 정보가 입수 되는대로 원고를 작성하여 본 지에 게재하고자 한다.
6) 농업 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조직이며, 농축산물의 수급전망과 생
산자 경영동향 등 정보를 수집, 분석,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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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호주의 행정구분

자료: 위키스(<http://wikis.krsocsci.org>, 검색일자: 2020.06.08.).

2. 호주의 최근 기상상황
본격적인 호주의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을 알아보기에 앞서, 최근 호주의 기상
상황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
대개 곡물 파종은 4월 중순부터 6월을 지나기까지 한다. 2020년 3월 중순(3월
8일~14일), 뉴사우스웨일스의 중부와 남부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여름 작
물의 건조와 수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호주 동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
다 1~3℃ 낮았다.
3월 중･하순(3월 15일~21일), 퀸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스의 해안 구역을
따라 산발적인 소나기(5~25 mm)가 내렸다. 하지만 겨울 작물 파종 전, 토양 수분
프로파일을 보충하고 장기화된 가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강우가
요구된다. 평년보다 더 시원한 날씨가 퀸즐랜드 남부를 덮었는데, 뉴사우스웨일스
에서는 예년 수준의 기온(평년의 1℃ 이내)이 우세하였다.
3월 하순(3월 22일~28일), 퀸즐랜드 남부에 내린 국지성 소나기는 여름 작물의

7) 호주의 최근 기상상황에 대해서는 본 지 2020년 3호(6월호)에 게재한 ‘주요 곡물 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부분에서 호주부분만을 뽑아 요약･정리하였다. 2020년 3월 이후의 기상에 대해서는 본지 이번
호(2020년 9권 3호)의 이충식,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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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과 수확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가 여름 작물을 성숙
시키는데 좋지는 않았지만, 이 소나기는 밀과 다른 겨울 작물의 파종에 앞서서 가
뭄 상황을 완화시켜주었다. 호주 동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 수준(평년의 1℃
이내)이었다.
3월 말~4월 초순(3월 29일~4월 4일), 호주 동부의 넓은 지역에 비(25~75 mm
이상)가 광범위하게 내려, 밀과 기타 겨울 작물 파종에 앞서서 토양 수분을 더욱
상승시켰다.
겨울 작물 파종은 일반적으로 4월 중순에 시작해서 5월을 지나면서 추진력을 얻
는다. 반대로, 여름 작물 수확은 5월 말이나 되어야 마무리되기 시작한다. 호주 동
부 지역은 평균 기온이 평년의 2℃ 내외였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20℃ 대에 있었
다.
4월 초･중순(4월 5일~11일), 퀸즐랜드 남부에 내린 국지적인 소나기(지역적으
로 10 mm 내외)와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의 많은 곳에 내린 비(15~50 mm
또는 그 이상)로 여름 작물 수확이 지체되었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작물들의 품
질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 비는 수확기에 접어든 여름 작물에게는 좋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가뭄에
시달렸던 동부 일부 지역의 가뭄을 추가로 해소하여 주었고, 곧이어 진행될 밀, 보
리, 카놀라의 파종에 앞서서 토양의 상태를 양호하게 해주었다.
대개 파종은 밀 벨트 북부 일부에서는 4월 중순에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5월을
지나면서 추진력을 얻는다. 호주 동부 지역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이거나 약
간 낮았고(평년보다 최대 2℃ 낮음), 최고 기온은 대체로 10~20℃ 수준이었다.
4월 중순(4월 12일~18일), 비가 3주간 내린 이후에 퀸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
웨일스 북부는 다시 건조해졌다. 이 건조한 날씨로 최북단 재배 지역에는 이른 겨
울 밀 파종이 시작되기도 했다. 건조한 날씨가 파종 작업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가
혹한 장기 가뭄에서 그 지역이 더 회복하려면 비가 계속 쏟아지는 것이 좋을 것이
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호주의 남동부와 서부를 덮었
다. 이 지역들에서는 대개 4월 중순에 밀, 보리, 카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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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종을 앞두고
많은 강우가 요구되고 있다. 밀 벨트 전체의 평균 기온은 평년 수준 (평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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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이었다.
4월 중･하순(4월 19일~25일), 농산물 생산이 대체로 제한적인 지역들에 내린
국지적인 소나기(지역적으로 25 mm 내외)를 제외하면 퀸즐랜드 남부 대부분과 뉴
사우스웨일스의 많은 곳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였다. 이런 건조한 날씨 덕분
에 여름 작물 수확 및 겨울 작물 파종 등 야외 작업이 지체 없이 진행되었다. 밀
벨트 내의 다른 곳에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가 빅토리아와 남호주에서 표토 수분
량을 증가시켜 겨울 작물과 유채류의 추가 파종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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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작물 파종에 적합하게 맞추는데 도움이 되었고, 많은 지역에서 밀, 보리, 카놀라의
파종을 촉발시켰다. 밀 벨트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았고(평년보다 최대 2℃ 높음), 최고 기온은 대체로 20℃수준이었다.
4월 말~5월 초순(4월 26일~5월 2일), 많은 비가 남호주, 빅토리아, 뉴사우스웨
일스의 토양 수분을 더욱 증가시켜 겨울 작물 파종과 초기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주었다. 습한 날씨 때문에 포장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수는 있지
만, 결과적으로는 광범위한 밀, 보리, 카놀라 파종을 촉발시켰다.
호주 남동부에서는 겨울 작물 파종이 진전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파종이 절반 가
까이 끝났다. 밀 벨트의 다른 곳인 퀸즐랜드 남부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면화
와 수수의 수확에 도움이 되었지만, 겨울 밀의 초기 발달은 늦추었을 가능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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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음), 동호주에서는 평년에 가까웠다.
5월 초순(5월 3일~9일), 서호주에는 광범위한 소나기(2~25 mm)가 내렸다. 서
쪽에서는 밀, 보리, 카놀라 파종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최근에 내린 소나기가 최근
에 심은 작물들의 발달을 촉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더 광범위하게 파종이 진행되
었다.
남호주와 서빅토리아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5~25 mm)가 겨울 작물의 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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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 출현에 계속 도움이 되었다. 동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스의 많은 곳에는
산발적인 소나기(대체로 1~10 mm)가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맑고 표
토 수분이 대체로 적당해서 겨울 작물의 추가 파종과 여름 작물의 수확은 물론이
고, 조생종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밀 벨트 내에서 남퀸즐랜드에 있는 주요 작물 생산지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우세
하였다. 건조함이 면화와 수수의 수확을 중단 없이 진행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
지만, 겨울 밀의 발아와 출현은 늦췄다. 남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 낮았고, 밀 벨트의 나머지 전역은 평년 수준이었다.
5월 중순(5월 10일~16일),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 남부에 내린 국지성 소
나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호주의 주요 작물 생산지를 뒤덮었다. 이
에 따라 동부에서는 면화와 수수의 수확을 그리고 밀 벨트 전역에서는 카놀라 파
종을 촉진하였다.
호주 남동부에서 나온 보고서들에 따르면, 겨울 곡물의 50% 이상이 파종되었는
데, 어떤 지역들에서는 파종이 거의 완료되었다. 남호주,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
스의 남부에서는 맑은 하늘과 적당한 토양 수분이 겨울 작물의 발아와 출현에 유
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겨울 작물의 발달을 장려하려면, 서호주와 퀸즐랜드
남부에는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호주의 남부와 동부는 평균 기온
이 평년보다 2~4℃ 낮았고, 서호주는 평년의 1℃ 이내에 있었다.

3. 호주농업수급관측회의(아웃룩)의 곡물 수급전망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ABEARS)이 2020년 3월 아웃룩에서 제시한 곡물 수
급전망은 다음과 같다8).
2019/20년도 생산량에 대해, 밀은 한발에 의해 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
리는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한발의 영향으로 단수가 늘지 않아 생산량은 전년
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20/21년도에는 기상 조건의 회
복으로 밀재배면적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수가 전년 수준에 머물 것
으로 보여 생산량은 약간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밀 수출량은 예년 수

8) 2020년 3월 초 시점에서 전망한 수치이므로, 산불 등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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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인 1,500만∼2,000만 톤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웃룩 개최 당시 David Littleproud 농업･한발･긴급사태 관리담당상9)(이하
농업상)은 호주농업성이 특히 중시하고 있는 과제를 열거하고, 그 대응책을 소개
하는 개회사를 하였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년까지 호주의 농업 생산액을 1,000억 호주 달러(7조 6,000억 엔
=79조 8,000억 원)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2017년도에는 596억 호주 달러(4조
5,296억 엔=47조 5,608억 원)하였다.
둘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호주 농업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한발,
코로나19 등에 대응, 농산품 시장 접근성 개선, 환경보전 대책에 대한 보조, 기술
혁신과 그 실용화를 언급하였다.
셋째, 한발 대책으로는 연방정부만으로 80억 호주 달러(6,080억 엔=63,84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그 중 50억 호주 달러(3,800억 엔=3조 9,900억 원)을 장
래 발생할 한발에 준비하기 위해, ‘한발준비금(Future Drought Fund10))에 출자
하고, 이에 의해 얻게 되는 매년 1억 호주 달러(76억 엔=798억 원)의 이자를 투자
하여, 한발에 의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들 대책은 국회에 의
해 승인을 받아 법제화될 예정이다.
넷째,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위협이라는 인식을 보였
지만, 기타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섯째, 시장 접근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지
만, 앞으로는 품목별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농업인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보전적인 노력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
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였다. 이산화탄소배출 삭감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대책
펀드(Climate Solutions Fund11))가 있지만, 농업상으로서는 그 모델이 유사한 생
물다양성 펀드(Biodiversity Stewardship Fund12))를 2020년 말까지는 도입하려
9) 2017년 12월∼2019년 5월 동안 농업･수자원상.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농업･한발･긴급사태 관리
담당상
10) 2019년 9월에 창설. 창설 시 자금 규모는 39억 호주 달러(2,964억 엔=3조 1,122억 원)으로
2028/29년도까지 50억 호주달러(3,800억 엔=3조 9,900억 원)까지 확충 예정이다.
11) 2019년 2월에 창설. 자금규모는 20억 호주 달러(1,520억 엔=1조 5,960억 원). 수질개선과 토양침
식･염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식수, 토양 중의 탄소를 늘리는 농지개량, 호주 북부 초원지대의 화
재방지 등과 같은 사업을 상정하고, 농업생산자와 기업, 선주민의 지역사회에 유익한 온실효과 가스
삭감 프로젝트에 투자를 실시한다.(출처: ジェトロのオーストラリアにおける外資に関する奨励 페이지
(https://www.jetro.go.jp/world/oceania/au/invest_03.html)
12)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이미 생물다양성 펀드를 이용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생물다양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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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모델에 의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호주 농산품
이 세계 1위 품질을 자랑하고, 가장 환경에 우월한 것이라는 평가를 확고히 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평가를 확립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판매
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일곱째, 농업 기술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젊은 세대를 불러들여 개발한 기술을
실용화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호주 입장에서 농업은 향후에도 중요한 산업이며, 경제적으로도 발전시
켜 나가야 할 산업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4. 호주의 곡물 생산량 동향과 전망
곡물은 호주 최대의 수출농산품이다. 호주 수출 곡물 이노베이션 센터
(Australian Export Grain Innovation Centre, AEGIC)13)의 테리 엔라이트 회장
이 2016년도에 발표한 자료14)에 따르면, 호주 경제에서 연간 108억 달러 이상을
곡물이 공헌하고 있다고 한다. 곡물 수출 중 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정도라
고 한다15)(그림 2).

존신탁(BTS, Biodiversity Conservation Trust)으로, 생물자원 보전신탁은 그것이 원주민 토지에서 운
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들은 원주민을 인정하며, 일에 대한 사려 깊고 협력적인 접근을 통
해 현재 그리고 떠오르는 노인들에 대한 이들의 존경을 보여 주며, 원주민 사람들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포함되는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을 보여 주고 있다. 생물 다양성 보존 신탁
(BCT)은 2016년 생물 다양성 보존 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2017년 8월 25일부
터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BCT는 NSW에너지 환경부 장관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다. BCT에는 업무를
관리하는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 위원들은 환경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BCT는 최고 경영자가 이
끌고 있으며, 최고 책임자는 이사, 지역 배달부 및 이사, 프로그램 및 기타 고위 직원의 지원을 받는
다.(출처: BCT 홈페이지, https://www.bct.nsw.gov.au/who-we-are)
13) AEGIC는 서호주 주정부와 곡물 연구･개발 협회(cooperation)이 합작으로 만든 기관으로, 세계 수출
시장에서 호주산 곡물 수출과 그 이용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4) 테리 엔라이트(Terry Enlight), 호주 소맥산업의 전략, AEGIC, 2016.
15) ABEARS의 2011~2016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곡물 수출량 중 밀이 56%, 보리 17%, 카놀라 14%,
기타 두류 4%, 수수 3%, 병아리콩 3%, 루핀 1%, 기타 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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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호주산 곡물, 두류, 유지종자 수출액

동 자료16)에 의하면, 2011~15년 5년 평균 겨울 작물은 밀 25,072천 톤, 보리
8,306천 톤, 카놀라 3,559천 톤, 수수 1,214천 톤, 병아리콩 737천 톤, 루핀 645
천 톤, paba beans 315천 톤, field peas(경협 완두) 300천 톤, 렌틸콩 245천 톤,
triticale(라이밀) 200천 톤이었다.
<그림 3> 호주 동계작물 평균 생산량(2011~15년 평균)

16) ABEARS, Crop Report,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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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생산량
1) 밀
호주의 2011~2015년 5년간 평균 밀 생산량은 연간 2,500만 톤 정도로, 이는 세
계 밀 생산량의 약 3.5% 수준이다. 호주는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의 약 70%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주별 밀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1~2015년 평균으로 서호주 36%, 뉴사우스웨일
스 29%, 남호주 17%, 빅토리아 12%, 퀸즐랜드 6% 정도이다17).
<그림 4> 호주 주별 밀 생산량(2011~15년 평균)

<그림 5> 호주 주별 밀 생산량 변화

17) 테리 엔라이트, 호주 소맥산업의 전략, AEGI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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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웃룩에서는 2018/19년도 호주의 밀 생산은 퀸즐랜드 및 뉴사우스웨일
스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재배면적이 1,016만 ha(전년 대비 17.0% 감소)로 대폭 감
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량은 1,730만 톤(전년 대비 18.6% 감소)
으로, 11년 만에 2,000만 톤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9년 아웃룩에서는 전년도 흉작의 영향으로 2019/20년도 재배면적은 1,214만
ha(전년 대비 19.5% 증가), 단수는 ha당 1.97톤(전년 대비 15.9% 증가), 생산량은
2,392만 톤(전년 대비 38.3% 증가)으로 크게 늘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
망하였다18). 2020/21년도 이후에는 세계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
되며, 아르헨티나, 흑해 주변국 및 인도를 중심으로 생산 증가가 예상되어 수출가
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산량이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비해 2020년 아웃룩에서는, 2019/20년도 밀 재배면적을 1,011만 ha로, 전
년도 전망보다 4만 ha 정도 하향 조정하여 발표하였고, 생산량은 1,517만 톤으로,
전년도 전망치 2,092천 톤에 크게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11년 만에 2,000만 톤을
하회한 2018/19년도의 생산량과 비교하여도 더 낮은 12.3%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2020/21년도부터는 견고한 국내사료 수요 등을 반영하여 재배면적 증가 및 단
수 회복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2024/25년도까지 생산량이 2,100만 톤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6).
<그림 6> 호주 밀 생산 추이와 전망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관측팀에서 발표(2019년 12월)한 호주의 2019/20년도 밀 생산량 추정
치는 호주의 주요 밀 생산지역에서 지속되는 건조한 기상의 영향으로 수확면적과 단수 감소가 예상
되어 1,751만 톤으로 전망하였다.(KREI, ‘국제곡물’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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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리
2019년 아웃룩에서는 2018/19년도 보리 생산은 거래가격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되면서 재배면적은 402만 ha(전년 대비 3.6% 증가)로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
하였다. 그러나 가뭄에 따른 단수가 ha당 2.1톤(전년 대비 10.0% 감소)으로 크게
줄어, 생산량은 831만 톤(전년 대비 6.9% 감소)으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
였다.

2019/20년도에는 호주의 보리 단수가 ha당 2.2톤(전년 대비 6.3% 증가)

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생산량이 879만 톤(동 5.7% 증가)으로 상당히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0/21년도 이후에는 세계적인 인구 증가로 수요 증가가 예
상되면서, 보리 거래가격도 상승세를 보여 생산량이 증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
망하였다.
이에 비해 2020년 아웃룩에서는, 2019/20년도 보리 생산에 대해, 단수는 계속
된 한발의 영향으로 전년도와 같은 정도인 ha당 2.2톤 수준을 나타냈으나, 재배면
적이 395만 ha(전년 대비 6.2% 증가)로 증가하여 생산량은 885만 톤(전년 대비
6.5% 증가)로 전년도 전망치 보다 다소 높게 추정하였다. 2020/21년도 보리 생산
량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1억 5,418만 톤으로, 이는 평년대비 높은 수준일 것으
로 전망하였다. 2020/21년도 이후에는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에 따라 2024/25년도까지 생산량은 1,000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7).
<그림 7> 호주 보리 생산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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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
2020년 아웃룩에서는 수수에 대하여 전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9년 아웃
룩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2018/19년도 수수 생산은 수익성 향상에 따라 재배면적
이 54만ha(전년 대비 1.1% 증가)로 조금 증가하지만, 강우 부족으로 단수가 ha당
2.4톤(전년 대비 10.3% 감소)으로 감소하여, 생산량은 130만 톤(전년 대비 9.5%
감소)으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8).
<그림 8> 호주의 수수 생산 추이 및 전망

2019/20년도에는 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향상으로 재배면적이 62만 ha
(전년 대비 15.5% 증가)로 크게 늘고, 단수가 ha당 3.2톤(전년 대비 29.6% 증가)
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함으로서, 생산량은 195만 톤(전년 대비 49.9% 증가)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2020/21년도 이후에도 사료용을 중심으로 수
요 증가가 예상되며, 거래가격도 상승세를 보여 생산량이 증가 추이를 보일 것으
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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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출량
1) 밀
호주는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다. 호주는 연간 1,800∼2,300만 톤 정도의 밀
을 수출하고 있는 데, 이는 세계 밀 교역의 10∼1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2011∼15년 평균 호주산 밀의 주요 수출 국가 비중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21%로 가장 많고, 베트남 9%, 한국과 중국 각각 7%, 일본 6%, 말레이시아 5%, 필
리핀 5%, 예멘과 이라크다 각각 4%, 태국 3%, 기타 국가 29%를 차지한다.
<표 1> 호주산 밀의 주요 수출국별 수출량(2011~15년 평균)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2015년 평균

국가

2011~2015년 평균

인도네시아

4.0

말레이시아

0.9

베트남

1.7

필리핀

0.9

한국

1.4

예멘

0.9

중국

1.3

이라크

0.8

일본

1.1

태국

0.7

기타

5.6

2011~15 평균 소맥 수출량 19.3

자료: ABS 호주 통계국. 테리 엔라이트, 호주 소맥산업의 전략, AEGIC, 2016에서 재인용

호주의 밀은 세계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호주 밀은 하얗고 맑은 백색의 밀
가루로 제분 수율이 높으며, 수분이 적어 저장에 최적이라고 자랑한다. 또한, 제
면, 빵, 케이크 등 사용 용도가 넓고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수출체계도 잘 확
립되어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식용 밀 공급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9).
또한, 주요 시장에서 호주산 밀의 경쟁우위성으로는 1) 높은 품질, 2) 최종 용도
인 제품에 적합하고 범용성이 있다는 점, 3) 주요 시장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점,
4) 세계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곡물을 생산하는 곡물 생산
국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20)
2019년 아웃룩에서는 생산량의 대폭 감소로 인해 2018/19년도 밀 수출량이
1,015만 톤(전년 대비 34.4% 감소)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21).
19) 테리 엔라이트(Terry Enlight), 호주 소맥산업의 전략, AEGIC, 2016
20) 테리 엔라이트(Terry Enlight), 호주 소맥산업의 전략, AEGI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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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아웃룩에서는 2019/20년도에는 생산 증가에 의해 밀 수출량이 1,421
만 톤(전년 대비 40.0% 증가)으로 크게 늘어, 평년 수준까지 밀 수출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21년도 이후에는 밀 수출량이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흑해 주변 국가들이 호주의 최
대 밀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러시아,
아르헨티나산 밀과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
다.
한편, 2020년 아웃룩에서는 2019/20년도 밀 수출량은 한발에 의해 생산량이 대
폭 감소한 2018/19년도를 상회한 956만 톤(전년 대비 6.4% 증가)로 전망하고 있
지만, 예년의 1,500만∼2,000만 톤 이상의 수출량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0/21년도에는 호주의 생산이 회복되어, 수출가격이 하
락함에 따라 여타 수출국 대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경쟁력이 증
가하여 1,244만 톤(전년 대비 30.1% 증가)으로 대폭 증가하고, 2024/25년도까지
1,300만∼1,400만 톤 수준을 보일 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9).
<그림 9> 호주의 밀 및 잡곡류 수출량 추이와 전망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관측팀에서 발표(2019년 12월)한 2019/20년 호주 수출량은 밀 수확량
감소 전망으로 910만 톤으로 전망하였다.(KREI, ‘국제곡물’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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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곡류
2019년 아웃룩에서는 2018/19년도 잡곡류(보리, 연백, 수수, 옥수수 등)의 수출
량을 보리 및 수수 등의 생산량 감소로 840만 톤(전년 대비 4.8% 감소)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2019/20년도 이후에는 세계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와 축산사료용 수요 증가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
였다.
한편, 2020년 아웃룩에서는 2019/20년도 잡곡류(보리, 연맥, 수수, 옥수수 등)
수출량을 483만 톤(전년 대비 7.8% 감소)로 전망치를 크게 낮추어, 상당 정도 감
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0/21년도에는 생산이 회복하여 700만 톤까지 대폭
증가하고, 2024/25년도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을 중심으로 800∼900만 톤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9 참조).

4.3. 국제 가격
1) 밀, 옥수수, 콩
2019년 아웃룩에서는 2018/19년도 밀 국제가격은 주요 수출국들의 생산량이 약
간 감소하나, 아시아 각국의 소득과 인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톤당 240미국 달러(2만 6,880엔=28만 1,400원, 전년 대비
4.8% 하락)로 조금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비해 2020년 아웃룩에서는 2019/20년도 밀 국제가격은 톤 당 220미국 달
러(24만 2,000원=23,048엔, 동 5.6% 하락)로 2019년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하여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21년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여, 밀 국제가격은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
림 10).

32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그림 10> 밀 국제가격 추이와 전망

2019/20년도 및 2020/21년도에도 밀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밀의
국제가격도 상승하지만, 2021/22년도 이후에는 흑해 주변국, 아르헨티나 및 인도
의 생산량 증가가 소비량 증가를 웃돌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 5월 ‘국제곡물’ 관측보에 따른 국제 가격
동향은 다음과 같다22).
2020년 5월 밀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5.5% 하락한 톤당 188달러였다. 호주, 러
시아의 기상조건이 개선되고, 곡물 작황이 양호하여 밀의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밀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옥수수의 경우, 5
월 상순부터 줄곧 미･중 무역 갈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빠른 미국의
옥수수 파종속도와 안정적인 수급 전망으로, 전월 대비 1.4% 하락한 톤당 125달러
를 기록하였다. 콩의 경우, 미국 농무부의 콩 생산량 증가 전망과 5월 중순 이후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콩 선물가격은 톤당 310달러를 보였다. 이 수준은 전월 대
비해서 0.3% 하락한 것이다.
2020년 2/4분기 선물가격 지수는 96.0으로, 전 분기 대비 4.9%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주요 곡물 주산지의
기상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020년 3/4분기 선물가격 지수는
94.9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전 분기 대비 1.1% 하락한 수준이다. 2/4분기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의한 경기침체와 주요 곡물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2020년 5월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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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리
2018/19년도 보리 국제가격은 주요 수출국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1톤당 222미
국 달러(2만 4,864엔=26만 1,072원, 동 15.6% 상승)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
상하였다. 2020/21년도 이후에도 개발도상국에서의 인구 증가와 보리에 대한 맥
주용 수요가 증가하는 등 세계적인 소비량 증가가 공급량 증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보리의 국제가격은 상승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4.4. 호주의 국내외 곡물 이용
호주는 생산되는 곡물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지만,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밀을 중심으로 국내 공급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1~13년 평균 밀 전체 공
급량(수출량 및 국내 공급량) 2,600만 톤 가운데, 국내 공급량은 650만 톤으로 전
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6~18년의 경우 전체 공
급량 2,350만 톤 정도 가운데, 국내 공급량은 850만 톤으로 3분의 1 이상이 국내
에 공급되고 있었다. 2021~23년에도 비슷한 수량이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림 11> 수출 및 국내 공급량 비율의 변화

잡곡류를 포함한 전체 공급량에서도 2011~13년의 국내 공급량은 평균 1,210만
톤(30%)이었던

것이

2016~18년에는

1,460만

톤(38%)으로

증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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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년에는 1,350만 톤(37%)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아웃룩에 따르면, 국내 공급량의 증가는 가뭄 시 보조사료 용도의 일시
적인 증가와 함께, 육용우 등의 생체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이어서, 수출하
는 것보다 가축에게 사료로서 급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고, 집약적인 축산
업의 확대에 따른 사료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피드롯23) 사육두수 증가 경향에서도 증명된다(그림 12).
<그림 12> 피드롯 사육두수 추이

또한, 아웃룩에서는 1인당 식육 소비량이 정체되어 있으나 인구 증가에 따른 식
육 총수요량과 그에 따른 사료 수요가 증가하고, 밀가루와 같은 식량 용도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흉작이었던
2018/19년에는 국내 수요를 충당하어 제분 용도로 캐나다에서 밀 수입이 실시된
점 외에 서호주부터 동쪽 해안 여러 주에 대해 선박을 통한 곡물 이출량이 크게 증
가하였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호주의 곡물 수급은 가뭄 발생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좌우
되는 가운데, 국내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량 감소나 호주 국내 공급처의 변경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피드롯(Feedlot)이란 집중가축사육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넓은 초지에서 소를 방목하는 호주
의 일반적인 사육방식과는 다르게 우리에 가둬 곡물사료를 먹여 키우는 방식을 뜻하는 말로 통용됨.
농민신문,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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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 기상조건 악화에 따른 곡물 생산자 경영 악화
2018년 호주에서 발생한 가뭄은 생산자 경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ABARES
에 따르면, 2018/19년 육용우, 양, 곡물 및 낙농 경영에 있어 현금소득(현금수입현금지출)은 양 경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13).
<그림 13> 업종별 경영 호당 현금소득 추이

육용우 경영은 출하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뭄의 영향으로 육우 거래가격 하
락 외에 사료가격 상승 등의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해되고 있다. 곡물 경영은 밀
및 보리 거래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퀸즐랜드 및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가뭄
에 의해 생산량이 대폭 줄어, 호주 전체 현금소득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였
다.
낙농 경영은 가뭄에 의해 원유 생산량이 줄었고, 생산자 지불유가도 전년에 비
해 별로 상승하지 않아 현금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데, 사료가격 등 비용이 증가함
으로써 농축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양 경영
은 높은 새끼양고기 가격과 양모가격을 배경으로, 4개 업종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
금 소득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육용우 경영 호당 현금 소득을 지역별로 보면, 2018/19년에 서호주는 조금 증
가, 빅토리아는 전년 수준인 한편, 가뭄의 영향이 큰 뉴사우스웨일스 및 퀸즐랜드
는 대폭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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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호주 주별 육용우 경영 호당 현금 소득 추이

낙농 경영 1호당 현금소득을 지역별로 보면, 2018/19년에는 좋은 날씨를 배경으
로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테즈메니아가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밖에 다른 주들은 모두 크게 줄었고, 가뭄의 영향이 가장 큰 뉴사우스웨일스에서
는 전년에 비해 30% 정도까지 감소하고 있다(그림 15).
<그림 15> 호주의 주별 낙농 경영 호당 현금소득 추이

이들 업종에 비해 곡물 경영 호당 현금소득을 지역별로 보면, 2018/19년은 좋은
날씨로 풍작이 예상되는 서호주는 전년 대비 44% 증가라는 커다란 증가가 예상되
지만, 그 밖의 주 모두 대폭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가뭄의 영향이 심각한 뉴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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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일스에서는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어 현금소득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그림 16).
<그림 16> 호주 주별 곡물 경영 호당 현금 소득 추이

이처럼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한 수익을 확보한 지역이 있는 반면, 뉴사
우스웨일스 및 퀸즐랜드를 중심으로 가뭄으로 인해 생산자 수익성이 매우 악화되
어 하루 빨리 기상조건 회복을 고대하고 있는 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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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호주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심각한 가뭄과 그에 이어진 산불 확산 그리고 일부
지역의 대홍수 등으로 곡물의 생산에 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편, 2019년 3월 개최된 아웃룩에서는 호주의 기후 변동이 농축산물 생산 동향
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재차 드러낸 회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호주 밀 산업에 있어서 오랜 기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다. 서호주는 장기에 걸쳐 한국과 일본에 제면용 ASW브랜
드24)를 공급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호주에서의 밀 수입은 제면용
ASW가 대부분을 점하며, 한국과 일본의 밀가루 생산에 있어 제면용 밀가루의 점
유율이 높다. 누들 밀(ANW25))은 한국과 일본 시장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밀 종자
이며, 서호주 농업성(DAFWA26))은 누들 밀 품종이 우동용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품질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 20년 이상에 걸쳐 일본 제분협회 전문가와
도 밀접한 관계를 가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AEGIC는 2012년 이후 그 역할을 계
속하고 있으며, DAFWA는 AEGIC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주요 조직 중 하나이
다27).
2020년 1~2월의 양호한 강우와 향후 수개월동안의 적절한 강우 전망은 목초 생
육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장기간 한발을 거쳐 호주의 농축산업은 과도기에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주의 곡물 생산과 수출 나아가 생산과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의 변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를 위협으로 내몰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이번 아웃룩에서는 영
향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는 피력하였지만, 그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제 어느
정도가 될지를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4)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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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김수연(축산관측 담당자)***

1. 서론
이집트는 그동안 줄곧 사회주의 국가로 지속되어 오다가, 1990년대 외환위기로
인한 IMF의 관리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아랍의 봄’으로 대표되는 자유화물결에
따라 시장 개방과 자유화의 방향으로 점차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정치적 변화에 따라 경제발전 과정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집트의 농업부문은 이
러한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발전해 왔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을 주 요
인으로 하여 세계 1위의 소맥 수입국으로 알려질 만큼, 이집트 농업발전이 지연되
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도 사실이다.
이집트는 1990년대 들어 국제통화기금(IMF1))에 의해 관리를 받고 있으며, 알시
시2) 정권 이후 자유화의 조류는 더 강해졌다. 이집트 파운드화의 가치하락이라는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 sykim0722@krei.re.kr
1)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國際通貨基金).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
제금융기구.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국제부흥개
발은행(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
융기구이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이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 총회･이사회･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
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
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
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들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
적인 목적으로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2) 압둘팟타흐 알시시(Abdel Fattah al-Sisi). 이집트의 제6대 및 현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에
의해 2012년 8월 12일 국방부 장관 및 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자신을 임명한 무르시를
2013년 7월 3일 쿠데타를 주도하여 권좌에서 몰아냈다. 쿠데타 이후 7월 3일~4일간 이집트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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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하에서 이집트 농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의식도 있다.
이번 ｢해외곡물시장 동향｣ 2020년 4호에서는 이집트를 대상으로 기획시리즈를
싣고자 한다. 즉, 이집트의 농업과 축산 그리고 농업정책을 4회로 나누어 게재한
다. 먼저 제1편에서는 이집트의 농업 전반의 상황에 대해, 제2편에서는 이집트의
곡물 수급상황에 대해, 제3편에서는 이집트의 축산상황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편에서는 이집트의 농업정책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이 글에서는 기획시리즈의
제1편으로써 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과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본다.
특히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1970년대의 아스완 댐 건설과 이집트의
농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물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집트의 농
업생산 현황을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주요 품목별 수급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수
급 상황은 개방화와 연계하여 보아야 한다. 이에 이집트의 농산물 교역 현황을 살
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집트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과제를 적시한다.

2. 이집트 경제와 농업
2.1. 이집트 경제발전 과정
이집트에서는 나세르3)의 사회주의 정권 아래서 1961년부터 수 차례 새 법이 공
원수(元首)로 존재하였고, 7월 4일 헌법재판소장 아들리 만수르를 대통령 대행에 임명하여 권력을 이
양하였으나,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군사정권을 유지하였다. 2013년 7월 16일 부총리에
임명되어 국방장관 및 군 총사령관을 겸직 수행하였으며, 2014년 1월 27일 원수(元帥)로 진급하였다.
2014년 3월 26일 이집트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
는 선거법에 따라 국방장관 및 군 총사령관, 부총리직을 사임하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출처: 위
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3) 나세르(Gamal Abdel Nasser). 이집트의 군인･정치가. 반둥회의(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출석하여 적
극적인 중립주의･비동맹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했고, 수에즈운하의 국유화를 선언, 수에즈전쟁이 일어
났으나, 국제여론의 지지로 이를 해결해 아시아･아프리카의 지도자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청
년장교들과 자유장교단(自由將校團)을 결성하였다. 팔레스타인전쟁 때 공적을 세운 계기로 자유장교
단을 확대, 장군 M.나기브를 단장으로 영입하였다. 1952년 7월 23일에 나기브와 함께 쿠데타에 성
공하여, 국왕 파루크의 추방, 농지개혁, 기타 봉건제의 타파, 기성 정당의 해산 등을 실시하여 혁명
위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1953년 6월에 부총리 겸 내무장관으로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1954년 총
리로 취임하면서 이집트를 지도하였다. 1956년 6월 국민투표로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7월 아스완
하이댐 건설계획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자금원조 철회로 수에즈운하의 국유화를 선언, 10∼11월 수
에즈전쟁이 일어났으나, 국제여론의 지지를 받아 이를 해결하게 되어 아시아･아프리카의 지도자가
되었다. 1958년 2월 시리아와의 합병에 의해 아랍연합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1961년 9
월 시리아에 쿠데타가 일어나 아랍연합공화국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아랍 통일은 실패하였다.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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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는 급격히 사회주의화되었으며, 경제부문에서도 사
회주의 경제상황이 이어졌다. 무역･금융･공업부문의 대다수 기업은 국영화되었
고, 일부는 민간기업으로 남기도 하였지만, 이들 기업에는 엄격한 규제가 가해졌
다.
1960년에 도입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이후 5년간은 공업도 활성화되면서 생산성
도 높아졌다. 1965년 새로운 7개년 계획이 실시되었지만, 외국의 부적절한 투자
등으로 직전의 5개년 개발계획 때만큼의 성공은 거두지 못하였다. 1967년에는 이
전에 비해 비교적 개혁도가 낮은 3개년 계획이 새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1967년 6월에 일어난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4))에서 이집트가 대패하면서, 이
에 따른 경제적 혼란은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1970
년대에 이집트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존의 친소비에트 노선에서 친미 노선
으로 커다란 전환을 꾀한 것도 대 이스라엘 전쟁을 벌일만한 경제력이 없었던 것
을 주요 이유의 하나로 꼽는다.
친미 노선으로 전환 후 1970년대 후반~80년대 초에는 두드러지게 경제 발전을
이루기는 하였지만, 1979년에 시작된 석유위기5)와 1991년 걸프 전쟁6)이 이집트
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3선되었다. 1970년 9월 요르단 내전 종식을 위한 조정에 노력하여 팔레스
타인 게릴라와의 정전협정 조인을 이루었으나,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었다. 저서로 ｢혁명의 철학(The
Philosophy of the Revolution)｣(1954)이 있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4) 1967년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선제공격을 감행, 단 6일 만에 대승을 거두어
엄청난 영토를 획득했던 전쟁. 6일 전쟁이라는 별명으로 매우 유명하다. 원래 6일 전쟁 이전의 이스
라엘 영토는 상당히 작았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좁은 영토 때문에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게다가 영토 형상의 문제 상 임시수도인 텔아비브가 조금
만 밀리면, 함락돼서 국토가 양분될 지경이었을 정도로 중부 이스라엘 쪽 땅이 취약했다. 이후 6일
전쟁에서 승리하며 얻어낸 땅을 합쳐도 남한 크기에 못 미쳤고, 가장 큰 적인 이집트와의 화해 및
현실적으로 인구문제상 관리가 힘든 시나이 지역을 돌려주면서, 현재 영토는 남한의 1/5밖에 안 된
다. 이에 이스라엘은 빠져나갈 구멍을 둔 도발을 행하였다. 제2차 중동전쟁인 수에즈 전쟁에서 나세
르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으로 크게 패하고도 정치적으로 큰 승리를 얻었다. 때문에
나세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시위를 통해 강력한 압박을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입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5) 제2차 오일쇼크라고도 한다. 1978년 12월 26일부터 1979년 3월 5일까지 이란의 석유 수출 정지에
기인한 석유수급의 긴박, 가격상승, 세계경제의 혼란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1973년의 혼란을 제1차
오일쇼크라고 부른다. 이란의 석유 수출정지는 유전 노동자가 팔레비 왕정 타도를 외치면서 파업에
돌입한 것을 계기로, 이 결과 우선 원유의 현물가격이 폭등, 계속해서 장기계약에 기초한 원유가격
도 급상승, 30달러 원유(1배럴당) 시대의 개막을 고했다. 다만 1981년 이후 소비국의 수요감퇴가 표
면화하고 세계적인 석유수급이 대폭 완화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6) 걸프전쟁(Gulf War).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영국･프랑스 등 34개 다
국적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이라크･쿠웨이트를 무대로 전개된 전쟁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1991년 2월 28일 다국적군의 승리로 종결된 전쟁이다. 전쟁의 원인은 이라크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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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다시 악화시키게 되었다.
이집트는 산업의 약 70%가 국유화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 경
제를 관리하며, 자유기업과 외국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수에즈 운하7)의 소통이
1975년 재개되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되면서 경제는 호전되었다. 아울러, 외
국의 자본투자가 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집트의 총노동력은 인구의 약 1/4을 차지하며, 노동조합 활동은 합법화되어
있다. 높은 인구증가율 때문에 이집트는 계속 저개발의 진통을 겪고 있다. 국가의
예산 수입은 주로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집트 정부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인구 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이집트의 경제문제는 인구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었다. 또 대외채무도 큰 문
제였다. 1990년대 초에는 부채가 국가 예산의 2배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이집트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8))의 지도로 경제 재건
적 어려움에서 시작되었다. 이란-이라크의 전쟁을 겪으면서 이라크는 피폐해진 경제로 어려움이 가
중되었다. 게다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쿠웨이트와는 인근 쿠메일라 유전지대를 놓고 소유권을 주
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자신들의 석유를 훔쳐가는 것으로 여겼고, 더구나
쿠웨이트가 원유시장에 물량을 과잉 공급하여 유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이라크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
었다고 비난하였다. 이 전쟁은 유엔의 결의에 따른 집단안보를 위한 조치로 취하여진 전쟁으로서 첫
째, 그동안 개발하여 실전에서 실험하지 못한 하이테크 병기의 실험장이었다는 점, 둘째 텔레비전이
라는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여론(輿論)을 조작한 전쟁이었다는 점, 셋째 산유(産油) 지역에서 산유국끼
리 직접 정면대결한 전쟁으로서 국가에 의한 인질전략을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
다. 걸프전쟁의 결과 중동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 하에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7) 수에즈 운하(Suez Canal). 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을 잇는 운하.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의 경계인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서쪽에 건설된 세계 최대의 운하로, 지중해의 포트 사이드(Port Said) 항구와
홍해의 수에즈(Suez) 항구를 연결하고 있다. 수에즈 운하는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운하의 단면은
수심 7.9m, 저부(底部)의 폭원(幅員) 22m, 수면의 폭원 60∼100m의 얕은 대형(臺形)이었다. 1964년
의 확장 공사 착수(미완성) 때까지에 수심 14.5m, 저부의 폭원 90m, 수면폭 160∼200m로 이미 확
장되어 있었으며, 운하의 남북 3개소에 바이패스가 만들어져 5만 5000t급 선박이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선단(船團)이 운하를 통과하는 평균 시간은 약 15시간이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8) 世界銀行, World Bank, 약어 WB. 전 세계의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多者)개발은행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히며,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IMF와 함께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1944년 브레턴
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s)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연합(UN) 산하의 금융기관으로, 전후
각국의 전쟁 피해 복구 및 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1945년 12월 27일 설립된 국제부흥개발
은행(IBRD)이 그 출발이었다. 이후 1956년 7월 국제금융공사(IFC), 1960년 9월 국제개발협회(IDA),
1966년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1988년 국제투자보증기구(MIGA)가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국
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
쟁해결본부(ICSID) 등 5개 기구를 합쳐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IBRD와 IDA를 합쳐 흔히 세계은행(WB)이라고 부르며, 협의로는 세계은행 그룹의 핵심 기구인 IB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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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착수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는 5% 안팎의 경제성장을 나타내기까지 회복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이슬람 과격파의 테러 등으로 치안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그
것이 현재에까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005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가 894억 US 달러, 1인당으로는 1,207.20 US 달러 수준이
었다9).
수출은 원유와 정제품 및 면직물과 면사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며, 이집트의 최
대수출국은 이탈리아이다. 수입액은 통상 수출액보다 훨씬 많다. 주요수입품은 식
료품, 기계류와 전기기구, 수송장비, 화학제품 등이며, 주로 미국･독일･프랑스로
부터 수입한다. 해외근로자들의 송금이 큰 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한몫을 하
고 있다10).

2.2. 이집트의 주요 산업 현황11)
2015년 기준으로 이집트 전체 GDP 중 산업별 비중을 보면, 1차 산업 11.2%, 2
차 산업 36.3%, 3차 산업 52.5% 정도이다. 세부 산업별로는 제조업, 광산업, 농

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세계은행 그룹 내 개발도상국 자금지원 기관은 IBRD, IDA, IFC의 3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으며, 직원은 1만 3000여 명이다. 2018년 현재 189개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금융기관으로, 연간 500억∼600억 달러를 개도국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IBRD의 총재 및 총회 위원, 상무이사가 IDA와 IFC의 직책을 겸임하고 있으며, IBRD가 IDA와
IFC의 재원을 보조하는 등 3개 기구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계은행 그룹은 1970년대
까지 설립 취지에 따라 최빈국의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정책 목표로 삼고, 프로젝
트 융자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왔다. 이후 1980~90년대에는 거시경제 안정화와 수원국의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 융자를 확대하였다. 현재는 빈곤 퇴치와 더불어 보건, 교육, 환경 등
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주요 의사 결정은 회원국 대
표 2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내린다. 회원국 지분이 가장 많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5개
국이 각 1명을 선임하고, 20명은 나머지 회원국들이 선출한다. 이들 이사가 투표로 총재를 뽑는데,
회원국의 지분에 따른 가중치가 부여된다. 회원국 총지분의 85%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총재로 선임
되는데, 미국이 가장 많은 16.05%의 투표권(거부권 행사 가능)을 가지고 있고, 일본, 중국 등이 뒤를
잇는다. 유럽권의 목소리가 강한 국제통화기금(IMF)과 달리 미국 주도로 운영되며, 설립 후 11명의
총재 모두 미국인이 맡아 왔다. 우리나라는 1955년 58번째 세계은행 회원국이 되었고, 1970년 대표
이사국으로
선임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9) (일본) 웹사이트, 旅行-寫眞, 経済およびエジプトの農業-エジプト-, 2019년 2월 19일 게시,
https://www.voyagesphotosmanu.com/keizai_ejiputo.html)
10) 네이버 지식인, https://kin.naver.com/qna/)
11) 이 부분은 박성진, 김승애, ‘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세계농업｣ 제19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12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3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업, 관광업이 이집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농업이다. 이어 건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관광업 순이다.

2.2.1. 제조업
이집트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통틀어 가장 견실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국가
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제조업은 이집트 GDP의 약 16.8%을 차지하며, 고용의
11.1%를 담당한다.
19세기까지 이집트는 농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제조업에는 별로 관심
을 가지지 않았다. 1974년 들어 이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걸프 국
가12)들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법을 제정하였고, 이 투자법을 계기로
이집트에서 제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민주화 혁명 전의 정권이었던 무바라크13)
정권은 특히 자동차 제조업 성장에 집중하였다. 이때 즈음 GM(제너럴모터스),
Toyota, Suzuki, Chrysler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이집트에서 제조공장을 운
영하였다.
2011년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폭력 사태 등도 계속 발생하자 일부 글로벌 자동
차 기업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에 이집트 자동차산업은 침체를 겪
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집트 정부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자동차산업
보호에 노력하고 있어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2.2.2. 광산업
원유(原油), 천연가스 등과 같은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이집트의 광산업은 이집
트 경제를 지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2015년 기준으로 광산업은 총 GDP 중 15.3%
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고용 비중은 0.2% 수준이다. 단, 원유의 경우 기술 부족으
12) 걸프지역(The Gulf)은 아라비아반도와 이란 사이의 만(gulf) 일대를 가리키며, 연안국은 아랍에미리
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오만 등임.(출처: 외교부-국가/지역 정
보-중동, http://www.mofa.go.kr/www/wpge/m_3553/contents.do)
13) 무바라크(Honsi Mubarak). 이집트 공화국의 제4대 대통령. 소련 유학에서 돌아와 공군 사관학교 교
장ㆍ공군 참모장 등 요직을 거쳐 1969년 공군 최고 사령관이 되었으며, 1975년에는 부통령에 당선
되었다. 1981년 10월 6일 대 이스라엘 전 승전 8주년 기념식 단상에서 젊은 장교와 회교 과격파로
구성된 암살단의 총격을 받고 A. 사다트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에 실시된 국민 투표에서 98.46%라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 무바라크 시대를 개막하였다. 이후 30년 간 대통령직에 있었으며, 2020
년 사망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인명사전, 인명사전편찬위원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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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제된 원유를 재수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집트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산업은 천연가스 산업이다. 이집트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의 양은 전 세계 매장량의 1.2% 정도이며, 2015년 기준 세계 8위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이 되었다. 이집트 가스개발 사업에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 앞으로 천연가스가 개발 및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2.2.3. 관광산업
이집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혁명 전인 2010년의 관광산업은 이집트 전
체 GDP의 18%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이집트의 입장에서 관광산업은 안정적인 외
화 획득 산업이었으며, 16%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다.
2011년 이후에는 국내 정치 불안과 치안 악화로 인해 관광산업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다. 2014년 기준 관광산업은 GDP 중 11%의 비중을 차지, 비중이 급감하였
고, 현저한 관광객 수 감소를 보였다. 우리나라 외교부도 2019년 12월 현재 이집
트 시나이 반도에 대하여 특별여행경보를 해제하였지만,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
상태이다14).
이와 같은 관광산업의 급속한 축소는 이집트 외환보유고 감소를 초래하게 된 주
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11년 초 이집트의 외환보유고는 360억 달러였다. 하지
만, 2016년에는 175억 달러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 정부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2015년 기준 방문 관광객 1,500만 명이던 것을 2020년까지 3,000만
명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로 설정하고, 치안 유지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
한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 전개를 통해, 2012년 3억 771만 달러에서 2014년 16억
8,142만 달러로 관광산업 투자액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2.3. 이집트의 농업
1952년 이집트 혁명에 의해 농지개혁을 추진하며, 개인의 농지 소유 면적은 한
명당 80ha, 1961년에는 40ha, 1969년에는 20ha가 되었다. 이러한 제한 이외의
농지는 국가가 사들여 빈농층에 분배하였다. 하지만 그래도 중소 지주와 빈농의
14) 2020년 5월 현재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이집트를 비롯한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가 연장된 상태이다. 특별여행주의 발령시점은 2020년 3월 23일.(출처: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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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였다.
이집트는 면화(목화라고도 한다) 산지로도 유명하다. 이집트 면화는 섬유의 긴
유연한 무명이다. 농작물은 아직도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강제된 면화재배를 중심
으로 한 전형적인 모노컬처(mono-culture, 단일재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집트는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연 3모작이 가능하여, 쌀, 소
맥, 옥수수, 사탕수수, 토마토, 감자, 오렌지를 비롯하여 많은 야채나 과일을 수확
할 수 있게 되었다.
축산에서는 소, 물소, 양, 염소, 당나귀, 가금 등이 사육되고 있다. 어업은 지중
해와 홍해 연안 어업 외에 나일 강의 담수어업이 행해지고 있다. 나일 강에서 잡은
생선은 틸라피아15)나 숭어 등이며, 이 외에 초어16) 등의 양식도 행해지고 있다17).
이집트는 나일 강의 혜택과 함께 발전하여 온 고대 문명과 함께 사는 도시, 관광
업이 성한 사막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집트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억 1,300만 명18)(한국 인구 5,178만 579명(2020년)19), 일본 인구 1억 2,659만
명20)) 정도이다. 취업 인구의 약 4분의 1이 농민이며, 농업은 이집트 경제의 중심
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21). 하지만, 이집트는 연간 2% 이상의 높은 인구 증가율에
직면하고 있어서, 현재는 신규 농지 개척지에서 농업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집트의 국토 면적 중 농용지는 불과 약 3~4% 밖에 되지 않는다. 국토의 95%
가 사막지대이기 때문이다. 이집트 농업은 취업 인구, 생산액만 아니라 외화 획득
의 면에서도 역사적으로 경제의 중심이다. 이집트의 총 GDP는 2015년의 데이터에
15) 틸라피아(Tilapia). 아프리카 동남부가 원산인 민물고기. 농어목 시클리드과에 속하는 100여 종을 일
컫는 것으로, 195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환경변화에 강하고 성장이 빨라 양식종으
로 각광받고 있다. 이집트에서 약 2천여 년 전부터 양식을 해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6) 초어(草魚), grass carp. 잉어목 잉어과의 민물고기. 초어는 잉어과 어족 중에 가장 크게 자라는 생
선으로 늘 풀만 뜯어 먹고 살기 때문에 초어라고 불린다. 몸은 길지만 옆으로 납작하지 않다. 겉모
양은 잉어와 비슷하나 등지느러미의 기저(몸통과 연결되는 부위)가 짧고 수염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수생잡초의 생물학적 방제의 일환으로 이 물고기가 이용되고 있다. 이 물고기는 중국과 시베리아 북
부의 강에 자생하고 있다. 비록 차가운 물에서 자생하지만 수온이 높은 물에서도 잘 자란다. 이 물
고기는 145kg으로 될 때까지 빠르게 자라면서 수생 잡초를 먹는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
어사전, https://terms.naver.com/)
17) (일본) 웹사이트, 旅行-寫眞, 経済およびエジプトの農業-エジプト-, 2019년 2월 19일 게시,
https://www.voyagesphotosmanu.com/keizai_ejiputo.html)
18) 외교부-국가/지역 정보-이집트(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68)
19) 인구수(중위추계),’ 20, KOSIS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 일본총무성 통계국(http://www.stat.go.jp/data/jinsui/new.html)
21) 2015년 관광 수입 역시 주요 외화 수입원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4~2015년도 관광 수입은
73.7억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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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3,159억 달러. 농업의 GDP 점유율은 11~20% 정도이다22).
이집트의 주요 농작물은 소맥, 옥수수, 쌀, 사탕수수, 사탕무, 토마토, 오렌지
등이다. 특히, 오렌지는 2013년에는 수출량 세계 제3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집트에는 겨울(11~3월)과 여름(5~9월) 두 계절만 있다. 겨울은 서늘하고 온
화하며(알렉산드리아의 1월 평균기온은 11~18℃), 여름은 일반적으로 무덥다(카이
로의 7월 평균기온은 29℃). 이집트는 사막기후23)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 때
문에 수자원의 대부분을 나일 강에 의존하고 있다.
1970년에 댐이 완성되면서 나일 강의 연중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 약 3%의 농용지를 관개를 이용하였으며, 2030년까지 약 5%까지 넓힐 계획
이다. 신규농지에서의 생산력으로 농업 수출산업 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4년 5
년간 약 12%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오아시스 지역에 이르는 대운하를 건설하고 대규모 농지개발을 실
시하는 신규 프로젝트 구성과 2015년에는 제1차 농지개척으로 150만 페단24)(약

22)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j/kokusai/kokusei/kaigai_nogyo/k_gaikyo/egy.html)
23) 사막기후(desert climate, 沙漠氣候). 건조기후 중 사막이 나타나는 기후. 건조기후에는 크게 사막기
후(BW)와 스텝기후(BS)가 있으며, 사막기후는 스텝기후보다 강수량이 더 적어서 풀이 잘 자라지 못
해 사막이 형성되는 기후이다. 사막기후와 스텝기후를 연강수량 250mm를 기준으로 구별하기도 하
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막기후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저위도사막기후와 중위도사막기후이다. 저위도사막기후는 열대 또는 아열대사막기후라고도 하며, 연
중 아열대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나타난다. 남ㆍ북위 20~30° 내외에 걸쳐 분포하며, 적도 부
근에서 상승한 공기가 지구 대기대순환을 따라 흐르다가 이곳에서 하강하여 연중 고기압대를 형성
하기 때문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세계 최대의 사막인 아프리카의 사하라사막과 칼라하리사막,
또, 아라비아사막 및 이란 등 중동지대의 사막들, 오스트레일리아의 중앙부 사막 등 세계의 넓고 유
명한 사막들이 이곳에 위치한다. 대기가 건조하여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세계 최고 기온을
기록한 극서지(極暑地)도 나타난다. 중위도사막기후는 저위도사막과는 형성원인이 다른데, 바다로부
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변에 큰 산맥 등에 막혀 수분공급이 적은 곳에 나타나는 사막기후이
다. 대표적인 곳이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의 내부로 중국 북부 및 몽골의 사막들과 카스피해에서
아랄해 동쪽에 이르는 중앙아시아의 중심부, 또 미국 서부의 그레이트베이슨(Great Basin) 등이 있
다. 이곳들 역시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크지만, 저위도사막기후와 다른 점은 중위도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특히 겨울이 매우 추워 연교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막기
후지역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식물이 거의 자라지 못한다. 연강수량의 분
포가 어떤 지역은 200~300mm을 넘기도 하지만, 강수의 주기가 매우 불규칙해서 강수량의 평균치
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사막기후 지역이라도 오아시스나 외래하천 주변에는 나무도 자라며, 사
람들의 거주지를 형성한다. 또는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인 와디(wādī)의 내부에서도 토양에 수분이
있는 동안은 식생(植生)을 볼 수 있다. 이들 사막기후 이외에, 대륙의 서안(西岸)에 흐르는 한류(寒流)
의 영향으로 인해 생기는 해안사막기후나 탁월풍의 바람그늘 지역에 위치하여 푄(Föhn) 현상에 의한
사막기후도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24) 이집트, 시리아, 수단, 오만이 토지 크기를 측정하는 아랍 전통 단위이다. 이집트가 도량형을 미터
법으로 통일하면서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법률 서류 등 행정 문서에서는 여전히 사용
되고 있다. 1페단은 4,200평방미터이다(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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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 ha)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농지확대에 따른 심각한 물 부족 문제
도 빈발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리 조합의 조직화에 힘쓰고 있다25).
1970년 아스완 하이 댐이 완공됨으로써 나일 강의 연례적인 홍수도 역사상 처음
으로 완전히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환금작물이 가경지의 약 3/4을 차지하며, 사탕
수수, 토마토, 면화, 수박, 오렌지, 양파, 감자 등의 수확량이 많다. 국내 식량작물
로는 옥수수, 쌀, 소맥, 기장, 호박 등이 있으며, 대추야자가 특히 많이 재배된다.
인구가 급증하고 많은 농지가 환금작물의 재배에 충당되기 때문에, 국내 소요
식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목초지는 없지만 농장과 부락들
에서 가축을 기른다. 흔히 볼 수 있는 가축은 물소, 소, 당나귀, 양, 염소 등이다.
닭, 오리, 비둘기 등이 사육되고, 시골에서 역축(役畜)으로도 이용되는 물소와 젖
소에서 우유를 얻으며, 당나귀는 운송용으로 널리 이용된다26).

3. 이집트 아스완댐 건설의 영향
이집트에서‘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이집트 문명이 개화된 배경에는 나일 강의
가져오는 물이 있었다. 하천의 치수, 관개농업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
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농업이 현대농업에도 연결되어, 현재에도 그 나라의 번영
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집트 나일 강의 중요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나일 강의 물 이용은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현대에 열리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수자원 이용 가능량의 한계라는 현대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27)
아스완 하이 댐은 잠재적인 위협을 가진 홍수를 방지하고, 1972년부터 댐의 진
가를 발휘하여 이집트는 기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28).
여기에서는 나일 강의 수자원과 이집트에서의 이용의 역사를 개관하고, 현재의
이집트가 안고 있는 물 이용, 관개 배수 문제,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29).
25) Solarsharing Network, ‘エジプトの農業’-世界の農業, ソーラーシェアリング(Solarsharing)協会, https:/
/solar-sharing.org/?p=6680)
26) 네이버 지식인, https://kin.naver.com/qna/)
27) 佐藤政良, ‘ナイル川の水資源とエジプトの水利用’,日本水土總合硏究所(JIID)(http://www.jiid.or.jp/ardec
/ardec54/ard54_key_note1.html)
28) 네이버블로그 해피가이, 이집트 농업(https://blog.naver.com/79gytn/301801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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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나일 강의 물과 고대의 관개
나일 강은 적도 주변의 호수 고지에서 북쪽으로 흘러, 북위 31도 부근에서 지중
해로 유입되는 세계 최장의 강이다<그림 1>. 하천 연장은 약 6,700km, 유역 면적
은 약 300만 km2 로 11개국이 접경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집트는 가장 하류에
위치하여 나일 강을 공유하며 물을 이용한다.
<그림 1> 나일 강의 주요 하천과 유역국

아스완 지점에서의 유하 수량은 실측해 본 결과 평균 연간 840억 톤으로 알려져
있다. 나일 강은 적도 지대의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백나일과 에티오피아 고지에
서 내려가다 하르툼 이북의 청나일계(중류부 우안지류, 中流部 右岸支流)로 나뉘
며, 각각 약 30%, 70%로 압도적으로 청나일계가 많다30).
이 홍수를 이용하여 이집트인은 관개농업을 하였다. 관개는 나일 강의 홍수로
자연스럽게 범람한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대부터 수로를 만들
고 이 홍수를 둑으로 둘러싼 경지(베이슨, Basin)에 도입하여 2개월 정도 또는

29) 이 절의 내용은 佐藤政良, ‘ナイル川の水資源とエジプトの水利用’, 日本水土總合硏究所(JIID)를 참고하
여 요약･정리하고, 해설을 더하여 작성되었다.
30) Shahin M, Hydrology of the Nile Basin, Elsevier, Amsterdam,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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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정도의 깊이로 잠수도며, 나일 강의 홍수가 빠지면 배수하여 소맥 등을 파종
하는 형태로 이용하였다. 이를 베이슨 관개(Basin Irrigation)31)라고 한다.
이 홍수의 장기 담수는 고대 이집트 문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천여 년 간
이집트의 지속적 농업의 열쇠였다. 즉, 건조한 토지 농업의 숙명적 문제인 경지로
의 집적 염류32)를 매년 물로 씻어 낸다는 점과 홍수에 포함된 비옥한 토양이 매년
경지에 퇴적하면서 비료로써 토양의 비옥성을 유지하여 생산성을 유지한 것이다.

3.2. 무함마드 알리의 농업 근대화와 수리토목 공사
이처럼 이집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관개 농업은 이집트의 토양이나
기상 조건 그리고 나일 강의 특성을 고도로 이용한 정교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베이슨 관개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첫 번째 한계가 홍수 후 겨울철부터 여름
철까지 나일 강 유량이 적어 수위가 저하되기 때문에, 연간 계속적으로 관개할 수
있는 범위는 강과 수로의 극히 근방 등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특히 가을 소맥에 대해 물 공급이 한정되어 있
다는 점이다. 가을 소맥만 하더라도 파종 후 기본적으로 수확까지 용수의 보급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량이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는 홍수기 몇 달
간 국토의 대부분이 깊은 물에 뒤덮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이집트 사회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1805년에 오스만 터키의 이집트 총독에 취임한 무함마드 알리는 농업의 근대화
와 수리토목 공사를 추진하였다. 영국의 수요에 맞는 면화 재배를 추진하기 위해
서는 여름에 관개 실현과 베이슨 관개 폐지가 중요한 과제였다. 즉, 연간을 통한
관개(상수 관개)를 바탕으로 한 농업으로의 전환이었던 것이다.
1902년에는 아스완에 저수 댐(총 저수 용량 10억 톤, 후에 50억 톤까지 확대)을
건설하고, 유량 자체의 증강에 힘썼다. 1952년 이집트 혁명(무함마드 알리 왕조

31) 강수기가 오기 전에 경지 주위에 낮은 제방을 쌓고 강수기에는 이 속에 물을 저장한 후, 경지에 물
이 스며들어 비옥한 진흙이 침전한 곳에 씨를 뿌리는 방법이다.(출처: 관개 농업과 댐 건설, 네이버
블로그 강생이, https://blog.naver.com/ii8910/140169094650)
32) 염류 집적(鹽類集積 , salt accumulation, salinization). 지표수, 지하수 및 모재 중에 함유된 염분이
강한 증발 작용 하에서 토양 모세관수의 수직과 수평 이동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지표에 집적되는
과정. 건조 및 반 건조 기후 지대에서 많이 일어나며, 시설 하우스와 같이 폐쇄된 환경 또는 과잉
시비된 토양에서 일어나기도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토양비료 용어사전, 한국토양비료학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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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후 1960년) 때에 아스완 하이 댐(AHD)을 착공하여 1970년에 준공하였다.
아스완 하이 댐에 의해 만들어진 나세르 호는 길이 500km, 총 저수 용량 1,623
억 톤이나 되는 큰 저수지이다. 이후 이집트 나일 강은 유량의 완전 관리라는 새로
운 시대에 들어간 것이다. 이는 무함마드 알리가 19세기 초에 뛰어들었던 강 사업
의 귀결이며 총 정리였다.

3.3. 아스완 하이 댐(AHD) 건설과 효과
아스완 하이 댐 공사로 1964년 이후 50여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의 홍수도 댐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댐 운용 개시 후의 농업에 관련된 영향에 대해 살펴보
면, 첫째, 댐의 방류가 매우 안정적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여름작물의 시작인 4월과
5월에는 과거에는 월 평균 유량이 매초 400m3까지 떨어져 가뭄을 겪고 있었는데
반해, 1,600m3라는 4배의 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1972~84년).
둘째, 물 공급에 따른 농지개발도 진행되었다. 1960년에 250만 ha이던 국가 전
체 농지면적은 45년 후인 2005년에는 350만 ha에 달하였다. 또 기존 농지의 대부
분은 예전에는 1년 1모작이었지만, 댐 운용 후에는 연 2모작 혹은 3모작이 가능하
게 되었으며, 연간 전체 작부면적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2005년 기준 680만 ha).
셋째, 안정된 관개에 의해 단수 증가도 실현되었다. 그 예로, 소맥의 단수가
1960년대 2.5톤/ha 정도였던 것이 2003년까지 6.5톤/ha로 급증하였다. 농산물의
다양화와 함께 이집트의 농업 생산이 아스완 하이 댐 건설 후에 비약적인 증대를
실현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에는 이집트의 농지 단위 면적당 수확량(單收)은 세
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
이들 농업의 발전은 단순히 물 증대에 의한 것 때문만은 아니다. 다양한 말단의
관개 배수시설 정비, 안정적인 관개를 전제로 한 재배 기술의 개발과 품종개량, 생
산 시스템, 농지 개혁을 비롯한 사회 경제적 정책 등이 수자원 증대 효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넷째, 나일 강 물에 포함된 토사의 양도 극단적으로 감소하였다. 아스완 하이 댐
건설 전(1929~55)에는 홍수에 포함된 부유 토사가 2,800ppm에 달했으나, 건설
후(1968~77)에는 연간 39~47ppm에 그쳤다. 이는 상류에서 내려가던 토사가 나
세르 호수 내 또는 그 주변을 맴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33).
33) 佐藤政良, ‘ナイル川の水資源とエジプトの水利用’, 日本水土總合硏究所(JI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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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공급이 없어진 농지에는 현재에는 화학비료가 투입되고 있다. 가축사육이
증가하고 대부분 소규모 농가에서는 가을에 콩과 식물인 이집트 목초인 벨심
(berseem clover34))을 윤작하고, 퇴비를 만들어 농지에 넣는 농법이 정착되고 있
다.
다섯째, 염해 문제가 있지만, 아스완 하이 댐 건설 이후에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
되면서 2003년 시점에서 전 관개면적의 88%가 염해에서 커버되고 있다.

3.4. 이집트의 수자원이 가진 문제와 향후 과제
이집트의 수자원이 가진 문제는 다양하다. 주요 문제로 이하 3가지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첫째는 토양에의 염류 축적 문제이다. FAO(2005)35)에 따르면, 2005년
시점에서 관개에 따른 염류집적이 생긴 토양은 25만 ha, 이집트 전 농지 면적의
약 7%인데, 그 대부분이 델타 북부 지중해 근방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는 수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이집트는 아스완 하이
댐 건설로 매우 대량의 물 자원을 얻게 되었다. 그 효과는 막대하여 농업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인구가 그 무렵부터 급증하면서 1960년대 초에는
2,900만 명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1억 명 이상으로 3.5배가 되었다.
이 인구를 지탱하기 위해 사막의 신규농지 개발이 요구되고, 물 수요가 증대하
고 있다. 1988년 7월에는 나세르 호수의 저수가 바닥나게 되는 등 나일 강에 이제
물 자원의 여유가 없게 되었다. 이집트가 신규의 수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농
업지역인 델타의 관개의 절수를 도모하는 수 밖에 없다36).
셋째, 나일 강 유역 관리의 문제이다. 상류의 수자원 공급 국가가 자국의 권리로
관개개발을 추진하면, AHD에 유하 수량이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심각한 상
태가 된다.

34) 이집티안 클로버(Trifolium alexandrium). berseem clover라고도 한다. 내염성이 강한 두류과의 전작
물이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알라몬따냐, https://blog.naver.com/pyj5991/130039224082)
35) FAO, AQUASTAT, http://www.fao.org/nr/water/aquastat/countries_regions/EGY/index.stm, 2005
36) JST, 지구적 과제 대응 국제 과학 기술 협력(SATREPS)분야 영역 "환경･에너지 "과제･안건명 "나일
강 유역의 식량･연료의 지속적 생산" (상대국:이집트) 종료 보고서 , 2015, www.jst.go.jp/global/kadai/
pdf/h2007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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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집트 농업 현황37)
4.1. 이집트의 농업 생산
농업은 이집트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2010년대 이후 농업이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농업 생산액 절대치 증
가에도 불구하고 GDP 중 농업의 비중이 다소 낮아진 상태이다.
데이터를 통해 보면, 2009년(2008/2009 회계연도)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1%였으나, 2012년(2011/2012 회계연도)에는 GDP의 14.4%를 차지하는
등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38). 하지만, 최근 이집트 경제 회복에 힘입어
농업생산액 절대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그 비중이 11.85%로 낮아졌
다39).
<표 1> 이집트 농림수산업의 지위(2016년)

국내총생산(GDP)
그 중 농림수산업
1인당 GDP(US 달러)

명목액

GDP비

2,701 백만 달러

100%

318 백만 달러

11.85%
2,823

자료: UN통계. 일본농림수산성 국제부, ‘이집트 농림수산업개황 – 관개농업 -’에서 재인용

2013년 기준으로 이집트의 총 경지면적은 35,000㎢, 740만 페단(1 feddan =
4,200㎡)이다40).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1억 명을 돌파하였으며, 농용지는 전 국
토면적의 3.7％에 지나지 않는다. 국토의 95％가 사막지대이며, 나일 강 그 하구
삼각주의 좁은 지역에 인구와 농지가 집중되어 있다. 이집트의 농지면적은 1970년

37) 이 부분은 박성진･김승애, ‘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세계농업｣ 제19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12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보완 및 해설하였다.
38) 이집트 통계청(CAPMAS)
39) 일본농림수산성 국제부, ‘이집트 농림수산업개황 – 관개농업 -’, (https://www.maff.go.jp/j/kokusai/k
okusei/kaigai_nogyo/attach/pdf/index-77.pdf#search=%27%E3%82%A8%E3%82%B8%E3%83%97%E
3%83%88+%E8%BE%B2%E6%A5%AD%27)
40)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이집트 농업분야 동향, 2013년 4월 22일 게시, ( http://overseas.mofa.g
o.kr/eg-ko/brd/m_11517/view.do?seq=987389&srchFr=&amp;srchTo=&amp;srchWord=곡물&amp;src
hTp=1&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
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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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4,200 km2에서 2017년 3만 8,400 km2로 1.6배 증가하였다.
<표 2> 이집트의 농지면적 추이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7

농지면적(만 km2)
2.42
2.44
2.91
3.29
3.67
3.84

주: 국토면적 100만km2
출처: 이집트 중앙동원통계국(CAPMAS)

이집트의 서부는 대부분 건조한 사막 지대이다. 일부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산물
이 생산되기는 하지만,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동부 지역은 나일 강 오른 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산악 지대가 많다. 동부지역은 건조하고 지형도 평탄하지 않아
정착민이 거의 없다. 당연히 영농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석유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하여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시나이 반도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이 지역은
산악 지형과 모래 해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농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이집트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나일 강과 델타 지역, 오아시스 주변 지
역뿐이다. 이집트는 식량 수요가 증가하자 사막과 해안을 개간하여 경작지를 넓히
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이 가능한 지역 또한 황폐화되어 비옥함을 잃어가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토지 황폐화 예방을 목적으로 가축 방목을 제한하거나, 사막에 나무를 심는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황
폐화 속도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북부지역 외에 대부분의 이집트 지역의 연간 누적 강우량은 약
120~15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집트의 유일한 수자원 공급원은 나일 강이다.
이집트는 수단, 에티오피아 등 나일 강 주변 국가와 물 분배협약(water-sharing
treaty)을 체결하여 연간 555억㎥의 물을 나일 강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이집트는 전체 수자원의 약 85%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이집트는
농업을 중시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집트 2030 비전’의 지속가능 농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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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계획에 따르면, 이집트의 1인당 담수는 2008년 771㎥에서 2030년 550㎥로 급
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집트 정부는 물 소비가 적은 작
물을 재배를 장려하기도 하고, 생활하수를 농업용수로 재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인구증가와 농지 확대에 의해 수자원이 급속히 부족하게 된 측면도 있다. 이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리조합 조직화도 도모하고 있다.
이집트 농업은 소규모 농장 중심이다. 농업인은 취업인구의 약 4분의 1에 지나
지 않으며, 극소수의 대규모 경영농가가 대다수의 소규모 빈곤농가로 구성되어 있
다. 전체 농장의 70% 이상이 0.42 ha 이하의 규모이다. 대부분의 농지는 사유화
되어 있으며, 정부 사업에 의해 새롭게 개간된 농지도 80% 이상 개인에게 매각되
었다.
1970년대까지 이집트는 농산물 순 수출국이었다.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는 식량
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농업은 외화 수입(foreign exchange
earnings)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
알시시 정부는 2014년 집권 이후 외화 수입 증가 수단으로 농산물 생산량 증가
와 수출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는 농경지 개간, 비료 지원 정책을 통
해 농산물을 증산하여 내수를 충당하고 수출 증가까지 꾀하고 있다.
한편, 알시시 정부는 정부가 추진할 메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4년 400만 페
단(약 172만 ha)의 농지개척 계획을 세웠으나, 2015년에는 1차 농지개척으로 150
만 페단(약 65만 ha)의 사업추진으로 목표를 변경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주로 서방
사막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개 계획이었다.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도 추진되고 있다. 농업관계공사 등의 민영
화도 추진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한 통제도 거의 사라졌다. 또한 1992년에는 토
지개혁법을 일부 개정하여, 소규모 영세농가 보호정책에서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
적으로 농지규모 확대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소작료 자유화
등 토지소유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쌀, 소맥, 옥수수
등에 대해서도 생산성 향상을 볼 수 있다.41)

41) 재이집트 일본국 대사관, ‘エジプト基礎情報~産業’, 2017, (https://www.eg.emb-japan.go.jp/j/egypt_
info/basic/sangyo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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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 작물 및 특징
이집트는 따뜻한 기후 덕분에 일 년에 최대 3모작이 가능한 국가로 다양한 농산
물을 생산한다. 대표적인 생산 작물은 사탕수수, 사탕무, 소맥, 면화, 오렌지이
다.<표 3, 표 4, 표 5 참조>
1990년대 중반부터 주요 농작물에 대한 정부 통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현재
는 규제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집트 농작물 생산의 60%가 영세농(small-scale
farmer)들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영세농들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경작할
자유가 있다42).
이집트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17년 세계 농작물 수확량 통계에서 토마
토 5위, 양파 5위, 오렌지 7위, 쌀 15위, 포도 15위 등이 상위에 올라 있으며, 농업
도 기간산업 중 하나이다.
<표 3> 2011년 이집트 주요 식품･식량 수급표
단위: 천 톤

국내 공급
구분

생산량 수입량

재고
변화
-175

국내 유통
수출량

식용

가공용 사료용 종자용

폐기

기타

곡식(맥주 제외)

20,124 17,107

262

20,037

256

12,278

333

3,555 341

-소맥

8,407

9,836

2

181

11,598

0

4,170

241

2,060

0

-쌀
-보리

3,785
122

101
22

-177
0

44
25

3,137
23

0
21

114
61

58
5

220
9

138
0

-옥수수

6,876

7,121

0

9

5,023

147

7,396

22

뿌리작물
-감자

4,721
4,338

178
178

0
0

834
816

3,049
2,749

0
0

0
0

506
478

485
448

26
26

-고구마

275

0

0

15

223

0

0

10

27

0

23,251
15,765

0
0

0
0

1
1

172
172

137
137

0
0

설탕작물
-사탕수수

3,100 18,430 1,411
3,100 11,094 1,261

1,198 203

-사탕무

7,486

0

0

0

0

7,336

150

0

0

0

채소
-토마토

10,409
8,105

50
50

0
0

589
98

8,830
7,247

0
0

0
0

0
0

1,041
811

0
0

-양파

2,304

0

0

491

1,583

0

0

0

230

0

42)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이집트 농업분야 동향, 2013년 4월 22일 게시, (http://overseas.mofa.go.
kr/eg-ko/brd/m_11517/view.do?seq=987389&srchFr=&amp;srchTo=&amp;srchWord=곡물&amp;srch
Tp=1&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
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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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 공급
재고
생산량 수입량
변화

국내 유통
수출량

식용

가공용 사료용 종자용

폐기

기타

과일

9,942

390

18

1,750

7,620

7

0

0

989

0

-오렌지
-바나나

3,426
1,054

7
26

0
0

1,075
10

2,025
962

0
0

0
0

0
0

343
108

0
0

-대추

1,374

5

0

24

1,217

0

0

0

138

0

-포도
육류

1,321
2,085

23
196

0
0

63
0

1,141
2,373

7
0

0
0

0
0

132
0

0
0

-쇠고기

850

196

0

0

1,045

0

0

0

0

0

-양/염소고기
-돼지고기

127
0

0
0

0
0

0
0

128
1

0
0

0
0

0
0

0
0

0
0

-가금육

888

0

0

0

921

0

0

0

0

0

계란
우유(버터 제외)

306
5,789

0
0

0
1

0
0

0
0

0
50

0
915

68
0

12
289

0
42

수산물

1,363

0

0

0

0

0

36

0

0

0

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표 4> 이집트 농업 관련 데이터43)
인구

9,810만 명(중동.아프리카에서 2위), 2019.1

노동인구

2,600만 명, 2017년

농업종사자

351만 명(농업인구의 약 1/4), 2017년

중앙연령

24.7세, 2016년

실질 GDP

2,495억 달러(아프리카에서 3위), 2018년 추계

농수산물 생산

약 277억 달러(GDP의 약 11%), 2016/17년도

1인당 GDP

2,537 달러, 2018년도 추계

농업분야 임금

연평균 수입 약 1,957달러(남성), 2016년

GDP 성장율

5.3%, 2018년 추계

노동분야 성장율

3.1%, 2017/18년도

주요 산업(%는 대GDP
비율)

제조업 16%, 도소매업 13%, 농수산업 11%, 부동산업 10%, 석유.천연가스 9%

기후

사막성 기후, 지중해 연안부 부근은 지중해성 기후

온도, 강수량

여름 36-26도, 겨울 17-10도, 연강수량 약 26mm

언어

아라비아어, 이집트 방언

종교

이슬람교(90%), 콥트 기독교(약 10%)

출처: 이집트 중앙동원통계국(CAPMAS), 국제통화기금(IMF) 및 글로벌 노트(일본), (https://www.globalnote.jp/p
ost-2488.html?cat_no=111)
43)관련 데이터들은 앞에서 제시한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는 시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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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단위: 만 톤

사탕수수
사탕무
소맥
토마토
옥수수
쌀(벼)
오렌지
대추야자
원유(소)
원유(물소)

2012
1,555
913
880
863
809
591
279
140
256
315

2013
1,578
1,004
946
829
796
572
286
133
252
291

2014
1,606
1,105
928
829
806
547
314
147
292
255

2015
1,590
1,198
961
774
780
482
335
168
219
235

2016
1,576
1,332
900
794
794
630
344
169
219
238

출처: 이집트 중앙동원통계국(CAPMAS), 국제통화기금(IMF)

1990년대 이후의 생산면적의 자유화, 공출 의무 폐지, 유통의 자유화 등 농업개
혁에 의해 생산은 서서히 증대되어 농업 생산액은 <그림 2>와 같이 증가 경향에
있다. 생산액은 2004/2005년도의 127억 이집트 파운드(LE)에서 2016/2017년도
472억 LE로 3.7배 증가하였다.
이집트에서 쌀 생산량 또한 많은 편이다. 쌀 생산의 약 80%는 자포니카 타입의
쌀이다. 인디카 타입 쌀도 있지만 이집트인들은 자포니카 쌀의 맛을 좋아하며, 현
지 요리에도 현지산 자포니카 타입 쌀을 많이 사용한다.
<그림 2> 이집트의 농업생산액 추이

주: 년도는 회계연도(예: 2005는 1004/05를 의미)
출처 : CAP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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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통계에 따르면, 이집트의 ha당 쌀 단수량은 2017년 9.3톤으로 세계 2위,
10년 전인 2007년에는 9.8톤으로 세계 1위였다(표 6).
<표 6> 세계의 쌀 단수
(단위: 톤/ha, -는 수치 없음.)

2017년

2007년

순위

국가

단수

순위

국가

단수

1

호주

9.8

1

이집트

9.8

2

이집트

9.3

2

호주

8.3

3

우루과이

8.5

3

미국

8.1

4

미국

8.4

4

우루과이

7.9

5

터키

8.2

5

그리스

7.6

6

타지키스탄

7.8

6

엘살바도르

7.5

7

스페인

7.8

7

모로코

7.4

8

온두라스

7.3

8

스페인

7.1

9

모로코

7.2

9

터키

6.9

10

페루

7.2

10

페루

6.7

_

일본

6.7

_

일본

6.5

출처: FAOSTAT.

이집트 정부는 물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벼 재배를 제한하고 있다. 2000년대 쌀
은 고품질 경쟁력인 이집트 면화에 이어 농산물 수출 품목이었으나, 최근에는 국
내 소비가 확대되면서, 수출이 줄고 정부가 수출제한도 시작하였다.
주식인 ‘아이시’44)라는 납작한 빵의 원료는 소맥이다. 소맥은 이집트에서 주요
생산품목이기도 하지만, 국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집
트는 세계 최대의 소맥 수입국이었던 때도 있었으며, 현재에도 세계 소맥 수입량
의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정부가 소맥을 수매하고 관리한다. 빵에도 보조금을 도입하여 시
민들은 싼값에 빵을 구입할 수 있지만, 수입량은 국내 소비량의 절반인 약 1,000
만 톤 정도를 차지하여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44) 이집트의 주식인 빵의 이름으로, 이집트는 사회주의 국가로 식량배급제에 의해 아이시 바라디라는
빵을 국민들에게 배급하고 있다.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고 푹신하여 ‘걸레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출
처: 네이버 블로그 orgbeast, https://blog.naver.com/orgbeast/2007070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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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작으로 겨울에는 소맥, 목초 등을 여름에는 옥수수, 쌀, 원예야채 등을 생산
하며, 비료이용이 늘어 영농비용이 높아졌다. 염해방지를 위한 배수관개 공사가
진행되는 한편, 염분집적으로 영농이 어려워진 땅에서는 양식장 전환도 이루어지
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막에 농지를 확대하는 시도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
로 국토의 3.8%인 농지를 2030년까지 5%에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 부족
우려하여 지하수 조성에 따른 농업, 스프링클러 관개, 해수 담수화 사업 등의 계획
도 마련하였다.
한편, 2018년에는 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상품의 표시와 광고에 관한 규칙
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식품의 안전과 수출 촉진
을 위해 2019년에 국가식품안전청(National Food Safety Authority)을 설립하
여, 음식의 품질 관리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 관리와 친환경 수재배 농업을 하는 스타트업인 애그리마틱
(Agrimatic)이라는 기업도 나타났다. 이집트에서는 소농가가 많고, 조직화와 계약
판매 등이 보급되지 않아 농가들이 시장에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판매처를 찾고
있다. 최근에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상류･물류로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
여 소매점을 통하지 않고 농가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신선채소･과실을 전달하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브루트(Vroots)가 2019년에 창업하기도
하였다. 실업률이 높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식품을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45).

4.3. 사탕수수 및 사탕무
2016년 기준으로 이집트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작물은 사탕수수이다. 이집트
에서 사탕수수는 주로 나일 강 근처에서 재배된다. 2월 또는 9월에 파종되며,
10~12개월 재배하면 수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탕무는 8월에 파종하면 다음 해
3월에 수확할 수 있다. 이모작도 가능하다.
1 페단에 사탕수수를 재배하려면 약 8,000㎥의 농업용수가 필요하지만, 같은
면적에 사탕무를 재배하면 약 3,000㎥의 물로 재배가 가능하다. 사탕무는 사탕수
45) JETRO 地域･分析レポート, ‘エジプト農業と農産品輸出の現状と課題’, 2019年12月27日자 기사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19/b08cfbba6c02890f.html)

356

특집: 이집트 농업 제1편 - 이집트 농업현황과 과제

수보다 재배 기간도 짧다. 때문에 농가는 사탕무 재배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사탕수수 및 사탕무 재배 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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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4.4. 소맥
소맥은 이집트 국민의 기초식량이다. 하지만 생산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
이다. 앞으로도 이집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집트의 소맥 수입
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 입장에서 식량 안보 확보와 소맥 수입에 따른 외화 유출을 막으려면, 소
맥을 국내에서 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이집트의 토양과 기후에 맞춘 품종을
개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소맥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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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맥 생산량 변화
10,000
9,500
9,000
천
톤

8,500
8,000
7,500
7,000
6,5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이집트는 인구대비 소맥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이집트
에서는 1인당 연간 소맥 소비량이 180kg 수준이다. 미국의 1인당 소맥 소비량의
3배나 된다.
이집트 국민들은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20% 이상이 1일 소득 2달
러 이하, 20%정도가 소득 2∼2.5달러의 생활을 하고 있다. 소득 수준도 낮을 뿐
아니라, 문화적 규범 측면에서도 곡물 중에서도 소맥을 가장 많이 소비한다. 이집
트에서 소맥 소비량이 많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맥은 식량 안보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부터 이집트 정부는 빈곤
층을 빵 가격 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맥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
지만, 보조금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혜택이 부유한 도시민들에게만 집중
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집트는 여러 차례 빵으로 인한 폭동(bread riot)을 겪은 바 있다. 1977년 사다
트(Anwar Sadat)46) 대통령이 외자 유치를 위해 IMF의 요청대로 밀가루(소맥분)

46) 안와르 사다트(Muhammad Anwar Sadat). 이집트의 군인･정치가. 자유장교단을 결성하고, 1952년
이집트혁명 때 참가하였다. 제3대 대통령이 되었고, 현실주의적인 온건노선을 취하여, 1977년 이스
라엘을 방문하고 중동평화의 길을 열었다. 사다트는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육군대학을 졸업하였다.
G.A.나세르와 함께 자유장교단을 결성하고, 1952년 이집트혁명 때에는 자유장교단의 일원으로서 참
가하였다. 1951∼1957년에 국무장관, 1957∼1961년 국민연합(아랍사회주의자연합)의 서기장, 1961
년에 국민의회 의장을 거쳐, 1962∼1964년 대통령평의회의원을 지낸 후, 1964년 부통령 겸 국민의
회 의장이 되었다. 1970년 9월 대통령 나세르가 병으로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10월 제3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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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철폐하려다가 이집트 전역에서 폭동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800여명
이 사망하였으며, 보조금은 유지되었다. 2008년 국제 곡물가가 사상 최고치로 치
솟은 식량위기 당시에도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이 국영 빵집의 1인당 구매량
을 20개로 제한하자 또 다시 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이집트 정부는 2013년 소맥 수입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PBDAC(Principal
Bank for Development and Agriculture Credit)를 통해 현지 농민들로부터
4~500만 톤의 소맥을 구입함으로써 수입을 대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러나 일각에서는 이집트 정부의 이 같은 소맥 현지 조달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의 소맥 수확량은 300만 톤을 넘
지 못했다.
ACDI/VOCA(Agricultural Cooperative Development International/Volunteers
in Overseas Cooperative Assistance)에 의하면, 강우량이 적은47) 이집트는 소
맥과 같은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관개용수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
이 들어, 소맥 생산은 경쟁력이 없다고 한다. 소맥을 싸게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빵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유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집트는 농업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작물 생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2013
년 기준 각 작물의 1에이커 당 수익은 소맥 4,000 이집트 파운드(이하 LE), 감자
20,000 LE, 포도 40,000 LE, 딸기 100,000 LE인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48).
이집트는 세계 최대의 소맥 수입국이지만, 인구대비 소맥 생산량이 세계에서 가
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2017년 기준으로 이집트 전체 소맥 소비량은 2,000만
톤에 달하며, 이 중 1,250만 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빵은 이집트인들의 기초

으로 취임하였다. 1973년 제4차 아랍이스라엘분쟁 때에는 직접 이집트군을 지휘하여 전세를 유리하
게 이끌었다. 그는 현실주의적인 온건노선을 취하여, 1977년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중동평화의 길을
열었다. 이로 인하여 1978년 이스라엘의 수상 베긴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며, 이어 1979년 3
월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에 조인하였다. 이렇듯 중동평화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던 그는 1981년 10
월 6일 카이로 근교 나스루에서 대(對) 이스라엘 10월전쟁 8주년 기념식장에 참석하였다가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47) 이집트에서는 주로 11월-3월 기간에 비가 내리며, 평균 강우량은 알렉산드리아 등 북부 해안지역
200∼300mm, 나일 삼각주 지역 50∼100mm, 카이로 인근 지역 10∼30mm이다.
48)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이집트 농업분야 동향, 2013년 4월 22일 게시, (http://overseas.mofa.go.k
r/eg-ko/brd/m_11517/view.do?seq=987389&srchFr=&amp;srchTo=&amp;srchWord=곡물&amp;srchT
p=1&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
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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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이기 때문에 식량안보는 물론이고 개발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맥은 빵의 주 재료로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국민들은 ‘아이시 바라디’
라는 이집트 전통 빵을 주 식량으로 섭취하고 있다. 국민의 20% 이상이 1일 소득
1.65달러 이하(Poverty Line), 1.65~2.5달러가 약 30% 정도를 점하고 있다. 소맥
은 사회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집트 서민층에게 빵은 절대적인 필수식품으로 정부의 '아이시 바라디' 지원 및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는 시위 및 폭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집트 정부는 소맥 공급
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집트 농업부는 5개 주(아스완, 룩소르, 소학, 민야, 베헤이라)에 소맥 확보를
위해 민간 농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소맥 생산을 높이려고 노력 중이다. 이에 소
맥의 생산성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18% 가량 증가하였고, 2017년부터
2030년까지는 약 1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49).

4.5. 오렌지
이집트는 최대 오렌지 수출국이기도 하다. 이집트에서는 약 13만 ha의 농지에
서 오렌지를 재배하고 있다. 이집트가 수확하는 과일의 약 30%는 오렌지이다.
2015년 기준으로 이집트의 연간 오렌지 생산량은 약 240만 톤이다. 이 중 63%
는 내수용이며, 33%는 수출하고 있다. 나머지 4%는 주스의 원료로 사용된다.
오렌지는 다른 작물에 비해 공급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 때문에 소규모 농가도
오렌지 재배를 선호한다. 이집트 전역에서 오렌지가 재배되고 있지만, 특히 나일
강 유역에 있는 녹지(green area)가 오렌지의 주산지이다.
이집트가 오렌지를 수출하는 주요 수출 대상국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이
다. 최근 러시아가 터키산 오렌지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이에 대체한 이집트 오
렌지 수출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9) KOTRA 이집트지사, ‘이집트 농림수산식품 산업_농업’, 2018년 12월 24일자 게시, (https://news.kotra.
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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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상 국가별 오렌지 수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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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www.usda.gov).

4.6. 면화
이집트산 면화는 세계에서 품질을 인정받는 이집트 대표 작물이다. 세계적으로
최고급 품질을 자랑하는 이집트산 면화는 이집트 농업의 수출 1위 품목이다. 이집
트 면화는 최고급 품질을 자랑하며 이집트 농업 수출 1위 품목으로, 2017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42만 Bales50)에 달했다.
이집트의 면화 경작지는 2017년 22만 페단에서 2018년 33만 6천 페단으로 확대
되었다. 이집트 면화 산업은 매해 평균 90~100만 Bales의 원면을 생산해왔으나,
신흥 개발 국가들의 섬유산업이 발달하고, 중국시장의 원면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
게 되면서 이집트의 면화산업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 2011년 이집트 민주화 혁
명을 거치면서 경기침체로 생산량이 감소했다가, 2016년 이집트 외환위기 때 면화
생산 증대시켜 수출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2016/17년 면화 생산량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30만 Bales이었고,
2017/18년 면화 생산량은 42만 Bales로 전년도 대비 40% 가량 증가하였다. 이 중
약 22만 5천 Bales를 수출하였다. 이집트 면화 주 수출국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
터키였다.
과거 이집트 면화는 주로 유럽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었으나, 2010년대 들어서

50) bale. 면화나 섬유 무게 단위로 1 bale은 약 218-2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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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시아권 시장으로도 확대되고 있다51). 과거에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그
리스 등 유럽시장이 주 수출 대상 국가였으나,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아시아권
공급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면화는 이집트 농산물 가운데 가장
수출량이 많았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발국들의 섬유산업
이 발달하면서 이집트산 면화는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1999/2000년의 경우 이집
트의 연평균 면화 수출량은 2만 5,000톤에 달하였다. 하지만, 2013/14년 수출량
은 5,670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집트에서는 수작업으로 면화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면화 생산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것이다. 게다가 이집트 국내에서도 면화에 대한 수요
가 줄어들어, 농가들은 면화 생산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6>.
<그림 6> 면화 재배면적 변화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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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이집트 정부는 면화의 경쟁력을 회복을 위해 면화 수매제도를 추진하고, 면화
재배농가에 대해 보조금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품질을 높여 차별적인 경쟁력
51)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이집트 농업분야 동향, 2013년 4월 22일 게시,
(http://overseas.mofa.go.kr/eg-ko/brd/m_11517/view.do?seq=987389&srchFr=&amp;srchTo=&amp;src
hWord=곡물&amp;srchTp=1&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
any_cd=&amp;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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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면화 품질과 생산성 개선을 위한 연구
도 진행하고 있다.
이집트 면화산업은 생산부터 의류 수출까지 섬유 관련 모든 과정이 이집트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의류 생산 시 원･부자재 조달이 안정적이
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각 분야의 발전단계가 조화롭지 못할 경우
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 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집트 섬유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면화 및 직물 생산의 비
효율성이다. 또한, 면화 생산이 기계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기 때
문에, 인건비가 관련 비용의 약 30~40%를 차지한다.
생산된 면화의 상당량이 해외 수출된 후 고가의 직물 형태로 이집트로 재수입되
는 실정이다. 해외 유력기업과의 합자투자(Joint Venture) 등을 통한 기술 도입으
로 이집트 내에서 부가가치 추가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집트에서도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생산량 증대, 생산 부문의 민영화, 정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구매 지원 등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많은 면화 소비 및 생산
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2016년에는 최고 품질의 면화 종자를 제외
한 모든 면화의 재배를 금지하여 경작면적을 급격히 줄임과 동시에, 최고급 면화
의 품질을 복원하였다52).

4.7. 옥수수53)
이집트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2년 기준 740만 톤으로 주요 식량작물 가운데 가
장 많은 수확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총 경지면적은 약 212만 페단이며, 1 페단 당
생산성은 6.4톤이었다.
옥수수는 흰 옥수수와 노란 옥수수로 구분되며, 흰 옥수수는 이집트 전체 옥수
수 경작의 85%에 달한다. 또한, 옥수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료로써 적합하기

52) KOTRA 이집트지사, ‘이집트 농림수산식품 산업_농업’, 2018년 12월 24일 게시, (https://news.kotra.o
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3078)
53)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이집트 농업분야 동향, 2013년 4월 22일 게시, (http://overseas.mofa.go.kr/
eg-ko/brd/m_11517/view.do?seq=987389&srchFr=&amp;srchTo=&amp;srchWord=곡물&amp;srchTp=
1&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
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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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80%가 가축의 사료로 쓰이고 있다.
5년 정도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생산량 640만 톤으로 크게 줄었
으나, 전체 수요량 1,600만 톤 대비 40% 내외를 충당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옥
수수 생산성을 증가시켜 2030년까지 자급률을 9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
정하여 놓고 있다.
2012년에 비해 5년 후인 2017년 기준으로는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경
지면적이 약 50만 페단으로 크게 줄었다.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이집트 정부로서
는 옥수수 수입을 줄이고 국내생산량 확대를 위해 옥수수 경작지를 100만 페단까
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54).

4.8. 쌀55)
쌀 경지면적은 2012년 약 110만 페단이며, 1페단 당 생산성은 4.2톤이다.
2008/2009년 724만 톤이었던 쌀 생산량은 2011/2012년 460만 톤을 기록하는 등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쌀은 2009년에 724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이집트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던
2011년에는 300만 톤까지 생산량이 급격히 추락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다소 회복
하여 2017년 기준으로는 330만 톤 정도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부족한 소맥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2012년 말부터 쌀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중･하위층은 주로 소맥을, 상류층 일부는 식량
보조금이 없어도 상대적으로 비싼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소맥과 쌀은
대체재의 성격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옥수수나 소맥에 비해 경작 시 2.5배 이상의 물을 필요로 하는 쌀은 에티오피아
댐 건설56)로 인해,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이집트 정부에 의해 쌀 경작지 축소
54) KOTRA 이집트지사, ‘이집트 농림수산식품 산업_농업’, 2018년 12월 24일 게시, (https://news.kotra.or.
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3078)
55)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이집트 농업분야 동향, 2013년 4월 22일 게시, (http://overseas.mofa.go.kr/
eg-ko/brd/m_11517/view.do?seq=987389&srchFr=&amp;srchTo=&amp;srchWord=곡물&amp;srchTp=
1&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
m=&page=1)
56) 나일 강의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난제이다. 이집트는 1960년부터 10년
에 걸쳐 나일 강 상류에 대규모 아스완하이댐을 건설한 뒤 전력 생산 등 경제에 활용하였다. 그러면
서 이집트는 정작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나일 강 상류 국가들이 댐을 건설하는 것을 막았다. 또 이집
트는 1929년 영국, 1959년 수단과 각각 체결한 나일 강 수량에 관한 협정을 내세워 나일 강의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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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 기준, 2017년 쌀 경작지 총 170만 페단 중 70만 페
단에 한해서만 쌀 농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나일 강 델타지역에서만 쌀농사를 허가하고 있고, 그 외 수에즈, 시나이반도,
메노피아, 기자 지역 등에서는 쌀농사를 금지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
고 있는 실정이다57).

4.9. 기타 작물58)
이밖에 콩과 땅콩, 양파, 마늘 등이 이집트의 주요 농산물이다. 하지만, 생산성
이 낮고 연간 수확량의 편차가 심해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농업 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9월부터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토쉬카
(Toshka) 지역의 방대한 경작지 개발을 위해 주변 아랍국 및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었다.
이집트 정부는 7억 이집트 파운드를 들여 토쉬카 지역의 토양정비를 완료했다
고 밝힌 바도 있다. 이집트는 국내 경작지 면적을 늘리고, 이집트 식량산업의 발전
및 국내투자 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소작농을 두어 5,000개의 일
자리 창출 또한 기대하고 있다.

5. 이집트 농산물 교역 현황
이집트는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식량 자급자족 및 순 수출국이었으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현재는 연평균 40억 달러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이

원을 80% 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점에서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 댐은 나일
강 수자원에서 오랫동안 패권을 누려온 이집트에 커다란 도전인 셈이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앞
으로 르네상스댐에 관한 접점을 원만하게 찾을지, 아니면 분쟁이 심화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2020
년 4월 3일 현재까지는 에티오피아가 르네상스 댐 건설이 국가 주권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물
분쟁에 대해 양보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까지 양국의 간극을 생각할 때
자국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출처:
연합뉴스, ‘[특파원 시선] 코로나19 와중에 계속되는 나일 강 물분쟁’, 2020년 4월 3일자 기사)
57) KOTRA 이집트 지사, ‘이집트 농림수산식품 산업_농업’, 2018년 12월 24일자 게재, (https://news.kotr
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3078)
58) KOTRA 이집트 지사, ‘이집트 농림수산식품 산업_농업’, 2018년 12월 24일자 게재, (https://news.kotr
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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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트의 수출품목으로는 조제 식료품, 신선 과실, 신선 오렌지, 유제품이 상위 10안
에 들며, 이들 산업은 이집트의 주요한 수출품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59)
이집트의 주요 수입 농작물은 2011년 기준 소맥(1,685만 LE60)), 옥수수(1,243
만 LE), 소맥가루(7,416 LE) 등이며, 주요 수출 농작물은 오렌지(3,212만 LE), 감
자(1,525만 LE), 쌀(2,675 LE) 등 이었다61)(2013.4.21 기준 1US $ = 6.9122 LE)
<표 7> 이집트의 주요 품목별 수출(통관기준)
(단위:100만 US 달러, %, -은 마이너스치)

수출(FOB)
품목

2017

2018

금액

금액

구성비

신장율

원유(原油)

2,091

2,133

7.3

2.0

기성복

1,453

1,597

5.5

9.9

비료

1,094

1,378

4.7

26.0

프라스틱1차제품

753

955

3.3

26.8

석유제품

664

696

2.4

4.8

각종 조제식료품

317

671

2.3

111.7

신선 오렌지

544

664

2.3

22.1

신선 과일

612

536

1.8

- 12.4

주단, 키림(kilim*)

317

314

1.1

- 0.9

유제품(乳製品)

304

311

1.1

2.3

총액(기타 포함)

26,285

29,211

100.0

11.1

*중동 지역 융단의 일종
출처: CAPMAS, JETRO 地域･分析レポート, ‘エジプト農業と農産品輸出の現状と課題’, 2019年12月27日자 기
사에서 재인용

59) JETRO
地域･分析レポート, ‘エジプト農業と農産品輸出の現状と課題’, 2019年12月27日자 기사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19/b08cfbba6c02890f.html)
60) 이집트 파운드(EGP)는 이집트의 통화이다.
61)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이집트 농업분야 동향’, 2010.4.22. 게시, (http://overseas.mofa.go.kr/eg-k
o/brd/m_11517/view.do?seq=987389&srchFr=&amp;srchTo=&amp;srchWord=곡물&amp;srchTp=1&a
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
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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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농업분야 수출입 동향, 2009-12.6
(단위 : 백만 US 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수출

2,539

2,595

2,481

1,359

수입

4,129

6,231

7,265

3,638

출처: 이집트 통계청(CAPMAS),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이집트 농업분야 동향’, 2010.4.22. 게시에서 재인용

하지만, 최근에는 이집트의 농산물 무역 품목에 있어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
다.62) 2016년 기준 농산물수출입 상위 5개 품목을 살펴보면, 수출품목 중 오렌지
는 여전히 1위 품목이지만, 2위 이후부터는 조제 식료품, 건조 양파. 정제당, 포도
의 순으로, 원료 농산물에서 다소 가공된 형태의 농산물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입 품목에서도 여전히 소맥 수입이 1위를 지키고 있다. 2
위 이하 품목을 보면, 옥수수, 대두박, 쇠고기, 대두의 순이다. 즉, 대두와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표 9> 이집트의 5대 농수산물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US 달러, %)

수출

수입

품목명

수출액

점유율

품목명

수입액

점유율

오렌지

502

15.0

소맥

1,706

16.9

조제식료품

206

6.1

옥수수

1,109

11.0

건조 양파

198

5.9

대두박

669

6.6

정제당

175

5.2

쇠고기

627

6.2

포도

170

5.1

대두박

371

3.7

총계

3,354

100.0

총계

10,081

100.0

주: 임수산물 제외
자료: FAO 통계, JETRO 地域･分析レポート , ‘エジプト農業と農産品輸出の現状と課題’, 2019年12月27日자 기사
에서 재인용

62) 일본 농림수산성 국제부, ‘이집트 농림수산업개황 – 관개농업 -’, (https://www.maff.go.jp/j/kokusai/k
okusei/kaigai_nogyo/attach/pdf/index-77.pdf#search=%27%E3%82%A8%E3%82%B8%E3%83%97%E
3%83%88+%E8%BE%B2%E6%A5%A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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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집트 농업의 과제63)
6.1. 소규모 영세 농업
소규모 농가와 밭을 가지지 못한 농업 종사자가 대다수인 저소득층이 많은 트럭
등 대형장비나 농업기계를 소유한 농가는 많지 않다. 이집트 중앙동원통계국
(CAPMAS) 통계에 의하면, 트랙터의 소유 대수는 2007년 10만대에서 2017년에
13만대로 증가 경향에 있다.
농업분야의 연간 임금은 약 2,000달러로 적기 때문에, 651만 명의 농업 종사자
의 대다수는 비싼 기계를 사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노지재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소수의 대규모 농가나 기업만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산품 수출
을 담당하고 있다. 수확, 농약 살포, 포장, 신선도 관리에 관한 고도의 기기 도입
은 아직은 적은 상태이다.
1990년대 이후 생산면적 자유화, 공출의무 폐지, 유통 자유화 등 농업개혁에 따
른 생산은 점차 커지면서 농업 생산액은 증가 추세에 있다. 생산액은 2004/2005
년도에 127억 이집트 파운드(LE)에서 2016/2017년도에는 472억 이집트 파운드
(LE)로 3.7배나 성장하였다.

6.2. 물류 손실, 희박한 위생관념, 낮은 가격의 유통
이집트 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문제는 물류 손실이 많고, 위생관념도 희박하다
는 점이다. 인구 2,000여만 명의 카이로 수도권에서 가장 큰 청과도매시장인 오블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목재 바구니(토마토 약 20kg 수용) 수송과 여름철 고온으로
뜨거울 정도로 익은 상태의 채소가 많았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바구니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지만, 밭에서 수확한 후의 야적
이나 소매점에 줄 설 때까지의 유통으로, 많은 물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물류･상류에서의 품질관리가 불충분하여, 모양･색상의 나쁜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다. 모양･색상에 집착하는 이집트의 소비자는 많지 않지만, 모양이 나쁜 것들은

63) 이 부분은 일본무역진흥협회(JETRO), ‘エジプト農業と農産品輸出の現状と課題’, 2019年12月27日字
게시(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19/b08cfbba6c02890f.html)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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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폐기량은 어느 정도는 억제되고 있
다.
위생관념이 희박하고 이물질 혼입도 보인다. 물건이 흉측한 것도 많다. 이들은
가격 측면에서도 낮은 상태이다. 오블 시장의 2019년 7월 상순의 도매가격을 기준
으로 살펴보면, 토마토 1kg 당 105~210원64), 오렌지 1kg 당 210~441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다. 시내의 부유층･중산층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는 소매점에서는 같
은 시기에 토마토가 1kg 당 525~683원, 서머 오렌지는 1kg 당 861~945원 정도
에 팔리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농산물을 생산해 봐야 농산물 판매에 의한 소득이 그리 크지 않다
는 것으로, 농업의 위축을 불러오는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 1> 도매시장 트럭으로 반입

<사진 2> 도매시장 나무박스로 판매

(JETRO 촬영)

(JETRO 촬영)

<사진 3> 도매시장 야적상태에서 판매

<사진 4> 서민을 수요층으로 하는 채소

(JETRO 촬영)

도매시장(JETRO 촬영)

64) JETRO 조사에서는 일본 엔화로 나타내고 있다. 원화 환산 엔화환율은 당시의 평균 환율인 1엔
=10.5원을 적용하였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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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중간층을 수요층으로 하는 채소

<사진 6> 부유층, 중간층을 수요층으로

시장(JETRO 촬영)

하는 채소 판매장(JETRO 촬영)

6.3. 주식인 빵의 원료인 소맥 수입으로 인한 재정부담
주식인 아이시라는 납작한 빵의 원료는 소맥이다. 정부가 소맥을 사들여 관리하
며, 빵에도 보조금이 도입되어 시민들은 저렴하게 빵을 구입할 수 있지만, 수입량
은 국내 소비량의 절반 수준인 약 1,000만 톤을 차지하는 재정부담이 커다란 문제
가 되고 있다.

6.4. 큰 토지 생산력 격차
이집트의 농토가 비옥하고 다모작이 가능하며, 비나 날씨가 흐린 날이 적은 일
조 시간이 많아 세계적으로도 단수가 높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적은 것 고온 건조
하고 해충이 적기 때문이다. FAO 통계에 따르면, 1 ha 당 쌀 단수는 2017년에 9.3
톤으로 세계 2위, 10년 전의 2007년에는 9.8톤으로 세계 1위였다. 오렌지 단수는
세계 탑 수준이었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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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세계와 이집트의 오렌지 단수 비교

그렇지만, 이러한 작물들은 주로 나일 강 주변을 중심으로 경작되고 있기 때문
이며, 이집트 전국을 대상으로 볼 경우,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이들 작물이 거의 경
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향후 경작 가능지역 확대
에 의해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6.5. 댐 건설과 관개에 의존한 농지 확대
이집트에서는 고대부터 나일 강을 수원으로 농업을 계속해 왔다. 매년 여름의
막바지부터 가을에 나일 강의 홍수를 이용하고, 농지의 염분을 씻어 연작장애를
방지하며, 더 상류의 토양이 축적되어 비옥하게 되어 갔다. 아스완 댐이 1902년에
완공되어 각 도시에 보(洑)가 건설된 농업용수가 정비되었다. 그 결과, 이집트에서
는 연 1기작에서 연중재배로 전환되면서 생산이 확대되었다.
1970년에는 세계 유수의 총 저수량을 자랑하였다. 현대의 피라미드 건설이라
는 거대한 아스완 하이 댐이 건설되면서 홍수에 따른 농지에 침수는 없어졌다. 정
부는 댐에서 안정적인 농업 수자원에 맞추어 나일 강 유역 및 내륙부의 관개 농업
을 확대시키고, 농지 면적은 1970년 2만 4,200 ㎢에서 2017년에는 3만 8,400 ㎢
까지 1.6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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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인구 증가와 공업화로 물 부족 우려
이집트에서는 인구 증가와 공업화의 진전으로 생활, 농업, 공업용수 이용이 증
가되면서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또 나일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에티오
피아가 그랜드 르네상스 댐을 건설하면서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이집트에서의 수
자원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수단을 포함 관계 3개국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
이다.
이집트 정부는 물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벼 재배의 생산을 제한하고 있다. 2000
년대에 쌀은 고품질로 경쟁력 있는 이집트 면화에 이은 농산물 수출 품목이었지
만, 최근에는 국내 소비가 확대되고 있어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집트 정부는
수출 제한도 시작한 바 있다.

6.7. 심각한 염해
댐 건설로 홍수로 인한 토양의 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연작장해 방지가 필요
하였다. 윤작으로서 겨울에 소맥, 목초 등, 여름에 옥수수, 쌀, 원예 야채를 생산
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료 사용이 늘면서 영농 원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염해방지를 위한 배수관개 공사가 진행되고, 염분 집적에서 영농이 힘든
토지에서는 양식장으로의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막에 농지를
확대하는 시도도 진행 중이며, 현재 국토의 3.8%의 농지를 2030년까지 5%로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물 부족에 대한 염려는 하지만, 지하수 수취에 의한 농업, 살수관개, 해수 담수
화 사업 등의 계획도 세워 추진하고 있다.

6.8. 연료 및 비료 가격 인상65)
연료부족에 따른 연료가격 급등으로 트랙터, 콤바인, 양수기(water pump) 가
동이 어려워 농업 분야가 타격을 입고 있다. 2013년 당시 디젤연료 가격은 공식적
으로 20리터당 22 이집트 파운드(LE=1,714원66))였는데, 연료를 구할 수 없는 농

65) 주 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이집트경제/시장정보, 2013.4.22.
66) 원/이집트 파운드 환율은 77.9원/이집트 파운드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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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암시장에서 원가의 2~3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영세농들은 곡물예취 및 탈곡을 위해 디젤로 작동하는 콤바인을 개인
소유주로부터 대여하고 있는데, 1시간당 50 LE(3,895원)이었던 대여비가 2013년
에는 100 LE(7,790원)로 두 배 상승하였다. 종전에는 1에이커당 200 LE(15,580
원)였던 트랙터 대여비도 400 LE(31,160원)로 두 배 상승하였다. 시간당 8
LE(623.2원)이었던 양수기(water pump)도 15 LE(1,169원)로 인상되었다.
미국 농무부에서 2013년 4월 초에 발행한 보고서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에 의하면, 이집트가 소맥을 수확하고, 포대에 넣어 저장창고까지 운반하
기 위해서는 1.5억 리터 이상의 디젤연료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디젤연료
부족이 작물 수확 및 유통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 받은 비료는 50kg에 75 LE(5,843원) 이지만, 경작에 필요
한 만큼의 비료를 얻기 위해서는 암시장에서 50kg에 150 LE(11,685원)를 주고 구
입해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현재까지도 이집트 농업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6.9. 러시아,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편향적 농산품 수출
이집트는 농산물의 국내 소비가 많지만, 중동, 유럽, 아프리카의 기회라는 지리
적 조건을 살려 수출도 하고 있다. 겨울에는 농업이 곤란한 러시아, 지중해를 끼고
있으며, 거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국가들이나 거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가깝고
사막성 기후인 걸프 산유국 등에 채소･과실을 수출하고 있다.
EU, 터키, 중동 아랍 제국, 아프리카와 다자 또는 양자의 자유무역협정(FTA)체
결로 인해 관세가 소요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도 많다67). 이집트의 수출
품목으로는 조제 식품, 생선 과일, 신선 오렌지, 유제품이 상위 10위 안에 드는 주
요 수출 상품이다. 농업 관련 상품으로는 비료도 수출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2018년의 오렌지 수출액은 6억 6,600만 달러이다<표 10 참조>.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세계 3위이자, 세계 수출액의 12.5%를 차지한
다. 전년에 비해서는 22% 신장되었으며, 최근 5년간으로는 연평균 10%씩 늘어나
는 등 오렌지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67) 이집트의 WTO, 그 외 협정 회원 상황에 대해서는 본지 허 덕 외, ‘이집트의 농업정책’, ｢해외곡물
시장동향｣ 2020년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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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과 같이, 오렌지, 포도, 감자, 양파 등이 2010년 이후 수출액이 늘고
있다. 감자 등 야채는 러시아 등에 수출되고 있다.
<표 10> 신선 건조 오렌지(HS080510)의 국가･지역별 수출액(2018년)
수출대상국
1

스페인

수출액
(100만 달러)

수출량
(만톤)

1,296

1,528

2 남아프리카공화국

770

3

이집트

666

4

미국

5
6

단가
(달러/톤)

전년대비
최근5년간
금액구성비
(%)
연평균 성장율(%)
(%)

848

2.0

1.0

24.3

1,279

602

774

861

2.0

7.0

14.4

2.2

10.0

12.5

625

504

1,239

-3.0

4.0

11.7

네덜란드

297

호주

230

316

939

13.0

10.0

5.6

189

1,220

1.0

16.0

4.3

7

홍콩

170

185

920

8.0

37.0

3.2

8
9

그리스

162

314

516

27.0

0.0

3.0

터키

161

450

359

3.0

-4.0

3.0

10

이탈리아

129

130

991

18.0

4.0

2.4

합계(기타 포함)

5,331

7,001

762

6.0

5.0

100.0

출처: UN. 일본무역진흥협회(JETRO), ‘エジプト農業と農産品輸出の現状と課題’, 2019年12月27日字에서 재인용

<그림 8> 이집트로 수출 증가세 농산물

한편, <그림 9>와 같이 2000년대까지는 면화와 쌀 수출이 많았지만, 2010년 이
후 수출은 줄고 있다. 또한 토마토, 소맥, 옥수수 등은 생산량은 많지만, 주로 국

374

특집: 이집트 농업 제1편 - 이집트 농업현황과 과제

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그림 9> 이집트의 수출 감소세 농산물

과일은 오렌지를 포함한 신선건조 감귤류 외에, 포도, 딸기 등도 수출되고 있다.
이집트의 오렌지 수출 대상국 1위는 러시아이다. 2018년 이집트에서 일본으로 수
출한 식품의 수출액은 2,206만 달러로, 주요 품목은 건조 양파, 냉동 딸기, 냉동
감자, 과실 잼 등이다<그림 10>.
<그림 10> 이집트의 과일 수출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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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의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요르단, 예멘 등 인근 중동･북 아
프리카 지역으로의 수출이 많다<표 11 참조>. 고도의 식품가공 산업은 아직 한정
되어 있지만, 수출은 신선 이외에 냉동, 건조 등의 가공 정도가 낮은(低次加工) 제
품이 많다.
<표 11> 2018년 이집트에서 가공식료품 수출(국가)
순위

수출액
(백만달러)
274
210
154
141
140
106
82
81
76
74
2,667

수출대상국

1
2
3
4
5
6
7
8
9
10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요르단
예멘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레바논
에리토리아
미국
알제리
합계(기타 포함)

전년대비
(%)
-4
42
13
27
4
-6
10
1
39
-6
6

출처: UN 통계. 일본무역진흥협회(JETRO), ‘エジプト農業と農産品輸出の現状と課題’, 2019年12月27日字에서 재
인용

6.10. 기타 문제68)
도시 확산(urban sprawl) 현상으로 인해 경작 가능한 농업용 토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농업용 토지가 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경작 가능 토지는 전 국
토의

3%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사막화(desertification)

및

염류집적

(salination)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염류집적 문제는 주로 아스완 하이댐 북
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11,736 ha의 토양이 유실되고 있
다.
에티오피아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나일 강수량이 감소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에티오피아는 대형댐 건설 계획(2011년 3월 발표)을 추진
하고 있다.

68) 주 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이집트경제/시장정보, 2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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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균독(mycotoxins), 잔류 농약(pesticide residues) 등도 이집트 농업의 주요
위험 요소이며, 기후 문제도 농업 생산량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기온이 2℃ 상승
하면 소맥 생산량이 15% 감소하고, 4℃ 상승하면 36% 감소한다는 자료도 있다.

6.11. 외국 기업의 활발한 진입
일본 기업으로는 고베물산이 농지개척, 사카타의 종자가 종묘 판매, JT가 물 담
배(시샤)회사 인수 등 활동하고 있다. 나일 인터내셔널은 건조 야채와 냉동 과실
등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외국 기업은 네슬레 하인츠 켈로그, 유니 레버, 하이네
켄, 히어로(스위스계 식품 가공 업체)등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2017년 8월 15일(한국 시간), 이집트와 한국-아랍 소사이어
티(KAS : Korea-Arab Society69))와 1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맺었다. 바
로 이집트에 31만 1,400 에이커(서울 면적의 2배) 면적의 땅에 농업도시를 건설하
는 프로젝트가 주요 골자였다. 전체 건설 프로젝트는 6개월 안에 5만 개의 스마트
온실과 태양광 발전소, 사료 생산공장,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리고 스테비아
(Stevia) 재배 단지까지 모두 건설한다는 계획이다70).

7. 맺음말
이집트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식량 자급자족 및 순 수출국이었으나,
인구 증가로 인해 1980년대 초반 연간 30억 달러 정도의 식량을 수입해오다가
1990년대 들어 연 평균 40억 달러 규모를 수입해 국내 수요에 충당하였다. 최근
이집트의 주요 수입 농작물은 2017년 기준 소맥(26억 달러, 1천 2백만 톤), 옥수수
(17억 달러, 9백 40만 톤) 등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외환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식량 수입 비중을 줄이기 위해 현

69) 한국-아랍소사이어티는 기존 경제협력 중심의 한국과 아랍의 관계를 정치, 문화, 학술 등 총체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아랍 22개국 정부 및 양 지역 기업, 유관단체 등이 모두 참여
하여 설립한 기관이다.
70) 네이버 포스트, ‘한국, 이집트에 100억 달러 농업도시 짓는다!’, 2017년 9월 1일 게시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384041&memberNo=2950908&vType=V
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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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농산물 생산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집트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이집트 내에는 약 3,000개의 농업 관련 기업들이 있다71). 지
속되는 물가상승과 이집트의 급속한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7월 과도
정부 총리였던 베블라위(El-Beblawi72))는 소작농에 감세 혜택을 주어 농업생산
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집트 시장은 9,7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더불어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여겨진다. 농업은 2016/2017 회계연도
기준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집트 내 가장 큰 고용시장을 제공하
고 있는 산업으로 약 660만 명의 노동력이 직간접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또
한 2017년 기준 이집트 인구의 약 24.84%가 농업관련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집트의 총 경지면적은 2016년 기준 약 376만 1,000ha(895만 페단)에 이르지
만, 아직까지 이집트 총 면적의 약 4% 수준이며, 나일 델타(Nile Delta) 지역에 집
중되어 있다. 이집트 정부는 경지 면적을 확대하고 자국 농산물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토지개간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집트의 주 생산 농산물은 소맥, 쌀, 면화, 콩 및 옥수수 등이다. 쌀은 2015년
기준 5천 8백만 달러 규모로 수출을 했었다가, 쌀 자급자족과 농수 부족 예상으로
쌀 생산량 감소를 예상하여 2016년 8월부터 쌀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도 있다.
이집트 농업분야는 연료부족에 따른 연료가격 급등으로 트랙터, 콤바인, 양수기
(Water Pump) 가동이 어려워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 확산(Urban
Sprawl) 현상으로 인해 경작 가능한 농업용 토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농업
용 토지가 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농작 가능 토지는 전 국토의
4%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사막화(Desertification) 및 염류 집적(Salination)이
71) KOTRA 해외시장 뉴스, 국별 주요산업, ‘이집트 농림수산식품 산업_농업’, 2018년 12월 24일자 게시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
173078).
72) 베블라위 정부는 모르시 대통령이 1년 만에 축출된 직후인 2013년 7월16일 군부 지원 하에 취임하
였다. 하젬 엘-베블라위 총리는 2014년 2월 24일 TV 생방송을 통해 이집트 과도정부의 총리 등 내
각 전원이 모두 사임했다. 이집트는 공공교통 근로자와 쓰레기 수거원 등 다수의 집단 파업이 진행
되고 있었다. 취사용 가스의 심각한 부족난이 신문 전면 뉴스로 등장하고 있었다. 엘-베블라위 총리
는 언론에서 경제난을 치유할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한 비판이 높
았다.(출처: 뉴시스 2014년 2월 24일자 기사, ‘이집트 베블라위 총리 내각 총사퇴…경제난 여파’,
(https://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24_0012745908&cID=10103&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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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염류 집적 문제는 주로 아스완하이댐 북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1만 1,736 ha의 토양이 유실되고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로부터 흘러 들어오
는 나일 강수량이 감소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 건설된 대형 르네상스 댐(GERD)73)에 관해서 이집트의 물 이용권
과 국익을 보장하지 않는 한 어떤 합의도 안된다고 주장해 온 이집트의 알시시 대
통령도 양국이 최종 협상의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형 르네상스 댐의 소재지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최대 수력 댐이 완공된
이후에도 나일 강에 대한 이집트의 물 이용권 지분과 용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
는 견해를 피력한 바도 있다. 이 댐 공사는 2020년 3월 현재 공정의 약 70%가 완
성되었다74).
이집트 농업부와 산업통상부는 이집트의 농산물 생산량 증가와 수출시장 확대
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집트 식품수출협회는 2020년까지 15억 달러의 수출
규모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집트 농업부 장관은 경제부흥정책
(Economic Stimulus Plan75))의 일환으로 내수시장을 충당하고 수출 증가까지 꾀
73)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은 청나일 강에 2011년부터 건
설중인 에티오피아의 중력댐이다. 수단 국경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에티오피아의 베니샹굴구무
즈 주에 있다. 면적이 서울시 연적 605 km의 3배인 1,800 km에 달하며, 공사비가 47억 달러로 에
티오피아 건국 이래 최대사업으로 에티오피아의 풍부한 전력을 바탕으로 1억 인구 에티오피아의 경
제도약이 예상된다. 6,450 MW의 댐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수력 발전소가
될 예정이다. 2017년 8월 기준으로 작업은 60% 완료되었다. 완료되면 댐은 물로 채우기 위해 5년
에서 15년이 걸린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74) 출처: 연합뉴스, ‘[특파원 시선] 코로나19 와중에 계속되는 나일 강 물 분쟁’, 2020년 4월 3일자 기사
75) 2013년 발표된 이집트의 경제부흥 5개년 정책. 2013년 여름 무르시 전 대통령 축출사태 이후 임시
정부가 출범하며 구성된 경제내각은 경제문제 해결에 실패했던 무르시 정권을 교훈삼아 대대적 경
기부양정책을 추진 중이다. 치안 안정 및 순조로운 정부 이양을 바탕으로 다각도의 국내외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노리고 있으며, 지난 3년간 투자가 14%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경제 부흥을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임시정부는
2013년 10월 경제부흥(Economic Stimulus Plan)을 주요 목적으로 296억 이집트파운드(약 43억 5,00
0만 달러) 상당의 추가 긴급 예산 편성을 승인하였다. 이는 주변 아랍국(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
이트)의 재정 지원 등의 영향으로 다소 여유가 생긴 임시정부가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더 적극적인
국정 수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인프라 개선에도 집중 투자한다. 이집트 정부는 경제
부흥계획의 일환으로 이집트 전역에 걸쳐 사회 위생(Sanitation) 환경 개선을 기조로 한 인프라 구축
에 집중적인 투자를 발표하였다. 또한, UAE가 49억 달러 규모의 추가지원을 약속해 자금조달 여건
이 한결 수월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도로 및 교량 보수, 도로포장, 농업경지 개간, 음용시설 및 위생
시설 확충, 환경 개선, 전력망 구축, 학교 및 대학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 기금 조성, 지하철 3호선 2
단계 공사, 공공버스 구매 등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 셋째, 수출환경 개선을 통한 수출경쟁
력 강화에 투자한다. 2013년 9월 기준, 9개월간 이집트의 수출액은 1,123억 이집트 파운드(약 163
억 달러)을 달성하여, 2012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다. 건축자재(257억 이집트 파운드), 화학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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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농업투자발전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01년부터

시작된,

이집트-이탈리아

간의

부채스왑76)(The

Italian-Egyptian Debt for Development Swap, IEDS)을 통해 그린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3단계 프로젝트가 2023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집트
농작물의 질적 향상 및 농작물 물류시스템 향상에 협력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집트 관개부 역시 이집트 Farafra 지역에 7만 페단의 농지 개설 프로젝트를 시
행 중에 있어, 향후 농업부문에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223억 이집트 파운드), 농산물(340억 이집트 파운드) 등이 주요 수출품이며, 최대 수출 대상국은 사
우디아라비아이다. 넷째, 빈곤층 회생을 통한 사회 정의 실현 노력이다. 임시정부는 공공부문 종사자
의 최저 임금 인상(월 700 이집트 파운드에서 1,200 이집트 파운드)을 단행하였으며, 개인소득세 면
제 최저소득 과표 상한 재설정(연 소득 5,000 이집트 파운드를 7,000 이집트 파운드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현재 이집트 인구의 35.4% 이상이 최저 생계비(하루당
2달러) 미만에서 생활하는 빈곤층으로 만성빈곤에 시달리고 있다.(출처: KOTRA 해외시장 뉴스, ‘이
집트 경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2014. 2. 17일자 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
/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27393)
76) 부채스왑(Liability Swap). 채권 발행자가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해 은행과 원화자금을 다시 교환
해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를 말한다. 발행자는 이환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달러 자금을 은행과 통
화스왑으로 교환해 원화자금을 조달한다. 즉 발행자는 CRS pay, 거래 상대방인 은행은 CRS receive
포지션이 된다. 원화 이자율 흐름을 헤징하기 위해 스왑뱅크는 IRS pay나 현물과 선물 등으로 듀레
이션을 축소시키는 거래를 형성하기도 한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CRS pay가 유입되면서 CRS 상승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이며, IRS pay로 인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역외에
서 자금을 조달하는 외표채 발행은 부채스왑을 통해 국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출처: 네이버블로그 the 4th market of Economics, 부채스왑(Liability Swap), 작
성자 solar, https://blog.naver.com/cbds89ch/7011371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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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곡물 수급 상황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박지원(국제곡물 관측 담당자) **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이집트의 곡물 수급 개황
우선 이집트의 곡물 공급 현황을 살펴본다. 2016년 기준 이집트의 농지1)는
37,338 km2 이다. 이는 이집트 전체 토지면적 중 3.8%에 해당한다. <그림 1>은
이집트의 농지 면적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이집트 아스완 하이 댐
이 건설된 1971년 이후 농지면적이 크게 증가하다가 1975년 이후 다시 크게 감소
하였으나, 1982년 이후부터는 다시 농지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75년에 비
해 2015년에는 1.6배 정도 증가하였다2).

* huhduk@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농지 비율은 영구적인 작물이 심겨져 있는 및 영속적인 목초가 심겨져 있는 경지인 토지면적의 비율
을 말한다. 경지에는 FAO에 의해 일시적으로 작물이 심겨져 있는 토지로 정의된 토지(2모작된 구역
은 하나로 카운트), 청예용이나 목초지용의 일시적인 목초지, 시장이나 텃밭 하의 토지, 일시적인 휴
경지가 포함된다. 이동 경작의 결과로 포기된 토지는 제외된다. 영구적인 작물이 심겨져 있는 땅은
장기간 토지를 점유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코코아, 커피, 고무 등 각각의 수확 후 다시 심을 필요가
없는 땅이다. 이 카테고리에는 개화저목(開花低木), 과수, 너트 나무, 포도 등이 심겨져 있는 토지는
포함되지만, 목재나 수목용으로 재배된 나무가 심겨져 있는 땅은 제외된다. 영구적인 목초지는 천연
작물과 재배작물을 포함하여 사료용으로 5년 이상 사용된 땅이다.
2) 이집트에서 농지면적의 변화는 이집트 농업정책을 비롯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하
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의 허 덕 외, ‘이집트의 농업정책’, ｢세계곡물시장동향｣ 2020년 4호,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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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집트의 농지면적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그림 2>는 이집트 전체 토지면적 중 농지면적의 비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토지면적 중 농지비율 역시 농지면적 추이와 동일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979년 전체 토지면적 중 2.4%에서 2015년에는 3.8%까지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 이집트 전체 토지면적 중 농지면적의 비율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농지 중에서도 관개시설이 정비3)된 총면적은 2017년 기준으로 3,714천 ha이
다. 다음 <그림 3>은 이집트의 관개시설이 정비된 경지의 총면적 추이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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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경지면적 추이의 모양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나일 강 댐 건
설 및 정부의 정책 등과 상관관계가 깊음을 알 수 있다. 최저 면적일 때인 1971년
과 최고 면적인 2017년을 비교하면, 1.5배 정도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림 3> 농지 중 관개시설 정비 총면적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이집트의 경지4)는 2017년 기준 2,787천 ha이다. <그림 4>는 이집트 경지면적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의 농지면적, 관개시설면적 등에 비해 1979년 이전까
지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1980년 이후에도 당분간은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점에
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앞의 농지면적, 관개시설 면적 등과는 달리 추세적으
로 커다란 변동을 보이고 있다는 양상에서는 다소 다르다. 특히, 1994년 이후
2,800천 ha 부근에서 매년 커다란 변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동
의 원인으로는 전 기작의 기상조건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 정권의 교체나
이에 따른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른 반응 그리고 해당 지역 작부 품목에 대한 수익
성 변동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5)
3) 작물에 물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구역이다. 이에는 완전 및 부분적인 관리 관개용으로 정돈된 구
역, 정돈된 저지대, 목초지, 연이은 관개용으로 정돈된 토지가 포함된다.
4) 농지 중 경지는 일시적인 작물이 심겨 있는 토지(2모작된 구역은 하나로 카운트), 예초용이나 목초지
용의 일시적인 목초지, 시장과 텃밭 하의 토지, 일시적인 휴경지(5년 미만)이다. 이동 경작의 결과로
포기된 토지는 이 카테고리에서는 제외된다. "경지"의 데이터는 잠재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5) 자세한 내용은 본지의 허 덕 외, ‘이집트의 농업정책’, ｢세계곡물시장동향｣ 2020년 4호, 한국농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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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집트 경지면적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이집트의 농업생산액은 2016년 기준 28,209.5백만 미국달러이다. <그림 5>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의 농업생산액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소의 증감은 있었
지만, 1991년 이후 줄곧 농업생산액이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2년 시장 개방 이후
농업생산액이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당시 70억 달러 수준
에 비해 2012년에는 최고치인 340억 달러 수준으로 4.9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이
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1991년 대비 4배 정도 늘어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5> 이집트의 농업생산액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제연구원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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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업 생산액 중 작물의 생산액은 2016년 기준 116억 7,830만 미국달러를
기록하였다. 농업생산액 추이에서 보이는 바와는 달리 2012년 이후에도 작물생산
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차이가 있다. 이는 2012년 이후 농업
생산액 중 작물을 제외한 품목에서 생산액이 크게 줄었음을 의미한다(그림 6).
<그림 6> 이집트의 작물생산액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이집트 인구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꼽을 수
있다. 이집트에서는 2000년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이 7%대에 달하였다. 이제까지
이집트 경제구조는 소위 수입경제였으며, 수입하기 쉽도록 통화 이집트 파운드의
환율 상장을 높게 설정하여, 이것이 국제경쟁력 결여와 국제수지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2016년 실시된 IMF 주도의 구조개혁에 의해 이집트는 환율상장을
대폭 절하, 과잉 수입을 억제하고, 외자유입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
을 높여 수출산업을 포함한 외자계 기업 유치를 위한 법 정비에도 착수하였다. 이
집트 경제성장률을 올리게 된 요인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집트의 인구증가율은 2019년 현재 2% 대로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6)
한편, 이집트의 수출입 상황을 살펴보자. 이집트의 2018년 총 수입액7)은 576억
6) 堀江 正人, ‘エジプト経済の現状と今後の展望-経済の復調が注目される中東北アフリカの大国エジプト-,
MUFG, 2019. 1. 8
7) 상품 수입은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소유권 변경과 관련된 이동 가능한 모든 상품(비화폐금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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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만 7,500 미국달러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다음 <그림 5>는 이집트의 총
수입액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이집트의 수입액은 2004년 이후 급
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입액이 급증한 이유는 이집트의 시장
개방화 정책으로 전환에 이어 2004년 대 EU 무역자유화 협정 발효로 인한 데서
찾을 수 있다.
2004년 이집트･EU 연합 협정이 발효되고, EU로의 공업제품 관세 철폐를 계기
로 2000년대 후반부터 공업제품 수출이 증가하였다. 수입측면에서는 최대 수입품
목인 석유제품, 2위 품목인 천연가스 외에, 3위 수입품목인 소맥은 60%가 러시아
에서 20%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고 있다.
생산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주요 농작물에 대한 정부 통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현재는 규제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집트 농작물 생산의 60%가 영
세농(small-scale farmer)들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영세농들은 가장 수익성이 높
은 작물을 경작할 자유가 있다8).
<그림 7> 이집트의 수입액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말한다. 데이터는 미화로 나타나 있다.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집트, 쌀 수출 재개 예정’, ｢세계농업｣-세계농업브리핑, 2008년 7월 28일자,
https://www.krei.re.kr/wldagr/selectBbsNttView.do?key=162&bbsNo=66&nttNo=4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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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는 세계최대 소맥 수입국이다. 이는 급속한 인구증가로 소맥수요가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소맥의 생산･유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소맥생산이 떨어지게 되어버린 점이 주 요인으로 볼 수 있다9). 소맥의 유통에 대
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면, 먼저 소맥을 비롯한 곡물
의 수입 변동의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이집트 수입 곡물 가운데 소맥 수입이 특히 많다. 이집트의 주식은 소맥이기 때
문이다. 로마 제국 시대 이집트의 소맥은 수출되었으며, 제국 내의 소비를 뒷받침
하여 왔지만, 현대 이집트는 국내 소비를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하
고 있다.
이집트에서 소맥 생산은 생산과 유통에 다양한 제약이 있어 침체되었고, 1980
년대는 자급률이 약 30%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농정개혁(생산 면적의 자유화, 공출 의무의 폐지, 1992년의
유통 자유화)에 의해 생산은 점차 증가하여 자급률은 약 60%대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유수의 소맥 수입국인 것에 변함이 없었다.
2013년 당시 세계최대 소맥 수입국인 이집트는 통상 연간 약 1,000만 톤의 소맥
을 수입하고 있었다. 단 2년 반에 걸친 정치적 혼란으로 투자가나 관광객이 이집
트를 떠나고 외화준비고가 감소하여 식량과 연료 수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이집트는 수입한 소맥의 반은 빵을 만들어 다액의 보조금을 보조하여 국민에게
싸게 공급하고 있다. 빵은 이집트에서 주식이며, 장기간 정치적으로도 델리케이트
(섬세한)한 문제였다. 2011년 퇴진한 무바라크 정권도 소맥 가격 상승에 의한 빵
부족으로 국민의 반발을 받은 바 있다.10)
2008년 4월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빵을 둘러싼
폭동이 발생한 바 있다11). 이집트에서는 과거 1976년에도 식료품 가격 인상에 대
한 폭동이 발생한 바 있으며,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식량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
9) 堀江 正人, ‘エジプト経済の現状と今後の展望-経済の復調が注目される中東北アフリカの大国エジプト-,
MUFG, 2019. 1. 8
10) 로이터(일본), 2013년 7월 12일자 기사, ‘혼란의 이집트 식량위기 우려, 수입 소맥 비축이 고갈’,
https://jp.reuters.com/article/l4n0fi138-egypt-wheat-stock-idJPTYE96B04E20130712)
11) 이집트에서는 국가보조에 의해 일반 소매가격의 1/5 가격으로 빵을 배급하고 있었다. 인플레의 급등으
로 기본 식료품 국내가격이 3배 가량 오른 것이다. 식료품 가격 고등은 원유 및 소맥을 중심으로 한 국
제가격 상승이 원인이었다.(출처: 신디케이트프레스 일본 2008.5월 뉴스, ‘이집트, 글로벌한 영향을 받
고 있는 로칼’, https://www.international-press-syndicate-japan.net/index.php/news/politics-confictpeace/1651-http-www-ipsnews-net-2008-05-egypt-people-go-one-way-over-israel-regime-anot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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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정책 속에서 소맥에 대한 시책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식량 충족을 위한
시책에서 소맥의 생산을 확대하고 자급률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국산 소맥의 매
입은 정부가 수행하며, 소맥 생산 전에 정부 수매가격이 공개된다.
또 하나는 저소득 세대에서도 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는 바라디12)
라 불리는 빵에 보조금을 내고 가격을 낮추고 있다. 바라디로 불리는 둥근 빵을 누
구든 싸게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 시책은 현재 효과를 올리고 있듯이 보이지만, 지속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생산에 대해서는 농지와 물이 한정된 가운데 소맥 생산 확대가 어렵
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가을의 소맥에 대해서 경합하는 작물은 목초 벨시움13)이
다. 소맥 생산 증가는 벨시움의 감소를 초래하여 가축사료 감소로 이어져 가축 생
산 감소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가축 생산은 농가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가축은 경작과 운송
에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맥 증산에 크게 방향을 끊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
각한다. 또 연구자에 의하면, 소맥(가을)과 쌀(여름작물) 윤작체계는 다른 윤작체
계보다 수익성이 높아, 소맥 경작 증가는 여름작물인 벼 재배를 가져오게 된다. 이
는 물 수급 부족 상황에서 벼 생산을 제한하고 있는 정책과 모순되게 되었다14).
한편, 보조금에 의한 빵 가격 억제는 재정의 핍박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 보조
대상이 빈곤층에 한정되지 않아 정책의 타당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15).
2017년 기준으로 이집트 전체 소맥 소비량은 2,000만 톤에 달하며, 이 중 1,250
만 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빵은 이집트인들의 기초 식량이기 때문에 식량 안
보 및 개발 정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민의 20% 이상이 1일 소득 1.65달러 이하(Poverty Line), 1.65~2.50달러가
약 30% 정도를 점하고 있어, 소맥은 식량 안보 및 사회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16). 이집트는 과거 여러 차례 빵으로 인한 폭동(Bread Riot)를 겪은 바 있어,
12) Aysh Baladi(아이시바라디). 통밀로 만든 이집트 빵의 일종(Pita_Flat 형태).(출처: 네이버 블로그 젠
키즈, https://blog.naver.com/genkids/220300787195)
13) 이집티안 클로버(Trifolium alexandrium). berseem clover라고도 한다. 내염성이 강한 두류과의 전작
물이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알라몬따냐, https://blog.naver.com/pyj5991/130039224082)
14) 이집트의 물 사정에 대해서는 본 지, 허 덕, ‘이집트 농업현황과 과제’, 2020년 4호를 참조할 것.
15) (일본)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 ホーム事業･プロジェクト事業ごとの取り組み技術協力技術協
力プロジェクト国別取り組み中東エジプト水管理改善プロジェクト2(農民水利組織の能力向上) プロジェ
クトニュース-エジプトの小麦, ‘エジプトの小麦’, 2009년 3월 30일자 게시,
https://www.jica.go.jp/project/egypt/0702252/news/column/20090330_1.html)
16) KOTRA 이집트 지사, ‘이집트 농림수산식품 산업_농업’, 2018년 12월 24일 게시(https://news.kotra.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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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 이집트인의 삶은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집트 서민층에게 있어 빵은 절대적인 필수식품으로 정부의 '에이쉬 빌라디' 지
원 및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심각
하게는 시위 및 폭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 이집트 정부는 소맥 공급에 상당
한 주의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집트 농업부는 5개 주(아스완, 룩소르, 소학, 민야, 베헤이라)에 소맥 확보를
위해 민간 농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소맥 생산을 높이려 노력 중이며, 소맥의 생
산성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18% 가량 증가하였고, 2017년부터 2030
년까지는 약 1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맥 이외에도 생산 작물 가운데 옥수수, 쌀, 보리가 수확되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2017년 기준 연간 생산량 640만 톤으로 전체 수요량 1,600만 톤 대비 40%
내외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옥수수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2030년까지 자급률을 92%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집트의 옥수수 생산은 크게 흰 옥수수와 노란 옥수수로 구분되고 있다. 흰 옥
수수는 이집트 전체 옥수수 경작의 85%에 달하고 있으며, 노란 옥수수보다 다소
높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경지면적은 약 50만 페단17)이며,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이집트 정부는 옥수수 수입을 줄이고 국내생산량 확대를 위
해 옥수수 경작지를 100만 페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옥수수는 상대적으로 저렴
한 사료로 적합하기 때문에 80%가 가축의 사료로 쓰이고 있다.
쌀은 2009년에 724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이집트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던
2011년에는 300만 톤까지 생산량이 급격히 추락하였고, 2017년 기준 330만 톤 정
도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옥수수나 소맥에 비해 경작 시 2.5배 이상의 물을
필요로 하는 쌀은 에티오피아 댐18) 건설로 인해 물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이집트
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3078)
17) 이집트, 시리아, 수단, 오만이 토지 크기를 측정하는 아랍 전통 단위이다. 이집트가 도량형을 미터
법으로 통일하면서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법률 서류 등 행정 문서에서는 여전히 사용
되고 있다. 1페단은 4,200평방미터이다(두산백과).
18)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 댐 건설을 의미한다. 나일강의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난제이다. 이집트는 1960년부터 10년에 걸쳐 나일강 상류에 대규모 아스완하이댐을 건설한 뒤
전력 생산 등 경제에 활용하였다. 그러면서 이집트는 정작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나일강 상류 국가들
이 댐을 건설하는 것을 막았다. 또 이집트는 1929년 영국, 1959년 수단과 각각 체결한 나일강 수량
에 관한 협정을 내세워 나일강의 수자원을 80% 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점에
서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 댐은 나일강 수자원에서 오랫동안 패권을 누려온 이집트에 커다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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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경작지축소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작년 쌀 경작지 총
170만 페단 중 70만 페단에 한해서만 쌀 농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나일강 델타지
역에서만 쌀농사를 허가하고 있고, 그 외 수에즈, 시나이반도, 메노피아, 기자 지역
등에서는 쌀농사를 금지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콩과 땅콩, 양파, 마늘, 사탕수수 등이 이집트의 주요 곡물이나, 생산성
이 낮고 연간 수확량의 편차가 심해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농업 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9월부터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Toshka지역의 방대한 경작지
개발을 위해 주변 아랍국 및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들이려 노력 중이다. 이집
트는 7억 이집트 파운드를 들여 Toshka지역의 토양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집트는 당국 내 경작지 면적을 늘리고 이집트 식량산업의 발전 및 국내투자 발
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소작농을 두어 5,000개의 일자리 창출 또한
기대하고 있다.
이집트의 곡물 수입량은 2017년 기준 1,861만 6,985톤이었으며, 2018년 기준
곡물 생산량은 205만 1,537톤이다. 아래 <그림 8>은 이집트의 곡물 수입량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림 9>는 이집트의 곡물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인구 증가와 시장개방 추세에 함께하여 곡물의 수입 증가 추세는 1971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도별로 증감을 계속하는
것은 해당 년도의 정책변화와 국내 생산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이집트 총 곡물 소
비량에서 국내 생산량을 제외한 부족한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하는 것들이다.

인 셈이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앞으로 르네상스 댐에 관한 접점을 원만하게 찾을지, 아니면 분
쟁이 심화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2020년 4월 3일 현재까지는 에티오피아가 르네상스 댐 건설이
국가 주권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물 분쟁에 대해 양보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
만, 지금까지 양국의 간극을 생각할 때 자국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은 쉽
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출처: 연합뉴스, ‘[특파원 시선] 코로나19 와중에 계속되는 나일강
물분쟁’, 2020년 4월 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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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집트의 곡물 수입량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그림 9> 이집트의 곡물 생산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한편, 이집트에서 생산하는 유지작물의 양은 2014년 기준 24만 162톤 정도에
그친다. <그림 10>에서 과거부터의 추이를 보면, 연도별로 등락은 있지만, 특히
1988년 이후 생산 증가 추세가 뚜렷하며, 2000년대 들어서는 증가세가 뚜렷이 완
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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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이집트 주요 유지작물 생산량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이에 따라 주요 곡물의 수출량에도 매년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2017년 기준 곡물 수출량은 38만 3,398톤이지만, <그림 11>에서 과거부터의 추세
를 보면, 연도별 변동과 함께 시기별 변동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곡물 수입량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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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집트의 곡물 종류별 수급 추세 분석
2.1. 소맥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집트는 세계 최대의 소맥 수입국이며, 인구대비 소맥 소
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이집트 정부는 빈곤층을 빵 가격 인상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맥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77년 사다트(Anwar
Sadat) 대통령이 외자 유치를 위해 IMF의 요청에 의해 밀가루 보조금을 철폐하려
다가 이집트 전역에서 폭동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800여명이 사망하였고, 보
조금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2008년 국제 곡물가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식
량위기 당시에도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이 국영 빵집의 1인당 구매량을 20개
로 제한하자, 또 다시 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이집트 정부는 2013년 소맥 수입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PBDAC(Principal
Bank for Development and Agriculture Credit)를 통해 현지 농민들로부터
4~500만 톤의 소맥을 구입함으로써 수입분을 대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집트 정부의 이 같은 소맥 현지 조달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
적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의 소맥 수확량은 300만 톤을
넘지 못했다.19)
유엔의 후원사인 개발을 위한 농업과학기술국제평가(IAASTD)는 2008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식량가격 급등의 원인 중 하나는 전통적인 식용작물을 희생시
키고 있는 바이오연료 생산에 있다고 밝혔다. IAASTD는 또 수확량 감소, 에너지
가격 상승, 곡물 선물시장의 투기를 불러오고 있는 기후변화도 원인 중 하나로 지
적한다. 이집트 농무부 사막연구센터 농업경제 조교수인 모하메드 사미 씨 역시
자급자족 전망은 정부가 대기업 편들기에 나서면서 해외 소맥 조달 정책을 고집하
19) 草野 拓司, ‘第５章 カントリーレポート：アフリカ-主要地域の主食と政策-’, ｢プロジェクト研究 (主要
国農業戦略横断･総合)研究資料 11号,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2016(https://www.maff.g
o.jp/primaff/kanko/project/27cr11.html) 및 草野 拓司, ‘第５章 カントリーレポート：アフリカ’, ｢プロ
ジェクト研究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研究資料 3号, 平成25年度 カントリーレポート: ：アメリカ，
韓国，ベトナム，アフリカ,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2013(https://www.maff.go.jp/prima
ff/kanko/project/attach/pdf/140331_25cr03_05_africa.pdf) 그리고 (일본)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
CA), ホーム事業･プロジェクト事業ごとの取り組み技術協力技術協力プロジェクト国別取り組み中東エジ
プト水管理改善プロジェクト2(農民水利組織の能力向上) プロジェクトニュース-エジプトの小麦, ‘エジプ
トの小麦’, 2009년 3월 30일자 게시(https://www.jica.go.jp/project/egypt/0702252/news/column/200
90330_1.html)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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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20)
이집트는 2011년 정변 이후 주요 산업의 관광업 등이 부진하여 외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맥 수입은 재정상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빵 보
조금을 비롯한 식량보조금을 재검토하고, 국내 생산 확대나 저장 로스 저감 등의
시책에 의해 전략물자인 소맥 공급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1).
이제부터는 소맥22)의 수급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이집트의 소맥(밀) 재배
면적과 생산량 추이에 대해 나타낸 것이 <그림 12>이다.
<그림 12> 이집트 소맥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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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INPS Japan, IDN-IndepthNews UN Insider, ‘｜エジプト｜グローバルの影響にさらされるローカル’, 20
08. 5.(https://www.international-press-syndicate-japan.net/index.php/news/politics-confict-peace/1
651-http-www-ipsnews-net-2008-05-egypt-people-go-one-way-over-israel-regime-another)
21) JETRO, ‘小麦の安定供給が課題’, 海外農林水産･食品ニュース(Food & Agriculture), 2015년 2월 9일자
게재(https://www.jetro.go.jp/industry/foods/fanews/2015/02/54d32795a2d78.html) 및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이집트 올해 소맥 자급률 65~70% 전망-농촌경제연구원-해외곡물시장정보, 2013년 4월 30
일 게재,(http://www.krei.re.kr:18181/new/board/briefing/view/wr_id/798/page/108)을 참조하여 작
성하였다.
22) 밀, 밀가루, 마카로니, 빵, 브루구아, 페스트리, 밀의 전분, 조식 시리얼, 웨하스(영양데이터 만), 밀
겨, 밀배아, 밀 글루텐, 믹스 생지, 식품을 포함한다.(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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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년 이집트의 소맥 재배면적은 1,370천 ha이며, 소맥 생산량은 8,770천
톤이다. 이들의 추이를 보면, 재배면적의 경우 줄곧 증가 경향에 있지만, 증가 속
도는 매우 완만하다. 이에 비해 소맥 생산량은 특히 1983년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소맥 단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집트는 1971년 아스완 하이 댐 완공 이후 안정된 관개에 의해 단수 증가도 실
현되었다. 그 예로, 소맥의 단수가 1960년대에는 2.5톤/ha 정도였던 것이 2003년
까지 6.5톤/ha로 급증하였다. 농산물의 다양화와 함께 이집트의 농업 생산이 아스
완 하이 댐 건설 후에 비약적인 증대를 실현하였다. 물론, 이들 농업의 발전은 단
순히 물의 증대에 의한 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다양한 말단의 관개 배수시설 정비,
안정적인 관개를 전제로 한 재배 기술의 개발과 품종개량, 생산 시스템, 농지 개혁
을 비롯한 사회 경제적 정책 등이 수자원 증대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2007년대 이후 이집트 농업부는 5개 주(아스완, 룩소르, 소학, 민야, 베
헤이라)에 소맥 확보를 위해 민간 농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소맥 생산을 높이려
노력 중이다. 이에 소맥의 생산성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18% 가량 증
가하였고, 2017년부터 2030년까지는 약 1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3).
한편, 소맥의 연간 소비량은 2만 400천 톤이다. 이 중 사료용으로 소비된 물량
은 1,300천 톤으로 6.4%에 불과하다. 93.6%가 식용으로 소비되었다는 말이며, 축
산의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거부터의 추세치로 본다면<그림 13>, 연간 소맥 소비량은 매년 크게 증가해왔
다. 이에 비해 사료용으로 이용된 소맥물량은 1986년 이후에나 가서야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상대적으로 연간 등락이 심한 것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서는 2007년
도 이후 다시 사료용 소맥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23) KOTRA 이집트지사, ‘이집트 농림수산식품 산업_농업’, 2018년 12월 24일자 게시,(https://news.kotra.
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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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이집트 소맥 소비량 및 사료용 소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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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유지류 수출 전체는 약 2억 2천 5백만 달러 규모이며, 전체 수출 규모
중 25.1%를 차지하고 있다. 대두 원유 및 정제 대두유, 식물성 유지 분획물 등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24)
<표 1> 유지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달러)

순위
1

품목
정련의 여부와 상관없는 대두 원유

수출액
56.4

2
3
4

화학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제 대두유
화학 변형이 되지 않은 식물성 유지 분획물
해바라기 혹은 홍화 오일, 정제된 분획물

40.8
32.1
19.6

5
6
7

해바라기씨 혹은 홍화 대두유
팜오일 혹은 정제된 분획물
식물성 지방, 오일 혹은 에스테르화 되거나 물 첨가된 분획물

16.4
14.6
12.6

8
9
10

공업용 유기 지방산
화학적 변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옥수수 기름, 분획물
버진 올리브 오일
이집트 유지류 수출 전체 합계

8.86
5.21
4.55
225

자료: 이집트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이집트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EGYPT
HALAL FOOD MARKET｣, 2016에서 재인용
24)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FOOD MARKE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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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주요 농축임산물 중 소맥 수입량이 22억 1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중 17.3%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옥
수수로 2013년 가장 수입이 많은 품목이었으나 3개년 간 연평균 –8.5%의 마이너
스 성장률을 보이며 감소하는 추세다. 다음으로 쇠고기, 대두, 대두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농･축･임산물 수입 품목 현황
(단위: USD)
순위
(15년 기준)

품목

1
2
3

듀럼종의 밀
옥수수
쇠고기(냉동･뼈 없는 것)

2013년

2014년

2015년

1,921,992,918 2,955,290,314 2,214,568,040
1,966,449,568 1,924,630,264 1,645,058,449
821,717,086 1,174,739,550 1,307,200,679

13-15
CAGR(%)
7.3
- 8.5
26.1

4

대두

585,828,351

1,049,718,142

683,311,890

8.0

5

대두박

535,960,803

631,748,999

649,343,017

10.1

6

사과(신선)

221,369,519

303,621,841

440,787,529

41.1

7

사탕무당

246,240,844

188,234,366

283,252,335

7.3

8

잠두 및 말먹이용 잠두(건조)

299,214,359

290,546,877

279,398,507

3.4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홍차와 부분 발효차
쇠고기(식용설육, 냉동)
대두유
배합사료
Food Preparation Nesoi
탈지분유
해바라기씨유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버터
닭고기(냉동)
렌즈콩(건조)
Offal of Animals, Edible, Nesoi, Frozen
농축임산물 전체

290,290,683
290,546,877
279,398,507
171,048,205
160,519,176
226,149,731
215,536,146
86,735,686
189,813,574
124,511,125
154,610,317
188,424,190
117,961,831
182,785,791
182,342,859
241,351,500
261,837,289
174,066,201
633,278,067
389,130,071
160,208,317
131,534,584
138,472,382
139,031,602
131,700,850
145,727,952
136,888,167
142,706,111
147,037,957
134,876,016
79,407,358
89,864,129
126,525,080
49,758,578
91,593,290
126,290,573
13,891,128,150 13,918,595,435 12,795,598,212

5.8
15.1
6.2
23.0
24.3
15.1
49.7
2.8
2.0
- 2.8
26.2
59.4
4.02

자료: 이집트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이집트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EGYPT
HALAL FOOD MARKET｣, 2016에서 재인용

이집트의 소맥 수입량은 2019년 기준 1만 2,500천 톤이다. 이는 이집트 총 소비
량의 61.3%에 해당한다. 이를 추세치를 통해 본다면<그림 14>, 인구 증가 등에 힘
입어 늘어나는 소비량의 과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수입
량에 연간 변동이 비교적 심하다는 점이 보인다. 이는 정권에 따른 수출입 통제의
정도 변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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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이집트 소맥 수출입량 및 소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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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소맥 수출량이 2019년 기준 800천 톤25)으로 아주 적은 수준이지만,
특이점은 2008년 이후에 늘어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2018년에 상대적으로 많았
다는 점이다. EU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엘시시 정권 이후 시장 개방정책이 주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집트 농업부 장관에 의하면, 농업전략에 따라 기존의 40~60% 수준인 소맥
자급률을 70% 정도까지 달성이 가능하지만, 이집트에서 소맥 자급률 100%를 달성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270만 페
단에서 310만 페단을 소맥용 농지로 대신하기 위해 연간 450만 페단에서 500만
페단의 농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집트 정부는 농가에 대한 보리농사 확
대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집트 소맥에 대해 독자적인 품
질 개발과 수입 소맥과 브랜딩(혼합) 할 때 필수 글루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요
구된다고 지적하였다.26)

25)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에서는
900톤으로 수치가 다소 다르다.
26) 東京外國語大學(TUFS) e-learning System, ‘エジプト農業相 ｢小麦の完全自給は不可能｣, 2010年08月28
日字 게재, Al-Ahram紙(飜譯)(http://www.el.tufs.ac.jp/prmeis/html/pc/News20100901_2351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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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옥수수
이집트에서 옥수수27)는 2019년 기준 800천 ha의 재배면적에서 6,400천 톤이
생산되었다<그림 15>. 옥수수는 주요 식량작물 가운데 가장 많은 수확량을 기록하
고 있다. 경지면적 1 페단 당 생산성은 6.4톤 정도이다.
<그림 15> 이집트 옥수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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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를 보면, 재배면적은 큰 변동이 없지만, 생산량
은 증가추세가 뚜렷하게 보인다. 즉, 단수의 증가가 확실하게 보인다.
한편 2019년 기준 옥수수 총 소비량과 그 중 사료용 소비량은 각각 1만 6,700천
톤과 1만 4,200천 톤이다. 옥수수 소비량과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 추이를 보면<그
림 16>,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
음 또한 알 수 있다. 식용으로 이용되는 옥수수의 양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7) 옥수수 통계에는 Zeamays 옥수수와 Indian corn, mealies 옥수수 등이 포함된다. 옥수수는 높은 배
아 함유량의 곡물이다. 통계 차원에서 교잡종(hybrid)과 일반 옥수수는 넓게 다른 생산량과 용도를
위해 따로 보고하여야 한다. 동물사료나 상업용 전분생산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옥수수는 흰 옥수수
와 노란 옥수수로 구분되며, 흰 옥수수는 이집트 전체 옥수수 경작의 85%에 달한다. 또한, 옥수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료로 적합하기 때문에 80%가 가축의 사료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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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이집트 옥수수 소비량 및 사료용 옥수수 사용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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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의 수출입동향과 총 소비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17>이다. 2019
년 기준 이집트는 총 소비량 1만 6,700천 톤 중 9,900천 톤을 수입하였으며 수출
량은 10천 톤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옥수수 자급률은 41% 정도로 계산된다. 추세
치로 보더라도 소비량 추세와 수입량 추세가 거의 같은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 이집트 옥수수의 수출입동향과 총 소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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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수출량이 소비량이나 수입량 등에 비해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추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출량만 따로 추세를 나타낸 것이 <그림 18>이다. 그림을 보
면, 이집트의 옥수수 수출량이 많지는 않지만, 2005년 이후 수출이 재개되기 시작
하였으며, 그 이후 연도별로 수출량 변동이 심하다는 점을 확실히 볼 수 있다.
<그림 18> 이집트의 옥수수 수출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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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쌀
이집트의 쌀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단수의 증가와 쌀 수출 허용정책에 대해 빼놓
을 수 없다. FAO 통계에 따르면, 이집트의 ha당 쌀 단수량은 2017년 9.3톤으로
세계 2위, 10년 전인 2007년에는 9.8톤으로 세계 1위였다28). 2008/2009년 724만
톤이었던 쌀 생산량은 2011/2012년 460만 톤을 기록하는 등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집트 정부는 부족한 소맥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2012년
말부터 쌀의 수출을 허용하였다. 이집트에서 중･하위층은 주로 소맥을, 상류층 일
부는 식량보조금이 없어도 상대적으로 비싼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어, 소맥과 쌀
은 대체재의 성격이 매우 약하다.29)
28) 이집트의 쌀 단수 변동에 대해서는 본지 허 덕, ‘이집트 농업 현황과 과제’,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호를 참조 할 것.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집트, 쌀 수출 재개 예정’, ｢세계농업｣ 세계농업브리핑, 2008년 7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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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금증권은 2011년 2월 리포트에서 이집트 리스크 여파로 원유보다 쌀 등
곡물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원자재 수출 현황의 경우 이집트
주요 수출원자재는 원유가 아닌 쌀로 이번 리스크에 휘말려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당시 원유생산은 54만 배럴/일인 반면 소비는 71.6만
배럴로 원유의 순수입국이다. 세계랭킹에서도 원유생산은 28위, 소비는 25위로
공급보다 수요가 앞선다. 때문에 이집트 혼란이 수급에 충격을 미칠 여파는 제한
적이다.
반면, 쌀 등 곡물 쪽에 집중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이집트는 중동과 아프
리카 지역의 최대 쌀 수출국이다. 또 글로벌 쌀 수출국가 순위에 7위에 랭크될 정
도로 쌀 비중이 높다.
이 같은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좁게는 이집트의 혼란한 정국이 물가불
안으로 이어지면 쌀 수출금지로 확산될 개연성도 충분하다.
에그플레이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쌀의 지위도 주요 변수이다. 식량
자원에서 쌀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은데다, 쌀의 정치적, 사회적인 특성상 폭등
같은 사회불안도 뒤따를 수 있다. 이 같은 쌀의 사회경제적 특성 때문에 에그인플
레를 촉발할 투자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30).
이집트에서 쌀값이 안정되어 있는 것은 인도나 중국으로부터의 극히 대규모의
쌀 수입량에 기인한다. 이것이 현지 시장에 충분한 공급을 가져왔고, 상품 공급이
수요를 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쌀 부족량은 20만 톤에 달하여, 아마 국내 생산
량을 웃도는 양의 수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31)
이집트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식품 가격이 급상승하자, 2008년 4월 쌀 수출을
6개월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2008년 6월에는 쌀 수출 금지기간을 당초 6개월
에서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지만, 7월 들어 2008년 9월 초부터 쌀 수출이 재
개될 것이라고 정책을 전면 수정 발표하였다.
2008년 들어 국제곡물 가격 급상승, 인도 및 베트남의 쌀 수출 금지의 영향으로
이집트 국내 유통 쌀 가격이 ㎏당 3~4 이집트 파운드(1달러= 약 5.3 이집트 파운
드)였던 것이 10 이집트 파운드까지 급상승하였다. 이집트 정부의 식품 수출금지
게재(https://www.krei.re.kr/wldagr/selectBbsNttView.do?key=162&bbsNo=66&nttNo=43787)
30) 한국금융 2011년 2월 20일자 뉴스, ‘이집트 리스크 투자대안은 곡물’(https://cnews.fntimes.com/html
/view.php?ud=20110220231243109014_18)
31) 東京外國語大學(TUFS) e-learning System, ‘エジプト：商工会議所穀物局長が米価格安定の理由を語
る’, 2019년8월5일자 게재(http://www.el.tufs.ac.jp/prmeis/html/pc/News20190815_184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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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쌀 가격은 톤당 2,980 이집트 파운드에서 2,400 이집트 파운드로 하락하였다.
이집트 정부의 주요 식품 및 원자재 하락 발표에도 2008년 1~5월까지 소비자물
가 상승률은 10%를 상회하고 매달 상승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물가하락 조
짐이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집트 정부가 쌀 수출을 재개한 배경으로는 지나
친 통제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시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시 이집트의 연간 쌀 생산량은 약 460만 톤으로 320만 톤은 국내에서 소요되
고 있었으며, 나머지 140만 톤은 수출되고 있었다. 이집트 정부는 재배에 농업용
수가 많이 사용되는 쌀 재배량을 줄이고 옥수수로 재배 종목 전환을 꾀하고 있
다.32)
본격적으로 이집트 쌀33) 수급동향에 대해 살펴보기 앞서, 이집트의 쌀 재배면
적 즉, 논 면적 추이에 대해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19>이다. 그림에 의하면,
2020년 이집트의 논 면적은 760천 ha이며, 쌀 생산량은 4,300천 톤이다.
<그림 19> 이집트의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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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한민국 카이로 무역관 보고, EIU, Noozz, HC Securities Brokerage News Bulletin, 이집트 중앙은
행, Amcham Business Today 종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집트, 쌀 수출 재개 예정’, ｢세계농업｣
세계농업브리핑, 2008년 7월 28일자 게재에서 재인용
33) 통계적으로 쌀에는 벼속, 주로 벼탈곡과 선별 후 쌀알 및 껍질 쌀 및 벼로도 알려져 있다. 이에는
쌀(논 포함), 라이스 현미, 소맥드/현미, 정미, 분미, 미 전분, 미분(영양데이터 만), 쌀글루텐, 쌀겨
등이 포함되며, 쌀은 음식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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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추세치를 보면, 재배면적의 경우 1960년도 이후 큰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쌀 생산량은 특히 1988년 전후하여 크게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2007년경부터는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동이 크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는 환경적
영향을 비롯하여 앞에서 살펴본 정치적 영향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쌀의 생산량에 비해 쌀 수출입량은 아주 적은 양이다. 2020년 기준 쌀 수입량은
300천 톤34), 수출량은 100천 톤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해 이집트 쌀 전체 소비량
4,350천 톤의 각각 6.9%, 2.3%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추세적으로 보면, EU와의 FTA에 의해 2010년도 이후 수입이 재개되었으
며, 그나마도 물량자체가 들쑥날쑥하다<그림 20>.
<그림 20> 이집트의 쌀 수입량과 소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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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서 국내에 공급된 쌀 중 사료용으로도 이용되는 물량이 있다. 이에 대
한 최근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쌀의 사료이용량은 149천 톤으로, 2017년 당시 쌀
소비량 4,200천 톤 중 3.54%였다<그림 21>.

34)또 다른 관련 통계인 월드 데이터 아틀라스에서는 200천 톤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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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이집트의 쌀 소비량과 사료용 쌀 이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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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두
2020년 이집트의 대두 재배면적은 9천 ha이며, 대두 생산량은 25천 톤 정도이
다. 한 때(1987년)에는 재배면적이 50천 ha, 140천 톤까지 이르기도 하였으나, 이
후 다시 크게 줄어 2010년대 이후에는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모두 일정하게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22>.
<그림 22> 이집트의 대두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자료: USDA PSD On-lin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세계곡물 수급동향(http://www.krei.re.kr:1818
1/new_su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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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서 대두 소비량의 대부분은 대두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2020년 기준
대두 총 소비량은 3,642천 톤이며, 그 중 가공용으로 사용한 물량은 3,600천 톤으
로 99%가 대두 가공에 사용된다. 아래 <그림 23>은 대두의 총소비량과 대두 가공
소비량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초반부터 대두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잠시 소비량이 줄었다가 이후 다시
소비량 증가세가 매우 급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이집트 대두 소비량과 가공용 대두 소비량 추이

자료: USDA PSD On-lin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세계곡물 수급동향(http://www.krei.re.kr:1818
1/new_sub02#)

이러한 대두 소비량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대두 수
입량이 3,700천 톤으로 총 소비량 3,642천 톤보다도 많다. 수입량 추세를 보더라
도 소비량과 거의 그래프가 겹칠 정도로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집트의 대두 수출량은 0이다<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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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이집트의 대두 소비량 중 수입량 비중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세계곡물 수급동향(http://www.krei.re.kr:18181/new_sub02#)

2.5. 보리
이집트에서 보리는 그다지 중요한 곡물이 아니다. 이집트의 2019년 보리35) 생
산량은 108천 톤이다. 아래 <그림 25>는 이집트의 보리 생산 추이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보리의 생산량은 매년 비교적 큰 변동을 보이고 있
다. 그 요인은 기상조건과 함께 정책적 변화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35) 보리 속을 말한다. 통계에서는 H. disticum, H. hexasticum, H. vulgare 등이 포함된다. 보리, 포트
보리, 진주형 보리, 몰트, 맥아엑기스(영양데이터 만), 보리겨, 보리가루와 그리츠등이 통계에 적용된
다. 보리는 소맥보다 척박한 토양이나 저온에도 잘 견딘다. 보리 품종에는 껍질과 껍질이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가축의 사료로서 맥아, 식품조제용으로 사용된다. 로스트 알갱이는 커피의 대용으로
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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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이집트 보리 생산량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생산된 보리의 많은 양이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사료로 이용
된 보리의 물량은 71천 톤으로 당시 생산량의 66% 정도나 된다. 1990년대 초중반
에는 생산된 보리의 대부분이 사료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사료 이용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6>.
<그림 26> 이집트 보리의 사료 이용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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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히 시장개방 이후 대두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량이 상
대적으로 늘어났다<그림 27>. 2019년 기준 이집트의 보리 수입량은 200천 톤으로
생산량보다도 많으며, 자급률은 35% 수준이다. 이집트의 보리 수출량은 0이다.
<그림 27> 이집트 보리 수입량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2.6. 기타
이집트에서 생산한 사탕수수36) 생산량은 2019년 기준 1,100 톤이었으며, 생산
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2000년대 들어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그림 28>

36) 사탕수수. 몇몇 생산국에서는 사탕수수 생산량은 직접 식품으로, 또는 주스형태로 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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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이집트의 사탕수수 생산량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이집트의 식품37) 수입 비중(상품 수입의 %)은 2018년 기준 16.7%였다. 식품 수
입 비중은 매년 변동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9>.
<그림 29> 이집트의 식품 수입비중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37) 식품은 SITC 섹션0(식용으로 살아있는 동물), 1(음료, 담배), 4(동물성 및 식물유지), SITC 부문 22
(유량종자, 오일너트, 오일커널) 상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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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집트 곡물 유통-소맥 유통을 중심으로38)
이집트 정부는 빵 보조금을 비롯한 식량보조금을 개선하고, 국내 생산 확대와
저장손실 저감 등 시책에 따라 전략물자인 소맥 공급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39).

3.1. 소맥 유통 구조의 변천
1) 정부에 의한 관리
소맥부문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개입은 194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전의 소맥생
산･유통은 시장에 맡겨져 있었다. 1941년 소맥부족을 계기로 정부는 소맥 생산면
적 규정과 판매가격 통제를 실시하였다(Kherallahet al, 200040)). 그 후, 시기에
따라서는 완화되기도 하였지만, 소맥 생산･유통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서서히 진
행되었다. 특히 1950년대에는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 주민에 대한 저렴한
식량공급이 지향되었고, 농업 부문의 통제에 의해 농촌에서 도시로의 자원이전이
도모되었다(Rowntree, 1993)41). 소맥에 관해서는, 1955년까지 공정가격에 의한
공출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자 마을마다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고 소맥을 포함
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은 농업협동조합의 지도 하에 놓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현
을 초월한 소맥 유통에 공급성의 허가가 필요해졌다(Kherallahetal, 2000).
소맥 자급률이 저하된 것은 1960년대이다. 1963년에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을
웃도는 되었으며, 그 후 거의 일관되게 수입량이 증가하였다(Gutner, 199942)).
다시 1961년에는 경제 국유화 정책에 따라 소맥수입에 대해서도 정부기관이 직접
하게 되었다.
38) 이 부분은 土屋一樹, ‘変革期を迎えたエジプトの小麦流通-小麦流通構造と食糧補助制度の変遷-’, ｢現
代の中東｣ №36. 2004年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9)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小麦の安定供給が課題(エジプト)’, 海外ビジネス情報-産業別に見る-農林水
産物･食品-海外農林水産･食品情報(Food & Agriculture), 2015년 2월 9일(https://www.jetro.go.jp/indu
stry/foods/fanews/2015/02/54d32795a2d78.html)
40) Kherallah, Mylene, Hans Lofgren, Peter Gruhn and Meyra M. Reeder［2000］Wheat Policy
Reform in Egypt: Adjustment of Local Markets and Options for Future Reforms, Research Report
115,Washington, D. C.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41) Rowntree, J. 1993,“Marketing Channels and Price Determination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G.
M. Craig ed., The Agriculture of Egyp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2) Gutner, Tammi［1999］“The Political Economy of Food Subsidy Reform in Egypt,”FCND
DiscussionPaperNo.77,Washington,D.C.: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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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는 식량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농산물 유통과 수입에 관해
정부가

큰

역할을

담당하던

시기였다.

1976년에는

농업금융기관

PBDAC(Principal Bank for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Credit)가 설립되
어, 농가에게 신용공여, 공출작물 집하, 농업투입재 수입･판매 등을 담당하게 되
었다. 그러나 소맥에 관해서는 이 때부터 공출은 임의가 되었다. 이는 농가의 생산
인센티브를 높임으로써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판매처는 한정되
어 있어 생산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후 소맥 공출은 1985년에 다시 의무화되어 농업개혁이 실시되었으며, 1987
년까지 계속되었다. 1987년에 시작된 농업개혁은 농업생산 정체 타파를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것이었다. 소맥에 관해서는 우선 생산면적 자유화와 공출의무 폐지가
실시되었다.
또한, 정부 매입가격(임의공출제도 하에서의 매입가격)은 작부 전에 공표되게
되며, 생산자는 최저 생산자가격을 알고 생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생산에 관해서는 농업개혁 정책 초기 단계에서 자유화가 추진되었으나, 마
을 밖에서의 소맥 유통에 관해서는 정부 관여가 계속되어, 민간부문 참가가 본격
적으로 시작된 농업개혁 정책 2단계로 접어들었다.
1992년 이후에는 소맥 유통자유화가 개시되었다. 1992년까지의 유통경로는 농
촌내 자주유통과 식량보조제도에 따른 정부기관에 의한 전국적인 유통의 두 가지
가 주된 것이었다. 아래 <그림 30>은 유통의 자유화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1991년
시점의 소맥 유통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당시 국내 총소비량은 약 1,120만 톤으로,
그 중 약 40%가 국내에서 생산되었다. 많은 국산 소맥은 농촌에서 소비되었으며,
공출로 집하되었다. 국산 소맥은 국내 총 소비량의 6% 정도에 불과하다.
농촌에서 소비되는 소맥의 대부분은 자가 소비용이었으며, 일부가 촌내에서 매
매되었다. 농촌에서 소맥은 마을경영 혹은 개인소유의 소규모 제분소로 반입되어,
주로 통밀가루로 제분되었다.
그 때, 일반적으로 제분소가 소맥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떼고 제분
을 도급하고, 정부기관에 의한 유통으로 국산 소맥 집하는 PBDAC가 수입 소맥은
공급성 관할인 GASC(General Authority for Supply Commodities)가 담당하였
다. 제분소(대부분 공급성 산하 국영기업)에서는 3가지 종류의 밀가루(82% 밀가루
인 아이시바라디, 76% 밀가루인 샤미, 72% 밀가루인 피노)가 만들어져, 국영 판
매소나 공인 베이커리에 운반되었다. 이들 3가지 종류의 밀가루는 모두 식량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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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대상이었다.
공인 베이커리에서는 공급성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빵이 만들어 공정가격으로 판
매하였다. 가장 많이 유통되었던 것은 아이시바라디였다.
<그림 30> 이집트 소맥 유통경로(1991년)

2) 자유화 후 유통구조
농촌 외에서의 소맥 유통에 참가하는 민간은 1992년 이후 활발해졌다. 현을 초
월한 소맥 유통은 공식적으로는 1987년에 자유화되었으나, 정부기관에 의해 공급
되는 모든 소맥이 식량보조제도 대상이었다. 가격이 저렴하였기 때문에 민간부문
이 소맥 유통･판매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여지가 적을 것이다. 그러나, 1992년에
피노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되고, 민간부문에 피노를 생산하기 위한 소맥 수입이
개방된 것을 계기로, 소맥 유통부문에 참가하는 민간이 활발해졌다.
이듬해인 1993년에는 피노에 관한 규제가 모두 제거되고, 제분, 유통, 판매 등
이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피노 자유화에 따라 제분과정에서도 1992년 이후에 민간
참가가 시작되었다. 이전까지의 제분소는 농촌 내 소비용인 소규모 제분소를 제외
한 이집트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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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는 민간업자가 피노를 제조하기 위해 소맥 수입을 시작하였다. 처음에
는 소맥을 제분하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부는 민간업자가
국영 제분회사와 계약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그 결과, 국영 제분회사의 설비를 빌
리는 형태로 민간업자의 제분과정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6년까지 국영
제분회사의 임대료 상승, 국영 제분회사 자체의 수입 소맥 조달･피노 생산･판매에
대한 참가 등으로, 민간업자는 자체 제분설비를 건설하게 되었다.
자유화 후 소맥 유통경로(2001년 시점)을 나타낸 것이 <그림 31>이다. 1996년
부터 샤미가 중단되자 시장에 유통되었고, 유통되는 밀가루는 아이시바라디와 피
노 2종류로 되어 있다.
<그림 31> 이집트 소맥 유통경로(2001년)

2001년 소맥 총 공급량은 약 1,241만 톤으로 그 중 국내 생산이 49%, 수입이
51%로 거의 반반이었다. 소맥 유통경로는 1) 농촌 내 유통, 2) 식량보조제도를 따
른 정부, 기관중심의 아이시바라디 유통, 3) 민간부문에 진출한 피노 유통의 세 가
지로 크게 나뉜다. 각각의 소비 비율은 농촌 내 유통 소맥 약 33%, 아이시바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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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2%, 피노 약 25%를 이루고 있다.
농촌 내 유통에 관해서는 자유화 이전과 마찬가지였다. 즉, 농촌에서 소비되는
소맥의 많은 부분은 자가소비용이며, 일부는 농촌 내에서 매매된다. 또한, 마을 내
제분소는 수수료를 떼고 제분을 도급받는 방식이다. 보조금이 붙은 아이시바라디
의 유통은 정부기관이 통제하고 있다. 자유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산 소맥의 집
하는 PBDAC가, 수입은 GASC가 주로 맡고 있다.
그러나, 국산 소맥에 관해서는 PBDAC 이 외에도 농업협동조합이나 민간업자들
도 집하를 하고 있다. 또 직접 국영제분소에 반입되기도 한다. 아이시바라디 제분
은 국영 제분사와 계약된 민간 제분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1년에는 국영 제분회사의 제분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밀가루는 공인
판매소와 베이커리에 판매된다. 공인 베이커리는 정부의 기준에 따라 빵이 만들어
지며, 공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자유화 후에 출현한 새로운 경로가 피노의 유통경로이다. 피노 유통에는 현재
국영부문과 민간부문이 병존하고 있다. 국영 제분소에서 제분되는 소맥은 국영 제
분회사의 소유 주회사인 HCFI(Holding Company for Food Industries)의 일괄
수입 이외에도, 최근에는 제분회사의 직접 수입이나 민간업체에 의해 수입도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업 사람에 의해 수입되는 소맥의 대부분은 자체 제분소나 계약 제
분소에서 제분되어 시장에서 판매된다. 국영 제분회사와 민간 제분소에서의 피노
제조 비율은 2001년에는 약 4:6이었다. 또 피노 제조에 관해서는 1996년에 수입
소맥만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국영기업･민간업자 모두 국내 조달은 하지 못했다.
유통 자유화 후 10년간 소맥 소비는 총소비량 중 약 10% 정도 증가하였지만, 각
밀가루의 소비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농촌 내 소비가 총 소비량의 약 3분의 1,
보조금이 붙은 아이시발라디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피노는 유통 자유화 직전인 1991년 13%였던 것이 자유화 후 10년이 지난 2001
년에는 25%로 증가하였다. 이는 1996년 샤미 생산이 중단되면서, 고품질 밀가루
가 피노로 단일화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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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통 관련 주체
1) 거래업자
발라디를 제조하기 위한 소맥 조달의 경우, 국산 소맥은 농･민간 거래업자, 농
업협동조합, PBDAC가, 수입 소맥은 GASC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
하에 어떤 아이시바라디용 소맥은 국내 조달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GASC가 필요
량 조달 책임기관이었다. PBDAC 등은 GASC의 에이전트로서 조달을 실시하고 있
었다. 국산 소맥의 조달은 PBDAC가 중심이 되어 실시되고 있었다.
PBDAC는 농가로부터 직접 또는 민간업자나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정부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조달가격으로 소맥을 매입한다. 이때 PBDAC는 1알데브(150kg)당
3 이집트 파운드(이하 파운드)에 집하, 선별, 보관 등의 수수료를 GASC로부터 받
는다(Tyner et al, 199943)). 그 후 소맥은 제분소에 판매된다.
농･민간거래상과 농업협동조합은 PBDAC에 소맥을 넘기는 것 외에도 직접 국영
제분소와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농업협동조합이 GASC의 에이전트가 되는 경우
로 거래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받는다(Tyner et al, 1999).
또한 국영 제분회사가 GASC의 에이전트로서 농업협동조합이나 민간거래상으
로부터 직접 소맥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 거래상은 농촌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고가로 매입 취득, 현금 결제, 소량 매입, 소맥 운송수단 제공 등 PBDAC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아이시바라디 유통에 참여하였다(Mehanna,
Hopkins and Abdelmaksoud, 199444)).
아이시바라디 제조용 소맥 수입은 GASC가 직접 실시하고 있다. 수입된 소맥은
국내 조달 소맥과 마찬가지로 국영 제분회사 또는 계약 민간 제분소에 판매된다.

2) 제분부문
제분부문은 1) 농촌제분소, 2) 국영제분회사, 3) 민간제분소로 크게 나눌 수 있
다.농촌제분소는 전국적으로 5천개 이상 있었으며, 농촌 내에서 소비되는 소맥을
43) Tyner, Wallace, B. Adair Morse, M. Ragaa El Amir, AdelMostafaandSherinSherif［1999］Wheat
Subsector Baseline Study, MVE Unit - APRP, Impact Assessment ReportNo.6,Cairo:
AbtAssociation Inc.
44) Mehanna, Sohair, Nicholas S. Hopkins and Bahgat Abdelmaksoud, 1994, ‘Farmers and Merchants:
Background to Structural Adjustment in Egypt’, ｢Cairo Papers in Social Science｣ Vol. 17
Monograph 2, Cairo: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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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떼고 제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제분소는 소규모로 하루 50톤 이하의
제분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 많은 농촌제분소에서는 소맥 이 외에 옥수수 등의
제분도 하고 있었다(Kherallah et al, 2000).
국영 제분회사는 1992년 이후 제도개혁으로 피어났고, 이는 소맥 유통 자유화
에 맞추었다기 보다는 1991년부터 시작된 ERSAP에 따른 개혁이었다. ERSAP 이
전의 국영 제분부문은 7개의 제분회사가 저장, 제분, 제빵공사(Public Company
for Silos, Mills, and Bakeries: PCSMB) 산하에 있었으나, 1992년에 PCSMB가
지주회사화 되어, HCSMB (Holding Company for Silos, Mills, and Bakeries)
로 나타났다. 다음해인 1993년에는 HCSMB가 정미플라토 지주회사(Holding
Company for Rice Mills)와 합병하여 정미 및 제분 플랜트 지주 회사(Holding
Company for Rice and Wheat Mills, HCRWM)가 되었다. 그 때 7개 제분회사
중 5개사는 HCRWM의 산하에 들어갔으나, 나머지 2개사는 식품공업지주회사
(Holding Company for Food Industries: HCFI)의 산하가 되었다.
그 후 1999년 HCRWM이 해체되고 산하 회사는 HCFI 산하로 넘어갔다. 그 결
과, 1993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7개 모든 국영 제분회사가 하나의 지주회사(HCFI)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Poulinand Abdel-Latif, 200245)). 그 사이, 국영 제분
회사의 민영화도 진행되어, 1998년 시점에는 7개사 중 3개사가 주식의 과반(61%)
을, 4개사는 약 40%를 민간이 보유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여전히 지주
회사가 쥐고 있었다.
또한, 7개 제분회사는 총 131개 제분소를 보유하여 있었으며, 그 중 112개 제분
소에서 아이시바라디를, 19개 제분소에서 피노를 제조하고 있었다(Kherallah et
al, 2000). 아이시바라디 제조는 지주회사나 제분회사가 소맥의 구매나 판매를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GASC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각 제분소
는 매일 운영과 관련하여, 제분회사는 각 제분소의 제분능력에 대한 설비투자 계
획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 한편, 피노 제조는 지주회사 감독 하에 각국 제분회사가
조달･제조･판매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영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
단으로 고용조정은 불가능하며, 과잉노동력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Poulin and
Abdel-Latif, 2002).
45) Poulin, Roger J. and Abla M. Abdel-Latif, 2002, ‘Changes in the Structure, Conduct and
Performance of the Wheat Subsector in Egypt since 1997’, MVE Unit - APRP, ｢Impact
Assessment Report｣ No. 21, Cairo: Abt Association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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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를 제조하는 민간 제분소는 1997년 8개 시설이 가동을 시작한 이후 매년 증
가하여 2개 시설이 2001년 시점에서 30개 시설, 총 3개 10만 톤의 제분 능력을 가
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민간제분소는 스스로 소맥을 수입하고 있으나, 이는 수
입 소맥의 국내거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피노 제조용 소맥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민간제분소에서는 국영제분회사가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품질･서비
스 등 비가격 경쟁에서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Poulin and Abdel-Latif, 2002).
또한, GASC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아이시바라디를 제조하는 민간 제조소는 2001
년 시점에서 카이로권을 중심으로 33개 시설이 있었다. 그 대부분은 1일 제분 능
력이 100톤 이하의 소규모 제분소이며, 심지어는 구기술인 맷돌을 사용하여 제분
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3) 판매소･제과점
보조금이 붙은 밀가루인 아이시바라디는 공인판매소 또는 베이커리에서 판매된
다. 대부분이 민간 소유이지만, 그 경영은 정부(GASC)의 통제 하에 있다. 점포수
는 2001년 시점에서 판매소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2만 47개소, 베이커리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1만 973개소가 있었다. 판매소 및 베이커리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시바라디의 양은 점포마다 정해져 있는데, 가격은 동일하고 판매소는
톤당 500파운드이며, 베이커리는 톤당 2개였다.
제분소는 90파운드에 구입하며, 그 후 판매소에서는 톤당 550~600 파운드에
아이시바라디를 판매하였다.
제과점에서는 1장에 0.05파운드에 아이시바라디로 만든 빵을 팔게 되어 있었
다. 제과점은 판매수수료로 빵 1,000장당 1파운드를 받는다. 이 가격들은 1991년
이래로 변하지 않고 있다.
판매소와 베이커리에 대한 아이시바라디 배분비율은 1997년 시점에는 약 3:7로
베이커리의 배분이 많아지고 있으며, 베이커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아이
시바라디가 많이 공급되고 있다. 피노 판매는 자유로우며 밀가루와 빵으로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것 외에도 파스타 등을 만드는 식품 가공공장 등에도 판매된다. 시
장 경쟁이 치열하여 많은 제분 회사들은 최종 소비자를 위한 판매 이외에도 슈퍼
마켓이나 식품가공공장 등 대규모 수요처와 장기간 계약에 의해 경영 안정화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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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하고 있다(Tyner et al, 1991).
<그림 32> 식량보조금 대상 품목 추이(1981~1996년)

4. 맺음말
주요 품목별 생산 및 소비 동향을 요약하면, 곡류 부문 중 옥수수의 자급도가 매
우 낮으며, 육류 중 소고기, 가금류 모두 소비가 생산을 상회하고 있다. 유제품 중
우유의 경우 자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도 활발한 편이다. 한편, 이집트는 설
탕의 소비가 굉장히 큰 국가로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때문에 수입량
도 큰 편이다. 인스턴트 면류와 피클 등의 제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간장의 판매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정부는 국가 경제에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농업 부문을 국가의 주
요 산업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농업은 이집트 GDP와 수출의 약 2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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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는 농업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약 8,850만 명 정도로 많기 때문에 농산물
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집트는 1970년대 초까지 식량을 자급자족했
으며 식량의 순수출국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집트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해 1980년
대 초반부터 연간 약 30억 달러 정도의 식량을 수입했고 1990년대부터는 연간 약
40억 달러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이집트의 주요 생산 농산물로는 면화, 쌀, 옥
수수, 토마토, 감자, 포도 및 딸기 등이 있다.
농업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이에 비해 이집트의 경지 면적은
매우 작다. 이집트의 총 경지면적은 이집트 총 면적의 3.5% 수준이며 대부분 나일
델타(Nile Delta)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집트 정부는 경지 면적을 확대
하고 자국 농산물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토지개간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집트의 사막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통계
에 따르면 사막이 1980년대에 약 250만 ha였지만 2004년 말에는 약 350만 ha로
증가했고, 이는 연간 평균적으로 약 4만 ha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집트의 정부 부
처에서는 1997년과 2017년 사이에 약 140만 ha만큼의 토지를 간척하기로 목표를
세웠으나 이러한 계획은 이집트의 높은 물 소비 수준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이
집트는 현재 물 빈곤선 아래로 분류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집트의 정부는 농민들에게 개간, 윤작, 효과적인 수확, 운송 방법, 시장가격
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집트 통상산업부는 USAID국제개발처, WFP
유엔세계식량계획과 같은 국제조직과 함께 협력하여 농민들에게 작물의 적정 가격
이나 저장이나 운송의 기술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정보는 대
부분의 시장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윤작의 부재로 토양 침식을 겪고 있는 이집트
의 상부 지역 농민들에게 중요하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조금 감축 정책을 진행 중이며,
농업 보조금도 삭감하였다. 2015년 11월, 이집트 정부는 고정적인 가격으로 보조
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규모에 기반하여 낮은 보조금
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국제수준 가격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러한 보조금 구조의 변화가 농사의 수익성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 반발
하고 있다.
생산, 소비량이 가장 많은 소맥의 경우 지난 3개년 간, 향후 5개년 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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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이 1% 내외로 큰 변화가 없으나, 옥수수의 소비량은 지난 3개년 간 7.6%,
2020년까지도 3.1% 성장이 예측되는 등 곡류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쌀
의 경우는 비교적 자급도가 이루어지는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41.6%, 옥수수
38.5%의 경우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46)

<표 3> 곡류 생산/소비량 추이
(단위: 천 톤)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p)

13-15
CAGR(%)

15-20
CAGR(%)

생산량

8,500.0

8,250.0

8,300.0

8,495.8

-1.2

0.5

소비량

18,700.0

18,500.0

19,100.0

20,432.3

1.1

1.4

생산량

5,800.0

5,800.0

5,960.0

6,218.5

1.4

0.9

소비량

12,000.0

13,200.0

13,900.0

16,166.5

7.6

3.1

생산량

4,675.0

4,750.0

4,530.0

4,450.0

1.6

0.4

소비량

4,050.0

4,000.0

4,000.0

4,227.3

0.6

1.1

생산량

18,975.0

18,800.0

18,790.0

19,164.7

0.5

0.4

소비량

34,750.0

35,700.0

37,000.0

40,826.1

3.2

2.0

품목
밀

옥수수

쌀

주요 곡류

자료: BMI Report.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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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쌀/면류의 경우 2015년에 전년 대비 약 18.8% 증가했으며 최근 6개년
2010~2015년 동안 CAGR은 15.5%였다. 이집트의 쌀/면류 시장의 성장을 가져온
요인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쌀/면류 품목들에 대한 물가 상승이고, 두 번째
는 이집트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쌀과 면으로 된 음식을 저렴
한 식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쌀이나 면류 중,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판매의 증가는 집에서 프리미엄 쌀이나 면
을 이용해 요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46)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FOOD MARKE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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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이집트 쌀/면류 매출액 변화(2010-2020)
(단위 : US 백만 달러)

자료: BMI Report.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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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Doha Co for Processing & Distribution은 이집트 쌀/면류 시장의 선도적
인 기업으로 2015년에 3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Al Doha Co for
Processing & Distribution은 모든 주요한 유통 채널에서 Al Doha Co for
Processing & Distribution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유통 네트워
크를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 게다가 기업의 브랜드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꾸준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쌀/면류의 경우 지난 3개년 간 16.6%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쌀 가
공식품이 전체 중 7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7.9%의 3개년 간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전체 중 비중은 작지만, 인스턴트 면류의 3개년 간 연평
균 성장률이 24.0%로 전체 면 품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2020년까지
11.9%의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스턴트 면류 중에서
는 특히 봉지 면류의 비중이 높다.47)

47)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이집트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EGYPT HALAL
FOOD MARKE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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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면류/곡류 판매액 추이
(단위 : US 백만 달러)

품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p)

13-15
CAGR(%)

15-20
CAGR(%)

인스턴트 면류

19.9

24.5

30.6

53.7

24.0

11.9

- 컵 면류

0.9

1.1

1.3

1.8

17.1

7.2

봉지 면류

19.0

23.4

29.3

51.9

24.3

12.1

소면

0.1

0.2

0.2

0.2

7.4

3.7

파스타(건조)

311.9

346.6

396.6

540.0

12.8

6.4

쌀

827.8

961.5

1,150.8

1,584.5

17.9

6.6

면류/곡류

1,159.7

1,332.7

1,577.8

2,178.4

16.6

6.7

자료: Euromonitor.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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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08月28日字 게재, Al-Ahram紙(飜譯)
東京外國語大學(TUFS) e-learning System, ‘エジプト：商工会議所穀物局長が米価格安定
の理由を語る’, 2019년8월5일자 게재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
プト/)
USDA PSD On-line.
네이버 블로그 알라몬따냐(https://blog.naver.com/pyj5991/1)
네이버 블로그 젠키즈(https://blog.naver.com/gen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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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집트 농업> 제3편

이집트 축산과 축산식품 시장 동향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
1)김수연(축산관측

담당자) ***

1. 서론
이집트는 이슬람국가로 축산 중 양돈부문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다. 대신 과
거부터 소를 중심으로 한 축산은 줄곧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닭고기와 계란과 같
은 양계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등 이집트 축산업 구조와 각 축종별 산
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방화 이후 축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축산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축산물을 가공한 상태로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련 부문 또는 전후방 산업
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축산물 수요측면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사료용 곡물 이용측면에서도 변
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급측면에서도 국내 생산과 수입에 의한 공급측
면의 구조도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
나는지 그리고 관련 정책의 변화도 축산물 수급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
며, 이 또한 곡물 수급 상황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해외곡물시장 동향｣ 2020년 4호에서는 이집트를 대상으로 한 기획시리즈로,
이집트의 농업과 축산 그리고 농업정책을 4편으로 나누어 게재한다. 먼저 제1편에
서는 이집트의 농업 전반의 상황에 대해, 제2편에서는 이집트의 곡물 수급상황에
대해, 제3편에서는 이집트의 축산상황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편에서는 이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 sykim0722@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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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트의 농업정책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이 글에서는 기획시리즈의 제3편으로써
축산에 국한하여 수급 상황과 축산식품 시장 현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

2. 이집트의 식문화1)
이집트 국민의 대다수는 무슬림이다. 따라서 이집트의 식품소비는 이슬람 율법
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할랄(Halāl)2)과 하람
(Harām)3)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다. 할랄은 ‘허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며, 하
람은 ‘금지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집트 무슬림의 식품 소비에 있어서도 할랄과 하람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
된다. 무슬림에게는 특히 돼지고기에 대해 섭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
는 이슬람에서는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돼
지고기와 돼지가죽에서 추출한 젤라틴 등이 들어간 모든 식품에 대한 섭취도 금지

1) 이 부분은 박성진, 김승애, ‘이집트의 농업현황과 정책’, ｢세계농업｣ 제198호(2016년 12월호),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을 참고하여 축산 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2) 할랄(halal).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아랍어로 ‘허용된 것’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과일･야채･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과
같이 이슬람 율법 아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다. 육류 중에
서는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주로 염소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 이를 원료로 한 화
장품 등이 할랄 제품에 해당한다. 반면,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개･고양
이 등의 동물, 자연사했거나 인간에 의해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과 같이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의
경우는 ‘하람(haram)’ 푸드라고 한다. 할랄 제품의 대부분은 음식류가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할랄
푸드는 전 세계 식품시장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네슬레･맥도날드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할
랄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3) 하람(haram). 아랍어로 종교적･도덕적･윤리적 금기사항을 의미하며, 《코란》과 수나(Sunnah)에 구체
적인 행위가 언급되어 있다. 이슬람 교리에는 인간의 행동을 규정짓는 다섯 가지의 사항이 있다. 파
르드 혹은 와집, 무스타합, 무바흐, 마크루흐, 하람으로 그 중 가장 마지막 금기사항에 해당된다. 크
게 두 가지의 금지된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나라에서 법
으로 금지한 행위와 살인･강도･강간과 같은 범죄가 해당된다.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
은 아니지만, 행위의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다. 윤리적 금기사항과 컨닝･사
채업 등이 이에 속한다.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서 직접 언급된 사항으로는 매춘･살인･문신･고
리대금･음주･돼지고기 섭취･예배를 거르는 행위가 있다. 무슬림에게는 종교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서 출발하여 관습적･법적으로 제한되는 행동이다. 규정된 행동을 범하게 될 경우 행정법･종교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금기사항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보며, 보편적으로 이슬람교의 신학자･법학자인 울라마의 판단을 기준으로 행동의 옳고 그름
을 규정한다. 개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금기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을 묻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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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이집트 국민의 돼지고기 총 소비량이 수 백 톤 수준에 그
치고,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또한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
면, 쇠고기, 가금육, 양고기 등과 같은 축산물은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어,
이들 축산물은 연간 수십만∼1백만 톤 이상 생산된다.
이슬람에서는 모든 알코올 섭취 또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채류, 곡물 등
에 대한 섭취에는 제한이 없다. 알코올로 발효되지만 않았다면, 과채류와 곡물은
모두 할랄(허용하는 것)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집트인의 식품소비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은 명절 식품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
한다는 점이다. 이집트인은 라마단4)이라는 무슬림의 금식 기간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이를 기념하는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5)라는 명절을 지낸다. 이 때에는
평소보다 70% 정도 식품 소비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 이집트인은 평균 1년에 전체
소득의 45%를 식료품 구매에 사용하는데, 이 중 15%가 이드 알피트르 기간에 사
4) 라마단(Ramadan). 이슬람력(曆)에서의 9월. 아랍어(語)로 '더운 달'을 뜻한다. 천사 가브리엘(Gabriel)이
무함마드에게 《코란》을 가르친 신성한 달로 여겨, 이슬람교도는 이 기간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
적으로 금식하고, 날마다 5번의 기도를 드린다. 여행자･병자･임신부 등은 면제되지만 대신 이후에 별
도로 수일간 금식해야 한다. 이러한 습관은 유대교의 금식일(1월 10일) 규정을 본떠 제정한 것인데,
624년 바두르의 전승(戰勝)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달로 바꾸어 정하였다. 신자에게 부여된 5가지 의
무 가운데 하나이며, '라마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금식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뿐만 아니라 담배, 물, 성관계도 금지된다. 라마단의 마지막 10일간은 가장 최고로 헌
신하는 시간으로 이슬람교도들은 그 기간 사원 안에서 머물게 된다. 보통 27번째 되는 날을 '권능의
밤(Laylatul-Qadr 또는 Lailatul-Qadr)'이라고 하여 밤새워 기도한다. 라마단이 끝난 다음날부터 '이드
알피트르(Eid-al-Fitr)'라는 축제가 3일간 열려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주고받는다. 라마단은 해마다 조
금씩 빨라진다. 윤달이 없는 이슬람역은 12개의 태음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력보다 11~12일이 적
기 때문이다. 해마다 라마단이 다가오면 전문가단이 구성되어 초승달을 관측하고, 최고 종교 지도자
가 초승달을 육안으로 관찰한 후 라마단의 시작날짜를 공포한다. 이 날은 같은 이슬람국가라도 교리
에 따라 하루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많은 이슬람교도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달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라마단을 시작하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초승달이 보이는
날짜를 따르는 신자들도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5)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는 라마단이 종료됨을 의미하는 무슬림의 휴일이다. 이드 알피트르를 줄여서
이드(Eid)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드는 아랍어로 '축제'를 의미하며, 피트르(Fitr)는 '축제가 끝났음'을 의미
한다.(또한 '대자연', '천지만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fitrah"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라마단이 끝
나는 샤왈(Shawwal, 이슬람력 10월) 첫째 날에는 그 종료를 축하하는 이드 알피트르가 개최된다. 이날
무슬림들은 각 지역에 특별히 마련된 넓은 예배장소나 또는 큰 사원에 모여서 예배를 올린다. 어려웠던
한 달간의 금식이 무사히 끝난 것을 축하하는 이 날의 집단예배는 해가 뜬 시간부터 정오 사이에 적당
한 시간을 골라서 행해진다. 무슬림들은 이날 아침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를 올린 다음 서로 인사를
나누며,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고 선물을 교환한다. 3일 동안 이어지는 축제의 첫날에는, 가난한 사람
들을 위해 사원에 종교적 납부금을 바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무슬림들은 라마단을 고행이 아니라
축제의 시기로 여긴다. 이슬람국가들의 거리에는 골목마다 색깔 종이나 깃발 혹은 사원 모양의 조형을
내건다. 무슬림들은 저녁시간이 되면 밤마다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고 음식을 나누며 선물을 주고 받
는다. 이 기간은 이슬람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라마단 특수’ 현상이 나타난다.(출
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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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것이라 한다.
이집트의 또 다른 주요 명절은 이드 알아드하(Eid al-Adha)6)이다. 이드 알아
드하는 메카7) 성지순례를 마친 후 행해지는 이슬람 명절로, 희생제라고도 한다.
메카 성지 순례에 참가하지 못한 이집트 무슬림은 이드 알아드하 기간에 양, 소 등
을 도축하여 제를 올린 후 가난한 사람과 나눈다. 이 기간에 육류, 특히 양고기 수
요 급증하여 양고기 가격이 30% 정도 폭등하기도 한다.

3. 이집트의 축산업 동향
이집트의 축산업 총생산액(가축부분 총생산액)은 2016년 기준 119억 2,740만
US 달러(한화 환산 13조 1,201억 원8)) 수준이다.
<그림 1>은 가축 생산액의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03년
이후에 축산 생산액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25억 달러 수준으로 매
우 적었다는 점이다. 즉, 시장 개방 이후 축산업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축산업 생산액은 2012년에 피크를 이루면서 이후 다시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
인다. 이 또한 알시시9) 정권 이후 성장세가 멈추었음을 의미한다. 곡물 위주의 정
6) 이드 알아드하는 이슬람교의 중요한 정규 축제 중 하나로, 이슬람력 12월 10일에 열리는 제물을 바
치는 축제이다. 이슬람 이전에 메카 근교에 있는 마나의 골짜기에서 있었던 제물봉공(祭物奉供) 습관
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알라의 명으로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려다 알라의 제지로
대신 염소를 바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순례자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도 한 사람에 염소 한 마
리씩(낙타는 일곱 사람이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그 고기의 3분의 1은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다
른 사람에게 주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데, 이 물건들은 신의 것으로 간주하여 매매하지 못한다.
신도들은 깨끗한 옷을 입도록 되어 있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7) 메카(Mecca).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출생지로서 이슬람권에서는 성지로 추앙받는 곳이며, 매
년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으로 찾아온다. 사우디아라비아 히자즈 지방에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8) 실제 2016년 원/달러 환율은 1,101원〜1,232원 범위 내에서 형성되었으나, 원고 내에서의 가치 환산
의 편의와 특집 원고들 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달러 환율은 2019년 평균 수준인 1,100원
=1달러를 적용하였다. 이하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같다.
9) 압둘팟타흐 알시시(Abdel Fattah al-Sisi). 이집트의 제6대 및 현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에
의해 2012년 8월 12일 국방부 장관 및 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자신을 임명한 무르시를
2013년 7월 3일 쿠데타를 주도하여 권좌에서 몰아냈다. 쿠데타 이후 7월 3일~4일간 이집트의 국가
원수(元首)로 존재하였고, 7월 4일 헌법재판소장 아들리 만수르를 대통령 대행에 임명하여 권력을
이양하였으나,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군사정권을 유지하였다. 2013년 7월 16일 부총
리에 임명되어 국방장관 및 군 총사령관을 겸직 수행하였으며, 2014년 1월 27일 원수(元帥)로 진급
하였다. 2014년 3월 26일 이집트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에서 물
러나야 하는 선거법에 따라 국방장관 및 군 총사령관, 부총리직을 사임하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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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축산업에 대한 배려가 축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이집트 가축 생산액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축종별로 사육두수 추이를 살펴보자. 먼저 소(소 및 물소) 사육두수이다. 2019
년 기준 이집트의 소 사육두수는 764만 5천 두이다. 이 중 젖소 사육두수는 2018
년 기준 451만 7천 두이다. 반 이상이 젖소라는 의미인데, 유육겸용(乳肉兼用)으
로 방목에 의해 소를 사육하는 이집트 소 산업의 수준을 고려하면, 납득할 만한 수
치이다.
소 사육두수 추세치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에 가서야 사육두수 증가세가 현
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증가세는 앞의 가축생산액 추이의
모습과 유사하다. 다시 말하면, 알시시 정권 이후의 자유화의 물결과 EU와의 무역
협정10)과 시기가 일치한다.

10) EU-이집트 연합협정(EU/EGYPT ASSOCIATION AGREEMENT). 발효일은 2004년 6월 1일이다. 15개
EU회원국과 이집트간 FT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집트, 대EU 공산품 무관세 수출 EU 15
개 회원국, 2019년까지 4개품목군에 걸쳐 점진적 인하 및 철폐(예: 자동차 관세는 2010~2019간 매
년 10%씩 인하), 2) 농산품 일부 쿼터해제 및 관세인하 또는 철폐(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집트
FTA체결현황,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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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집트의 소(소 및 물소) 사육두수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이집트는 이슬람국가이기 때문에 돼지 사육두수는 매우 적다. 때문인지 돼지 관
련 데이터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가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로는 2018년 데이터
인데, 당시 사육두수가 1만 두 정도에 불과하다11).
추세치를 볼 수 있는 돼지 사육두수 데이터로는 1983년까지의 사육두수가 최
근 데이터이다. 당시의 돼지12) 사육두수는 15,000두로 현재와 큰 차이가 없었으
며, 1980년 이전에는 거의 사육되지 않았다.
<그림 3> 이집트 돼지 사육두수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11) (일본)글로벌노트(https://www.globalnote.jp/post-2488.html?cat_no=111)
12) 국산돼지(Sus domestica), 멧돼지(Susscrofa).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멧돼지는 제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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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가금류 사육수수는 2018년 기준 1억 7,918만 8천 수이다. 이집트의 가
금류 사육수수 추세를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집트
에서 가금류의 사육수수는 연간 변동이 매우 크다. 1990년대 들어 가금류 사육수
수가 크게 증가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다시 사육수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5년도 이후 사육수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13년 이후 증가세가 현저하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이집트의 가금류 사육수수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축산업 생산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축산업생산지수(Livestock Production
Index13))라는 것이 있다. 이 지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축산업 생산 규모
평균을 100으로 하여 나타낸 지수이다. 2016년의 경우 이집트의 축산업생산지수
는 123.4로 10여 년 전에 비해 23.4% 정도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축산업생산지수 추이를 보더라도, 앞의 가축사육두수 추이와 마찬가지로 1988
년 이후와 2002∼03년이 전환점임을 알 수 있다(그림 5).
13) 가축생산지수라고도 하며, FAO에서 국가 간 또는 한 국가 내의 축산업 생산 규모의 수준을 비교하
기 위해 사용하는 지수로써,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을 100으로 하여 비교 시점의 축산업
생산 규모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Livestock production index(2004-2006 = 100)라고 표현하며,
‘Livestock production index includes meat and milk from all sources, dairy products such as
cheese, and eggs, honey, raw silk, wool, and hides and skins. ... Practically all products are
covered, with the main exception of fodder crops.’로 정의된다.(출처: Index Mundi,
https://www.indexmundi.com/facts/indicators/). 국제연합 산하기구인 FAO와 World Bank에서 주로
이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두 군데 모두에서 국가별로도 축산업 생산지수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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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집트의 축산업생산지수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인근에서 소를 기르고 있는 농가14)를 조사한 비교적 최근
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해당 농가는 물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사육하는 물
소의 분뇨는 비료로 사용한다. 목초지의 표면에 짚과 섞은 우분뇨를 그대로 뿌리
고 괭이로 표토를 좀 깎아 섞는 정도이다. 모두 인력이다.
우분 비료는 1입방미터당 70이집트 파운드15)(5,490원=4.41달러=476.7엔)정도
에 판다고 한다. 우분 비료 외에 화학 비료, 농약도 사용하고 있다. 토양은 점토와
모래가 섞인 나일 강토이다.
주로 먹는 음식은 파이 반죽처럼 여러 겹으로 얇은 천같이 겹친 빵에 매운 향신
료가 섞인 치즈와 흑 밀을 태워 만든 것과 야채와 함께 먹는다. 곡류나 유제품이
주식이다.
이집트에서는 2에이커16)(=8,093.7 ㎡) 이상은 정부가 모두 경지를 정해 준다.
벼는 지난해부터 전면 금지되고, 소규모에 심고 있어도 벌을 받는다. 때문에 농장
주는 주요 산물이었던 사탕수수도 대폭 감산하였다.
14) (일본)syneco blog, ‘이집트 시찰(6):Cairo(농업 편)’-시찰 여행-エジプト視察(6)：Cairo(農業編), 2018
년 12월 6일 게시,(https://synecoculture.org/blog/?p=1013)
15) 이집트 파운드는 EGP(Egyptian Pound) 또는 LE로도 표현한다. 2020년 3월 중순 평균 환율은
1EGP=78.43원=0.063달러=6.81엔(1엔=11.52원 적용).
16) 에이커(acre). 야드-파운드법의 면적 단위. 기호는 ac 또는 acre. 1에이커는 4,840 yd2(제곱야드)이
다. 이 값은 40.468a(아르)에 해당한다. 에드워드 1세(1272~1307) 시대에 황소를 부려 하루에 갈 수
있는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국제 기준으로 1 에이커= 4,046.8564224 ㎡=
0.40468564224 헥타르이며, 미국 기준으로 1 에이커= 4,046.87261 ㎡=0.404687261 헥타르(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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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물소의 분뇨로 퇴비를 인력으로

<사진 2> 목초지 표면에 우분을 거름으로

만드는 모습

주고 있는 모습

4. 축산물 수급 동향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육류의 합계17)는 2017년 기준 2,535천 톤이었다. 이를 과
17) FAO에 의하면, "LIVESTOCK"이라는 용어는 나이, 위치, 사육 목적에 관계없이 모든 다 자란 동물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가축이 아닌 동물은 사육되거나 사육되지 않는 한 이 정의에 따라
제외된다. 포함된 가축은 크고 작은 쿼드럽스, 가금류, 곤충(벌), 곤충의 애벌레(실크웜스) 등이다. 가
축 수에 대한 수치는 주어진 날 또는 며칠 연속으로 열거된 살아있는 동물을 지칭해야 한다. FAO
관행은 표시된 해의 수치가 전년도 10월과 다음해 9월 사이에 국가들에 의해 보고된 동물들과 관련
이 있다는 것이다. 연령별, 성별, 이용률에 따른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통계는 국가 통계 측면에서
극히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음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동물 종에 대해 FAO
는 ‘초기 무리와 태어난 동물 +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 - 살아있는 동물의 수출 - 자연 손실 - 도살
= 폐업하는 가축’의 등식에 따라 연도 중 국가 가축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FAO는 고기를 음식에 사용되는 동물의 살로 정의한다. 생산 자료에서 고기는 일반적으로 뼈와 사람
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고기를 제외한 것으로 보고된다. 개별 국가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육류 생
산 데이터는 상업 생산(마케팅 채널에 들어가는 육류), 검사 생산(위생 검사로 도축한 동물로부터)
또는 총 생산(위에서 언급한 범주의 총합과 개인 소비를 위한 도축)을 언급할 수 있다.
모든 FAO 연간 생산 데이터는 총 생산량을 가리킨다. 육류 생산에 대한 국가 통계는 다음 개념들
중 하나 이상을 고수한다 : 1. 살처분 직전의 동물 무게, 2. 살처분 중 채취되지 않은 피를 뺀 실제
무게, 3. 옷을 입은 사체 무게: 무게 - 모든 부분 - 식용 및 먹을 수 없음 - 의복을 입힐 때 제거되
는 체중.
개념은 나라마다 그리고 다양한 가축 종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식용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식용 부
산물(머리 또는 머리 고기, 혀, 뇌, 심장, 간, 비장, 위 또는 삼각형)이 포함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발, 목, 폐와 같은 다른 부분이 포함된다. 슬러치 지방(사체를 드레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렌더드
지방)은 국가 관행에 따라 식용 또는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기록된다.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일반적으
로 발굽과 위 내용물뿐만 아니라, 가죽과 가죽(돼지의 경우 제외)을 포함한다. 개별 국가 중에서, 생
산을 측정하기 위해 발행된 다음의 세 가지 개념 중 하나가 A이다. 모든 동물, 토착 동물과 외래 동
물의 생산은 국가 경계 내에서 도살된다. B. 토착동물의 도살로 인한 생산과 기준기간에 살아있는
토착동물의 수출.
육류 생산에서 파생된 것은 다음과 같다: 도살된 동물에서 생산된 생산한 것과 산 채로 수출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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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추세치를 감안하여 보면, 과거부터 줄곧 증가추세를 보여 왔는데, 1979년과
1993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현저하게 빨라짐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다소
증가속도가 주춤하기는 하지만, 1993년도 이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그림 6> 이집트의 육류 생산 합계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축종별로 육류생산 상황을 살펴보자. 먼저 쇠고기 생산부터 보면, 2017년 기준
쇠고기18) 생산량은 1,038천 톤으로 전체 육류의 41%를 차지한다. 이를 과거부터
의 추세치로 보면, 앞의 육류합계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증가세 변환점이 1979년과
1993년에 나타난다(그림 7). 즉, 육류합계와 같은 시기에 변곡점이 나타나는데,
육류합계의 그래프 형태를 바탕으로 쇠고기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물에서 산 채로 수입된 모든 동물에 해당하는 고기를 뺀다. FAO에 의해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수
출이 수치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종류와 크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C. 생물학적 생산
개념은 도축 또는 수출되는 토착 동물에 기준 기간 동안 재고에 순증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토착생
산에서 파생된 것은 토착생산 플러스(또는 마이너스)로 기준기간에 주식수량의 변화에 상당하는 육
류이다. 생산은 실제 무게로 표현된다. 모든 동물의 총 생체중량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FAO는
식품 대차대조표와 관련 지표를 작성할 때 육류 생산의 첫 번째 개념을 사용한다. 두 번째 개념인
토착육 생산은 국가 가축 부문의 생산량을 측정하는 데 주로 유용하다.(출처: knoema, ワールド･
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18) 원문에는 소과의 고기로 되어 있다. 데이터 내의 디폴트 구성을 보면, 코드번호 867인 쇠고기, 870
인 뼈없는 쇠고기(쇠고기와 송아지고기), 872인 쇠고기의 고기(데이터 기호 DRD, Sltd, Smkd 등),
873인 고기엑시스, 874인 소시지비프와 송아지고기, 875인 쇠고기 조제품, 876인 쇠고기통조림,
877 밀착압연 고기(ホモゲン肉) 조제품, 947인 버팔로고기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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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돼지고기 생산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이집트의 돼지고기19) 생산량은
1천 톤에 불과하다. 이를 과거부터의 추세치로 보면, 시기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
며, 최고치라 하더라도 8천 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그림 8). 워낙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래프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이집트의 쇠고기 생산량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그림 8> 이집트의 돼지고기 생산량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19) 데이터 내의 디폴트 구성을 보면, 코드번호 1035인 돼지고기, 1038인 포크, 1039인 베이컨과 햄,
1041인 돈육소시지, 1042인 돈육조제품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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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금육 생산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이집트의 가금육 생산량20)은
1,250천 톤 정도로 전체 육류 생산량의 49.3%나 된다. 쇠고기 생산량보다도 많은
수치이다. 이를 과거부터의 추세치로 보면(그림 9), 이 그래프 역시 꾸준한 증가세
를 보이면서도 육류합계나 쇠고기에서와 마찬가지로 1979년과 1993년도에 변곡점
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해당 시점의 내외적 환경변화 특히
외적 환경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그림 9> 이집트의 가금육 생산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이집트에 있어서 1974년 이후 문호 개방기를 맞으면서 서서히 시장개방의 열기
가 일어났으며, 1991년부터 IMF･세계은행 주도의 경제개혁･구조조정 정책
(ERSAP)이 실시되어 전체 경제에 시장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영향에 의해 나타나게 된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20) 데이터 내의 디폴트 구성을 보면, 코드번호 1058인 닭고기, 1060인 지방간조제품(푸아그라), 1061인
치킨육 통조림, 1069인 오리고기, 1073인 거위와 뿔닭(ホロホロ鳥)이 고기, 1080인 칠면조고기 등으로
되어 있다.(출처: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
ジプ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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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계란 생산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이집트의 계란 생산량21)은 429천
톤이었다. 이를 과거부터의 추세치를 보면(그림 10), 계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의 육류나 쇠고기, 가금육과 마찬가지로 1979년에 변
곡점이 나타나지만, 다른 점은 2001년 들어 그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졌다는 것이
다. 이는 EU와의 무역자유화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이집트의 계란 생산량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우유는 2017년 기준 5,000천 톤22)이 생산되었다. 이집트의 우유 생산량23)을
21) 계란과 계란 제품. 가금류 유형별 달걀 생산은 전통 부문(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작은 군(群))과 현대
부문(대규모, 집약적인 상업용 가금류 농장)의 모든 종류의 암탉에 의한 껍데기 내 계란의 총 생산을
가리킨다. 총 생산품에는 부화용 달걀이 포함되지만 농장의 폐기물은 제외된다. 국가는 숫자와 무게
로 보고해야 한다. FAO는 주요 4개, 가공 3개 등 7개 품목의 달걀과 달걀을 나열하고 있다.(출처: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22) 또 다른 자료인 글로벌노트(https://www.globalnote.jp/post-2488.html?cat_no=111)에 의하면, 2018
년 이집트의 우유 생산량은 2,236,811톤으로 발표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소에서 생산된 우유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출처: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
(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23) 우유, 달걀, 꿀, 밀랍 등은 살아있는 동물의 산물로써 포함되어 있다. 동물에서 유래한 섬유(주로 털
과 비단)는 식물과 동물에서 유래한 섬유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우유와 유제품. 국가가 보고한 우유
생산 추정치는 다음 세 가지 개념 중 하나 이상을 가리킨다. 총 생산량은 우유 생산량과 어린 동물
들이 빨아먹은 우유이다. 소비할 수 있는 생산은 동물에게 공급되는 우유를 줄이는 순생산, 농부들
이 식량과 사료를 위해 비축하는 우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농장의 소실물(wastes)을 말한다.
FAO의 개념은 원유 생산과 관련이 있다. 데이터는 우유를 짜는 동물(소, 양, 염소 등)의 종류와 전
체 우유 및 무게에 따라 보고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체 우유의 5-10퍼센트만이 인간의 소
비를 위해 직접 사용된다. 우유 생산의 대부분은 액체 우유(예: 표준화, 저온살균, 탈지 등)로 시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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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치로 보면(그림 11), 우유 생산량은 줄곧 증가세를 보여 왔지만, 다른 품목과
는 달리 1967년과 1995년 이후 증가속도가 급격히 변함을 볼 수 있다. 1967년 시
점은 이집트에서 협동조합이 발생하여 관리하던 시기에 해당하며, 1995년 시점은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이 실현되던 시기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2
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이집트의 우유 생산량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이집트의 유제품/육류 부문의 수출은 약 5억 3천만 달러 규모이며, 가공된 치즈
가루형태를 제외한 제품이 약 2억 7백만 달러로 약 39.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신선 치즈, 넙치류의 생선, 살아있는 동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24)

기 전에 가공되거나 크림, 버터, 치즈, 증발 및 연유, 분유, 카제인,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의 제품
으로 제조된다. 전체 우유의 약 70%가 유제품으로 가공된다. 이러한 공정의 부산물(예: 탈지우유,
버터밀크 및 유장)은 사료용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유제품(예: 건식 탈지우유 및 저지방 치즈)으로 제
조된다. 가공 우유와 유제품은 비타민, 미네랄, 각종 첨가물로 보충되는 경우가 많다. FAO는 다음
목록에서 우유와 유제품 50개 품목 중 5개 품목이 주요 제품이다. 우유를 함유한 일부 식품은 FAO,
예를 들어 에그노그, 샤베트, 맥아 우유, 초콜릿 우유 음료 등에 따라 별도로 나열되지는 않는다.(출
처: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24)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이집트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EGYPT HALAL
FOOD MARKE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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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제품/육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달러

순위

품목

수출액

1
2
3
4

가루 형태가 아닌 가공된 치즈
신선하거나, 갈리거나, 가공되거나 블루베인(Blue-Vained) 되지 않은 치즈
발효되지 않은 신선한 치즈, 커드치즈
신선하거나 냉각된 넙치류 생선(가자미 제외)

207
87.5
79.5
22.8

5
6
7
8

가축을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live animal)
생선을 제외한 동물들의 내장, 방광, 위
신선하거나 냉각된 생선
모든 종류의 치즈

19.3
16.8
16.7
12.1

9
10

지방 미만으로 당이 포함된 우유 및 크림 파우더
장어, 송어, 잉어를 제외한 모든 활어
이집트 유제품/육류 수출 전체 합계

8.86
6.81
5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이집트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EGYPT HALAL FOOD
MARKET｣, 2016

이집트가 수출하는 축산물은 아주 적은 양이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총육류
합계로는 2,413톤이다. 이 중 쇠고기 수출량은 전혀 없고, 돼지고기는 101톤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가금육이 1,337톤으로 총 육류 수출량의 55.4%를 차지
한다.
가금육 수출량을 추세치를 통해 보면 아래 <그림 12>와 같다. 1985년에 와서야
수출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그나마 잠시 동안이었고,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수
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가 2014년 이후 일정량을 유지하는 현상을 보이고있다.
<그림 12> 이집트의 가금육 수출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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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품목별 수입량을 살펴보자. 먼저 육류 전체의 수입량이다. 2017년 기준
육류 수입량은 400,133톤 이었다. 이를 과거부터 추세치로 보면(그림 13), 197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1974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인 이유는
1974년에 시작된 문호개방정책에 의해 경제부문으로의 민간 활력 도입이 시도되
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2년 이후 육류 수입량이 급격히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
였다. 이는 EU와의 무역자유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이집트의 육류 수입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품목별로 보면, 소과의 고기(쇠고기)의 경우 2017년 수입량은 256,674톤으로,
쇠고기 생산량의 25% 정도에 해당한다. 즉 이집트의 쇠고기 자급률은 80% 정도라
는 의미이다.
이를 과거부터 추세치로 보면(그림 14), 1974년 이후 증가율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
는 패턴을 보인다. 2001년 이후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이 또한 EU와의 FTA 발효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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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이집트의 쇠고기 수입량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돼지고기25) 수입량의 경우 2017년 기준 2,477톤으로, 이슬람국가의 전형처럼
매우 적은 물량의 수입이 이루어졌다. 이를 과거부터 추세치로 보면(그림 15), 앞
의 생산량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특정 연도에 수입이 집중되는 패턴을 볼 수 있다.
2017년도는 과거에 비해 많은 물량이 수입된 해이다.
<그림 15> 이집트의 돼지고기 수입량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25) 뼈붙은 것, 국산 또는 야생 돼지(예: 멧돼지)의 고기. 신선육, 냉장육, 냉동육에 관계없다.(출처: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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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으로 가금육 수입량은 109,849톤 이었다. 이는 국내 가금육 생산량
1,250천 톤의 8.8%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집트에서는 가금육을 92% 정도 자급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가금육 수입량 추이를 보면(그림 16),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수입이 많았
고, 이후 2005년까지 수입량이 크게 줄었다가 2006년 이후 다시 수입물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의 시기는 이집트가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시기에 해
당하며, 후자의 시기는 알시시 정부들어서 IMF의 권유에 따라 시장개방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그림 16> 이집트의 가금량 수입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 エジプト- 農業(https://jp.knoema.com/atlas/エジプ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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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산 가공식품업 동향
5.1. 이집트의 식품가공업26)
이집트 정부는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조금감축 정책을 진행하였다. 정부가
농업보조금을 삭감함에 따라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게 되자, 냉동 및 가공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냉동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 증가하였다. 원료 품목별로 판
매액 기준으로 성장률을 살펴보면, 닭, 오리 등 가금육이 22%, 가축류가 18.6%를
기록하며 냉동육류식품 소비가 크게 확대되었다. 냉동육 소비 증가는 신선육 공급
부족에 따른 초과수요 발생에 기인한다. 특히 15%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인해 저
렴한 냉동육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냉동 가공식품 시장의 영업이익은 29% 상승하였다고 한다. 신
선육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영업이익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집트의 냉동식품 가공산업은 주로 Mido, Faragello, Koki 등과 같은 현지업체
가 높은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시장
진출은 어려웠다. 한국산 냉동어류식품의 이집트 수출은 2015년 8월 기준, 전년 동
기 대비 438% 증가한 340만 달러(원화 환산 37억 4,000만 원)를 기록하였다.
이들 이집트의 대표적인 냉동육업체(Poultry Processing)들은 약 2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인다. 또한 Koki와 American brands 등은 윙, 너겟, 필레, 치킨버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였다. Koki는 제품 사이즈를 다양화하고 합리적
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2014년 2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 Egyptian
International은 이집트인들 입맛에 맞춘 현지식 양념의 냉동식품을 출시하여,
2014년 기준으로 52%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하였다.
다국적 식품기업들은 이집트를 중동 및 아프리카 권역 내 수출 중심국가로 주시
하고 있다. 이는 이집트가 인구는 이미 8,700만이며, 연평균 2% 대의 인구성장을
기록 중인 거대 내수시장 때문이다. 이집트 냉동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
26) 이 부분은 Deloitte Thomas Financial Advisory 合同會社, 平成29年度(2017년도) 海外農業･貿易投資環
境調査分析委託事業(アフリカ) 最終報告書, (일본)농림수산성, 2018년 3월 22일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 ‘이집트, 냉동식품시장 급성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세계농업브리핑｣, 2015년 12월 4일
게재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https://www.maff.go.jp/j/kokusai/kokkyo/food_value_chain/attach/pdf
/haifu_chousa2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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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됨에 따라 냉동식품 제조, 관련 설비 등의 진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는 가금류와 가축류의 경우, 이슬람식 도축법에 따른 할랄제품만 취급하
므로,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은 냉동생선이나 채소류 시장으로의 진출
도 고려할 수 있다27).
이집트에서는 국내용 식품 가공업도 발전하고 있다(그림 17). 수입식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집트 국내에서도 식품가공업이 진행되어, 식품가공기업은 2016
년에 5,498사를 기록하였다. 주요 가공품은 밀가루, 설탕, 유지류, 파스타, 토마
토소스, 유제품(치즈 등) 등이다.
<그림 17> 이집트의 식품가공 기업 추이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아직도 식품분야에서 군(軍)의 역할이 크다. 군은 군수산
업 이외에도 일반 소비재, 농업, 인프라 건설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성 외에, 아랍 공업화기구(Arab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 AOI28)) 및
국가 서비스사업 기구(NSPO29))가 주된 생산 기관이다.
27) BMI, Global Trade Atla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집트, 냉동식품시장 급성장’,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세계농업-세계농업브리핑｣, 2015년 12월 4일(게재)에서 재인용
28) AOI는 1975년에 이집트에서 설립된 방위 산업을 위주로 하는 업체로 아랍공업화기구 또는 아랍산
업화기구라고도 하며, 자체 생산 공장까지 보유하고 있다. AOI의 계열사로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Arab Renewable Energy Company(ARECO)가 계열사가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https://kin.naver.com/qna/)
29) 국가서비스프로젝트기구라고도 한다. 이집트에서 군의 영리활동은 내각의 국방생산부와 독립기구인
아랍산업화기구(AOI), 국가서비스프로젝트기구(NSPO) 등 크게 3개 조직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이루
어진다.(출처: 중동문제 전문매체 <중동연구정보프로젝트>(MERIP), 한겨레, 2014년 5월 28일 게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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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O는 특히 농업분야에 강하다. 군의 경제활동은 완전히 행정부 관할에서 제
외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계정을 타 기관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생산재 수입
허가도 불필요하며 각종 세금도 면제된다. 현재는 GOEIC(이집트 수출입 관리청,
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나 알렉산드리아 항만국
등의 무역에 관련되는 주요 포스트는 군 출신이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부에 미치
는 영향력도 매우 세다.
군은 외국계 기업이나 현지 기업과 제휴하여 인프라 정비도 주도하고 있다. 경
제활동 및 재량의 자유도가 크기 때문에 사업 실시가 신속하며, 착실히 실시할 수
만 있어 이집트의 민간기업에게도 신뢰가 높은 편이다.
<표 2> 이집트 군 관련 기업의 농업분야 사업
기관명

농업분야

군수산업성(Ministry of Military Production)

농업용 기기제조

아랍공업화기구(Arab Organization for
Industralization)

유기비료 생산

국가서비스사업기구(National Service Projects
Organization)

토지개척사업, 곡물(소맥, 대맥, 옥수수) 및 청과
생산, 식품가공(미네랄워터, 마카로니, 잼, 쥬스,
올리브오일 등), 수산양식, 목축, 유기사료 및 비료
생산, 양봉, 양계, 양식, 냉장기기와 창고 판매

자료: 土屋一樹, ‘이집트에 있어서 군의 경제활동’, ｢中東리뷰｣, Vol. 2, 2016 및 각 사 웹사이트에서 편집, Deloitte
Thomas Financial Advisory 合同會社, 平成29年度 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アフリカ)
最終報告書, (일본)농림수산성, 2018년 3월 22일에서 재인용

5.2. 식품유통제도(푸드밸류체인의 상황)
시장조사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이집트 전체 식료품 전문
점의 매출은 약 276억 달러 수준이며, 그 중 현대적인 식료품 전문점의 매출액은
약 64억 달러(7조 400억 원) 수준이며, 전통 식료품 전문점이 약 212억 달러(23조
3,200억 원) 정도이다. 아직은 전통 식료품 전문점의 매출이 현대적인 식료품 전
문점 매출의 3배 이상이다. 현대적인 식료품 전문점은 2015년 기준 3,283개가 존
재하고 있으며, 매년 16%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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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식료품 유통점 판매액 추이
단위: US 십억 달러

자료: Euromonitor.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이집트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EGYPT
HALAL FOOD MARKET｣, 2016에서 재인용

현재 이집트 시장에서 전통 식료품 전문점은 현대적인 식료품 전문점에 비해
7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대 식료품에게 그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
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현대적인 유통점은 연평균 5.1%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되는 반면, 전통 유통점은 연평균 –1.3%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어,
현대적 유통점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 식료품 전문점에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널은 슈퍼마켓
으로, 2015년 기준으로 매출은 약 48억 9천만 달러(5조 3,790만 원)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적인 유통점 중에서 특히 편의점의 성장세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3개년 간 연평균 25.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현대적인 식료품 전문점은 약 3,300여개소이다. 이 중 주유소
내 식품점이 2,400여 개, 슈퍼마켓이 700여 개, 편의점이 200여 개로 구성되어 있
다. 대형마트의 경우 점포 수 자체는 적고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대
적인 식료품 전문점의 최근 3개년 간 연평균 점포 수 증가율은 1.6%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전통 식료품 전문점은 약 1,169,100개소이다. 이 중 식료품/담
배 전문점이 892,400개소, 기타 식료품점이 190,500개소, 독립 소매점이 86,200
개소이며, 전통 식료품 전문점의 최근 3개년 간 연평균 점포수 증가율은 1.4%로
나타났다30).
이집트에서 콜드체인 시스템(Cold Chain System31))은 대규모 민간기업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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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정비되고 있다. 수입항에서 소비지까지 일관하여 정온관리(定溫管理)가 가능
한 기업은 있지만, 체인 전체를 통해 정온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노하우 문제가 여
전히 지적되고 있다. 근대적인 슈퍼마켓에는 냉장･냉동식품 진열장이 있으며, 정
온창고도 정비되어 있다. 하지만, 소매업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전통적인 소매
시장에는 콜드체인이 미정비된 상태 그대로이다.
축산물 가공분야를 비롯한 농축산물 가공부문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지원책은
한정적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설비기재의 대부분은 유럽재이다.
최근에는 절전의식이 제고되고는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낮고
저렴한 시설･장비들을 들여오고 있어, 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에 곤란을 겪고 있다.
판매･소매시장에서는 곡물을 주원료로 만드는 국내 생산 인스턴트 누들의 인기
가 압도적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다소 주춤하다. 아시아 기업인 인도미
가 이집트 기업과 합병회사인 SAWATA를 2007년에 설립하여 2009년부터 현지생
산을 개시하였는데, 1일 생산량은 약 120만 개, 국내소비량은 연간 약 2.1억 개
(2016년)로, 4년 전에 비해 소비량이 40%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타 가공식품 및 소매시장의 경우, 인구확대에 따라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 추
세이다. 주요 식품 시장은 쥬스나 유제품, 식육분야 등이며, 대부분 대기업이 주도
30)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이집트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EGYPT HALAL
FOOD MARKET｣, 2016
31) 농축수산물, 식료품, 의약품 등 온도에 따라 품질이 변화할 수 있어 온도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유
통 과정 전반에서 온도를 낮게 유지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저온유통 시스템이다. 온도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포장, 운송, 취급, 저장, 유통, 배달 등 유통 과정 전반에서 온도를 낮게 유지
해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저온유통 시스템으로, 신선물류라고도 한다. 예컨대 농수산물의 경우 수
확 직후 부패가 시작되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온에서 관리되어야 하는데, 콜드체인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시작된 개념이다. 콜드체인 기술이 처음으로 상용화된 것은 1940년이며,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의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콜드체인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
는 추세다. 콜드체인은 농축수산물, 식료품부터 화학제품, 의약품, 전자제품, 화훼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품목에서 적용된다. 농축수산물 또는 식료품은 생산 시점부터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지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품질이 유지되도록 각 유통 단계에서 온도 조절이 필요하다. 화학제품
역시 온도변화에 따라 화학 성분 및 제품 성질에서 변화가 발생하며, 백신 등 의약품은 특히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유통 과정에서 온도 조절이 필수적이다. 또 화훼류나 전기･전자제품도 온･습도 변화
에 따라 손상이나 제품 성능의 저하 우려가 있어 콜드체인 적용 대상에 속한다. 콜드체인의 주요 기
술은 분야에 따라 크게 소재(포장), 모니터링 및 이력추적, 환경제어, 운영 및 작업관리 등이 있다.
소재(포장)은 콜드체인에 필요한 냉매나 인디케이터 등의 소재 개발 또는 포장 용기, 컨테이너 등 운
송 수단을 개발하는 기술이 속한다. 모니터링 및 이력추적 분야에서는 콜드체인과 IoT, 빅데이터, 복
합센서, 클라우드 기술 등 최신 ICT 기술을 융합해 콜드체인의 가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
술이 개발되고 있다. 환경제어는 창고, 용기, 컨테이너 등의 각 물류프로세스에서 콜드체인에 필요한
환경(온도, 습도 등)을 컨트롤하는 기술이 속하며, 운영 및 작업관리에는 콜드체인 관리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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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수요량의 경우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중 가격을 최우선적으로 중
요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산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표 3> 가공식품 유통 및 판매시장 경향
유통

마켓

판매

n 쥬스, 유제품, 식육 분야
- 대기업은 증산하는 추세
n 대기업 자체 저온 유통망(수송, 가공, 보
관) 을 구축

n 통화 하락으로 수입식품 가격 상승

n 수요량 대중 대상 상품 중에서는 가격이
최우선,

n 그 때문에 국산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n 소량, 작은 사이즈 선호(샌드위치용 등)

자료: Deloitte Thomas Financial Advisory 合同會社, 平成29年度 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ア
フリカ) 最終報告書, (일본)농림수산성, 2018년 3월 22일에서 요약･발췌

이들의 서플라이 체인은 전문수입업자, 전문도매업자가 많으며, 복수 품목을 취
급하는 업자는 그 수가 적다. 수입가공식품에 따라서는 GOEIC 등록이 필요하다.
대규모 수퍼마켓의 유통구조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카르푸(Carrefour)
나 메트로(Metro)의 경우 직접수입을 하지만, BIM의 경우 유통업자에게서 조달하
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슈퍼마켓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은 주로 Gourmet Egypt에
서, 중소득층은 Carrefour나 Metro, Seoudi 등에서, 대중들은 주로 BIM이나
Kasyon 등에서 구입한다.
BMI 데이터에 따르면, 이집트의 식품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약 388억 5
천만 달러(42조 7,350억 원)이며, 2013년 대비 연평균 11.7% 성장하였다. 2020년
까지 연평균 3.4%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품목 중에서는 육류/가금류의 시장 규모가 전체의 27.7%로 가장 크며, 지난 3
년간 연평균 14.5%로 성장하며 가장 높은 CAGR32)을 나타냈다. 빵을 포함한 곡류
시장은 전체 2번째로 높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3년간 12.6%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제빵류, 구운 빵, 디저트류의 경우 면류나 파스타 다음으로 가장
낮은 규모이며, 향후 5년간 성장률도 매년 19.4%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2) 연평균 성장률(年平均成長率,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반환(수익)을 제공하는 등비수열 비율에 대한 비즈니스, 투자 용어이다. CAGR은 회계학 용어
는 아니지만 소득, 가입 사용자 등의 비즈니스적 일부 요소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다.(출처: 위키백
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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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파스타의 경우 식품 전체 규모 중 가장 낮은 규모이며, 향후 성장세도 마이너
스로 나타나고 있어, 식품 소비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 식품 시장 규모 연도별 추이
(단위: US 백만 달러)

품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f

’13-’15
CAGR

빵/시리얼/쌀 등 곡류

4.418.4

5.337.3

5.597.5

6.801.6

12.6%

4.0%

면류/파스타

251.8

277.7

273.0

206.4

4.1%

-5.4%

제빵류

358.4

399.8

396.4

134.8

5.2%

-19.4%

채소류

4,328.1

4,997.4

5,091.5

5,320.4

8.5%

0.9%

과일/가공과일

1,814.2

2,168.1

2,267.8

2,718.1

11.8%

3.7%

육류/가금류

8,199.5

10,116.4

10,755.9

14,074.2

14.5%

5.5%

생선류/관련제품

2,234.7

2,757.0

2,931.1

3,834.4

14.5%

5.5%

유제품

4,258.5

5,009.1

5,187.1

6,087.1

10.4%

3.3%

설탕, 과자류

1,469.9

1,636.9

1,620.9

1,312.0

5.0%

-4.1%

유지류

3,116.8

3,695.2

3,827.4

4,322.1

10.8%

2.5%

기타

713.5

862.5

905.0

1,102.4

12.6%

4.0%

식품 전체

31,163.9

37,237.3

38,853.5

45,913.4

11.7%

3.4%

주: f는 예측치
자료: BMI report.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HALAL FOOD MARKET｣, 2016에서 재인용

’15-’20
CAGR

이집트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EGYPT

이집트는 인구가 1억 명을 넘으며, 중동에서 가장 크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소비 시장이다. 최근에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다소 주춤하기는 하였지만, 관광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이나 음료의 소비가 많은 시장이기도
하다. 이집트의 유기농 식품 산업은 매출 규모 측면에서 중동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이집트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 환경을 조성할 만한 마땅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
다. 또한 최근에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식품 소비
지출액이 아직은 낮다. 주류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발
전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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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정치 상황,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규제 상황 등은 향후에도 이집트 식
품 산업 발전을 저해할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식품 산업은 향후 발
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해소된다면 앞으로 이집트 식품 산업
에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의 주요 식품 기업은 현지 업체와 더불어 많은 글로벌 식품 기업들이 진
출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미국 쪽 다국적기업
들의 진출이 활발한 편이며, 현지 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투자도 빈번히 이루어지
고 있다.
<표 5> 이집트 식품시장 주요기업

자료: BMI report.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HALAL FOOD MARKET｣, 2016에서 재인용

이집트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EGYPT

Edita Food Industries는 이집트 국내의 우수한 기업 중 하나로 제빵류가 특히
유명하며, Molto나 Todo와 같은 케이크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El Rashidy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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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an도 과자류의 선도 기업 중 하나로 halv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집트 내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
어, 2015년 1월에 미국의 시리얼 회사인 Kellogg Company는 이집트 과자 기업인
Bisco Misr을 인수하였고, 현재 Kellogg Company는 Bisco Misr 주식의 85%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33).

5.3. 이집트의 외식시장
이집트에서 귀족들은 호화로운 음식, 와인, 육류를 즐기지만, 대부분 이집트인
들에게 고기는 사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소량만 섭취하고, 주로 콩과 야채를 많
이 섭취한다34).
이집트의 외식시장은 확대추세에 있으며, 값이 싼 시리아 요리가 특히 늘어나고
있다. 중동요리 식당은 2018년 기준 1,565개소 정도로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아시아계 식당의 경우 인기가 높아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집트 파운드 가치 하락으로 수입식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아시아계 식품 가격
도 상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KFC와 같은 외자계는 쇼핑몰에도 출시하고
있으며, 센트럴키친35)시스템 보급이 대기업 중심으로 진전되고 있다.
출점을 하려면 다양한 허가나 인가와 절차가 필요하다. 쇼핑몰에 출점할 경우,
몰 측이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다. 쇼핑몰 출점 조건은
매우 까다로우며, 임대료는 통상 노면 점포의 약 3배 수준이다. 리스계약은 7년 정
33)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이집트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EGYPT HALAL
FOOD MARKET｣, 2016
34)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이집트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EGYPT HALAL
FOOD MARKET｣, 2016
35) 센트럴키친(central kitchen)이란 중앙 집중식 조리센터로써 대규모의 조리 공간 및 조리를 위한 부대
시설 및 위생 검사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주로 대형 외식업체, 패밀리레스토랑, 외식 프랜차이즈 기
업의 중앙 공급식 주방시스템이다. 센트럴키친의 설립 목적은 단일 품목 대량생산 및 다품종 대량생산
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며, 균일한 맛과, 위생을 유지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설립이 추진되며, 설
립후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 절감 및 생산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설립한다.(출처: 네이버카페 외식창업동
맹 - F&B League, 엑스맨(https://cafe.naver.com/fnbleague/218).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센트럴키친
(central kitchen)은 여러 품목의 제품을 균일한 맛과, 위생을 유지하면서 다량으로 생산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자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전처리 식품 가공센터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센트럴키친을
만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첫째 음식의 표준화와 위생적 환경여건 조성, 둘째 효율적인 가공시스템을
운영하여 원가절감에 있는 것이다. 센트럴키친(central kitchen)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표준화를
위한 정확한 레시피가 있어야 하고 재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요리별 메뉴와 가공 공
정을 기획해야만 한다고 한다.(출처: 네이버카페 손우형순대대학 ‘프랜차이즈의 핵심기술 센트럴 키친
| 잘되면 FC 할 수 있을까’, 손우형(https://cafe.naver.com/ssoondoo/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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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비교적 길다. 외식사업자의 원료조달처는 주로 도매업자이며, 웻마켓(wet
market36))에서의 조달은 많지 않은 편이다.

5.4. 식품 유통 관련 기관과 규제37)
이집트에서 식품의 무역관리는 무역산업성(MTI) 내의 수출입 관리청(GOEIC)이
일괄하여 수행하고 있다. GOEIC에서는 수출기업 등록 및 수입되는 식품의 심사･
인증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농업토지개척성(MALR)과 보건성(MOH)은 식품의
시험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그림 19).
소비기한에 관한 규칙은 MTI가 담당하고, 2005년부터 이집트에 수입되는 식품
의 품질유지 기한을 정하고 있다. 동 규칙에 의하면, 상품의 품질유지 기한이 6개
월을 넘을 경우 이집트 항구에 도착한 시점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의 기한이 있어야
한다. 잔류농약은 표준화･품질관리기구(EOS), 식품첨가물은 MOH가 각각 담당하
고 있다.
식품 감독기관은 분야별로 다르다. 사료는 식품･사료지방연구소(RLFF), 축산은
축산공단(GOVS), 식물은 식물검역중앙관리국(CAPQ), 수산물은 수산자원개발총
국(GAFRD)이 담당하고 있다.
이집트 무역산업부 성령(Decree) 43/2016(2016년 3월 15일부터 발효)에 기재된
대상 품목을 이집트가 수입할 경우, 원산국 수출공장 또는 수출 브랜드 이름을 미
리 GOEIC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절차 완료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38).
36) 습식시장 또는 공설시장이라고도 한다. 직물이나 전자제품과 같은 내구재를 판매하는 "건식시장"과 구
별되는 신선육, 생선, 산물, 기타 부패하기 쉬운 상품을 판매하는 장터이다. 모든 웻마켓(습식시장)이
살아있는 동물을 파는 것은 아니지만, 습식시장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판매업자들이 고객 구매 시 동물
을 도축하는 살아있는 동물시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습식시장은 세계 여러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농경시장, 어시장, 야생동물시장 등 다양한 시
장을 포함한다. 가격, 식품의 신선도, 사회적 상호작용, 지역 문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도시 식량 안보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습지 시장이 살아있는 동물이나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장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습
지 시장은 2002-2004년 사스 발생 이후 2003년 중국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
러한 규정은 2020년에 다시 시행되기 전에 해제되었고,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금지를 제안하였다. 모
든 습지 시장과 살아있는 동물이나 야생동물을 가진 시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언론 보도와 야생동물
밀수를 조장하는 암시는 2019-20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된 외국인 혐오증을 부추긴 원인으
로 지목되어 왔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https://en.wikipedia.org/wiki/)
37) 이 부분은 Deloitte Thomas Financial Advisory 合同會社, 平成29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
析委託事業(アフリカ) 最終報告書, 2018년 3월 22일(게재)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요약 정리한 것이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허 덕 외, ‘이집트의 농업정책’, ｢해외곡물시장정보｣ 2020년 4호,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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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식품 무역관리 기구

38) 이 부분은 Deloitte Thomas Financial Advisory 合同會社, 平成29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
析委託事業(アフリカ) 最終報告書, 2018년 3월 22일(게재)의 내용 중 해당 내용을 발췌･요약 정리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허 덕 외, ‘이집트의 농업정책’, ｢해외곡물시장정보｣ 2020년 4호,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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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집트 축산물 관련 규제 현황
6.1. 관련 조직과 규제
농업･토지개척성의 식품･사료 지방연구소(RLFF)가 수입 및 국내산 사료･사료
원재료에 대한 감시를 책임진다. MALR의 축산공단(General Organization for
Veterinary Services: GOVS)은 외래병과 전염병, 수의약의 잔류물, 가축과 인간
의 오염방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 GOVS는 동물이나 축산물 수입에 관한 규제를
기초해 적용한다.
MALR의 식물검역 중앙관리국(Central Administration of Plant Quarantine:
CAPQ)이 식물위생 보호의 주요기관으로 식물 및 식물제품의 수입에 관한 규제를
기초하여 적용한다. 이들 기관은 이집트 재무부 관세국(Egyptian Customs
Authority: ECA) 및 수출입관리공단(GOIEC)과 연계하여야 한다.
수입품 검사의 경우, 검사 서비스 제공자는 GOEIC 본부 또는 이집트 전역(해
운, 항공, 육상, 드라이포트) 관련 지부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본거지는 GOEIC
본부 또는 이집트 전 항구의 관련 지부가 된다.
검사의 경우 먼저 통일위원회의 육안검사가 있다. 이는 위생 및 농작물 수입품
에 대한 육안검사이다. 이어 코딩위원회에 의한 샘플 밀봉과 코드 할당 및 별도 검
사실로의 코드를 장착한 샘플이 인도된다.
이집트 표준화･품질관리기구(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Quality: EOS)는 지역시장의 기준을 확립하고 규칙을 제정할 책임을 진다. 컴플
라이언스(준수)의 검증은 EOS 이외의 정부기관이 실시한다. GOEIC는 수입품의 7
개 검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술규칙이나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기타 기
관에는 MOH나 MALR 등을 포함한다.
MOH의 중앙공중위생연구소(Central Public Health Lab)는 필요한 기준에 적
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이나 착색료의 화학 및 물리조성의 검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MALR의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 분석 참고검사실(Reference
Laboratory for Safety Analysis of Food of Animal Origin)은 농산물이 관련
기준으로 지정된 품질 속성을 충족하는지 감시할 책임을 진다.
냉동 쇠고기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2월,
무역산업성(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은 냉동쇠고기 제품을 위생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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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밀봉봉투에 포장해야 한다는 성령 2006년 120호를 제정하였다. 아랍어로 필
요한 정보를 기재한 폴리봉투 안쪽에 인쇄된 라벨을 삽입하여야 한다.

6.2. 관세 운영 현황
이집트의 관세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이집트 관세의 과세가격은 기본적으
로 WTO협정에 따른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수입물품의 거
래가격으로 한다. 이집트 세관당국에서는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
격39)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송장가격보다 10~30%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1995년 WTO에 가입 후 시장개방정책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세율 인하정책을 단행하
고, 2004년 평균 관세율 14.5%에서 2011년까지 5.5%로 인하한다는 계획 하에
6,500개 품목의 관세를 평균 40% 인하하였다.
2007년에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산업성장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1,000여개 품
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2013년 3월에는 자국 산업 보호
및 재정적자 완화를 위하여 186개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인상 조치를 취하는 등
불안정한 정치 및 경제상황으로 관세인하가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
일례로, 연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
해 100개의 비필수품목과 선글라스, 시계, 비디오게임기, 새우, 선박 등 비필수 소
비재 및 사치품목에 대해 5~40%의 관세 인상을 시행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WTO에 가입한 후 관세를 인하하였으나 판매세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수입업자 및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39)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FOB와 더불어 가장 넓게 채용되고 있다.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
까지의 원가격과 운임･보험료의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이다. CIF가격이란 수출입
상품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즉 도착항 인도가격)이다. CIF 변형으로서 ① CIF&E(CIF외에 환
리스크도 매도자 부담으로 하는 것) ② CIF&C(특수한 수수료를 포함한 것) ③ CIF&I(환어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것) ④ CIF&CI(수수료와 이자를 포함한 것) ⑤ C&F(CIF중에서 보험 조건을 제외한
것) 등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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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집트 관세개정안(2013년 기준)
단위: %

출처: 이집트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이집트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EGYPT
HALAL FOOD MARKET｣, 2016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집트의 항구나 담당자마다 품목 분류, 과세가격의 결정 등의 관세행
정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일부 세관의 경우 규정과 전혀 연관 없는 세율을 적
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관련 부분 또한 면밀히
체크하여야 한다. 통관 후 물품 인수까지 통상 20일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수출입감독청, 관세청과 선사에서 결정하는 항만이용료, 터미널 이용료 등의 통관
비용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등록된 수입상의 원료, 중간재, 비내구성 소비재 샘플 등을 통관할 때
별도의 수입허가를 요하지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된
Sample이 1년 이내에 재수출되거나 수입 당시 재수출할 것을 서약할 경우 관세가
환급된다. 간단한 휴대 Sample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도로 발송하는 것은 4~5일
의 통관 절차가 소요되며,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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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관세 및 관련 조세 등 비용
이집트의 판매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매세법에 따
라 물품과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게 된다. 부과대상은 연매출 54,000 이집트
파운드(4,235,220원)를 초과하는 제조, 서비스, 수출입업체와 연매출 150,000 이
집트 파운드(11,764,500원)를 초과하는 도매 및 소매기업이다. 일반적으로 물품에
부과되는 세율은 10~50%,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5~10%, 사치품에 대해
서는 25~30%정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판매세를 책정
할 때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가격을 과세가
격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20> 항만별 수입통관 비용 비교(2014년 기준)
단위: US 달러/컨테이너

자료: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이집트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EGYPT HALAL FOOD MARKET｣, 2016에서 재인용

관세법 제 111조에 따라 세관 감독 하에 검사장, 보세구역 등에 장치되는 물품들
은 세관에서 제공하는 물품 보관, 검사 등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
다. 만약, 물품이 자유무역지대에 보관된다면 자유무역지대의 장치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수입관리대상 품목의 위생, 검역 등에 필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
출입관리법 시행령 부속서에 규정된 검사비용(inspection fee)이 부과된다.
항만 이용료(Port charge) 또는 터미널 이용료(Terminal charge)에 대해 살펴
보면, 내륙운송료(Inland transportation) 항만 또는 터미널마다 직업 설비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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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물류처리절차가 상이하며, 항만 이용료, 터미널 이용료, 내륙운송료가 달라
진다. 예를 들어, 항만 이용료의 경우 공립항만이 사립항만보다 26%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통관비용 가운데 서류준비와 세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항만별로 유사하나,
내륙 운송비와 터미널 이용료는 30% 이상까지 차이를 보인다.
선사에서는 항만당국에서 정하는 요율에 근거하여 별도의 요금을 정하여 부과
하고 있다. 다미에타 항이나 알렉산드리아 항과 같은 일부 항만 당국의 경우에만
이용료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지만, 다른 항만의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
으로 합의된 요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6.4. 기타 규제
가. 수입 규제
이 밖에도 수입 규제 대상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집트에서는 수출입관리법
(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 부속서 1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몇 가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교에 반하는 디자
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닭고기 내장 및 다리, 가금류 내장, 오일 분사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2행정 모터바이크, 모든 종류의 석면,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유전자 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DDT40) 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농업용 살충제 및 살균제는 농업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금지
품목인 살충제 및 화학제 내역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한다.
주류의 경우 수입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보호관세율의 성격이 있어
매우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콜 성분을 가진 맥주의 경우 관세
는 최소 1,200%, 비알콜성 맥주는 55%, 병입 와인의 경우 1,800~3,000%이다.
체계화되지 않은 관세납부 및 물품 반출의 문제도 거론된다. 이집트 관세당국은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송장가격보다 10~30%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집트가 WTO 및 WC
40)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이자 농약이다. 염소를 한 개씩 달고 있
는 벤젠 고리 2개와 3개의 염소가 결합한 형태의 유기 염소화합물이다. 1957년부터 DDT의 유해성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DDT를 농약으로 사
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현재에도 말라리아와 티푸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DDT를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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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1)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 1조 및 제 9조를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
율 적용에 있어서 항구 및 담당자별로 편차가 심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부
세관의 경우 규정과 전혀 관련 없는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는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관 검사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통관 서류와 L/C42) 개설 및 은행 송금 등을 연계시킴으로써,
외국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의 납부는 대부분
현금이 아닌 신용장(Credit) 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집트 세관에서 견본품의 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
고, 이사 화물 반입 등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
관절차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판정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소포
로 수입된 화물도 간소한 통관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
야 하며, 관세와 기타 세금 또한 부과된다. 간단한 휴대용 견본품은 통관이 용이하
나, 별송품은 4~5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배송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 관세 환급 관련 규제
관세 환급 절차의 어려움도 지적할 수 있다. 이집트의 관세 환급은 관세법에 규
정되어 있지만,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인하여 서류심사만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거
나 실제로 지급받기가 매우 어렵다.
수입된 견본품이 1년 이내에 재수출되거나, 수입하는 때에 일정기간 내에 재수
출될 예정임을 신고한 경우 관세를 환급한다. 하지만 납부한 통화와 다른 통화로
41)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이
다. 현재 전 세계 총 17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 커뮤니티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 개발, 상품 분류, 관세 평가, 원산지, 관세 세입징수, 물류 공급망 안전,
국제 무역 원활화, 관세 조사 감시, 위조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 공무원 청렴성, 세관 현대
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이 주된 업무이다. 또한 세계관세기구는 국제통일상품분류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과 세계무
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관세평가 협정(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그리고 원산
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42) 신용장(Letter of Credit).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통지를 타 은행에 의뢰하므로 일단
외국환은행 본･지점에서 취합되어 한국무역협회에 설치된 전산시스템의 경로를 통해 일정한 방식(품
목별, 국가별, 상사별)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분류를 신용장내도통계라고 한다. 이는 월별로 분석
되어 향후 2~3개월간의 수출전망을 추정하는 자료로 쓰인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
닷컴,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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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거나 세관의 자금 상황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처리
되고 있다. 물품을 반송하고자 재수출하는 경우, 항공화물이라면 신고가격의
4~25% 또는 최소 30달러(33,000원)의 비용이 세관수수료로 부과된다.

다. 저작권/상표법 관련 규제
저작권/상표법의 문제도 있다. 2002년 6월, 이집트는 저작권의 법적 권한과 시
행 절차, 긴급 상표 등록,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다루는 지적 재산권인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43) 법 82/2002를 통과시켰다. IPR 법은 공법
57/1939를 상표 및 정보로, 공법 132/1949를 특허권 및 Industrial drawings(산
업도면 저작권)로, 공법 354/1954는 저작권으로 대체하였다.
이집트는 아직 2013년 10월에 제약 특허와 IPR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인 TRIPs
협정44)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지는 않다. 82/2002 IPR 법의 제 63조는 상표를 독
특한 형태, 서명, 글자, 캐릭터, 수치, 그림을 수용하는 이름으로 정의한다. 조달
부의 상공부는 상표를 등록하는 일을 관장하는 주관기관이다. 제 73-84에 입력
절차가 상세하게 나와 있다.
제 73조는 지원자가 지원자에게 30일 이내로 판단 여부를 알려줘야 하는 부서
에게 상표 요청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로고나 브랜드 이름을 등록하는데
대략 9~12개월이 소요된다. 승인된 후, ‘상표 신문’에 공지된다.
이에는 다음 아이템을 포함한 몇몇의 증명서와 서류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수행
43) 지식 재산권(知識財産權,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또는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
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
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어떤 학자는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
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간략하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실상 지적재산권 전반을 꿰뚫는 포괄적이면서도 중추적인 개념정의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로부터 지적재산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도출되며, 이러한 요
건을 충족하면 법률적 효과로서 권리, 즉 지적재산권이 부여되는 것이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
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4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약
어 TRIPS Agreement).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1(c)에
포함된 협정. 각국의 다양한 지적재산권보호 기준을 통일화하고 모조품의 범람 방지를 목적으로 체
결된다. 체약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소 보호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자국 내 법체계와 관
행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협정은 실제 무역관련
범위를 넘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전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적재산권관련 협정과 달
리 TRIPS 협정 위반에 대하여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외교통상용어사전, 외교부,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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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안 제출되어야 한다. 즉, 로고와 브랜드 이름 샘플, 본사 국가에 있는 회사
법인 증명서, 제안된 기업 이름이나 로고가 이집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집트의 상업 등기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은 비슷한 물품의 상표가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지 알기 위해 반드시 ‘상표
심사서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외국 기업이 자사의 로고를 보호하기 원한다
면, 기업은 로고가 세계 지적 소유권 기관인 WIPO45)에 등록되었다는 예시를 상표
와 함께 총괄 경영층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 회사는 상표 등록 절차를 따르기 위해
카이로에서 대리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 90조는 등록 후 상표 보호가 10년 동안 유지되도록 한다는 규정이다.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적으로 6개월 부여된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자동적으로 상표상태를 상업등기부서에 등록 없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제
품에게 부여한다.

라. 검역･검사 관련 규제
검역단계에서는 제품 샘플링 모든 제품의 샘플들은 배송된 물건을 대표할 수 있
어야 하며, 하역작업 동안에 시행되어야 한다. 물류가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위원
회는 랜덤으로 샘플을 채취한다. 예로써, 대표 샘플 사이즈 별로 구별된 각 배송
물류에서 랜덤으로 샘플을 채취되고, 포함된 모든 검역 기관들은 검문과 검사를
지휘한다. 검사는 세 곳의 다른 실험실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식품의 번호들은 제품 샘플 회수 용이성 때문에 필요하다. 각 번호는 샘플
회수 목적을 위한 다른 아이템들로 간주된다. 샘플은 다른 생산날짜와 만료 날짜
를 가진 각 번호로부터 추출된다. 다른 날짜를 가진 제품들은 다른 아이템으로 간
45) 세계 지식 재산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世界知的財産權機構, 약어 WIPO). 국
제 연합(UN) 전문 기관의 하나로, 특허권 등 산업 재산권의 국제 조약인 파리 협약과 저작권의 2대
조약의 하나인 베른 협약의 사무국을 겸하고, 무체 재산(無體財産)의 중심이 되는 지적 재산권에 관
한 국제 조약의 제정을 추진하는 기구. 한국은 1973년부터 참관자로 참석, 1979년에 정식으로 가입
하였다. 1996년 12월에는 이른바 인터넷 저작권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조약 개정안을 채택하여 각국
의 비준/가입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새로운 조약은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에게
송신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의 2대 조약의 다른 하나
인 만국 저작권 조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의 사무국은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와는
별도의 전문 기관인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이다. WIPO와 UNESCO는 합동 위원
회 등을 구성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 협력하고 있다. WIPO의 본부는 제네
바에 있다.(URL: www.wipo.org)(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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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며, 양도 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같은 것으로 식별 되어야 한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샘플들이 검사될 때 청결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또
한 위원회는 샘플 분석을 위해 연구소로 운송되는 동안 제품 샘플들의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한 필요절차들을 밟아야 한다. 샘플링 결과는 조사 결과란에 표기된다.
MOH에서 발급된 법령 232/ 1996에 따르면, 샘플이 회수되었을 때 다음의 사항
들을 고려한다. 1) 탁송물은 한 번의 선적(single shipment)으로 간주된다. 2) 샘
플들은 사이즈와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나뉘어야 한다. 3) 샘플들은 반복되지 않
게 실험실로 배급 되어야 한다. 4) 모든 라벨 정보는 ‘샘플 분석 서류’에 표기되어
야 한다. 5) 만약 탁송물이 여러 원산지나 여러 제품 소스(product source)로부터
수입된 것이라면, 각각 다른 번호가 있어야 한다.
곡물 및 오일 시드의 경우, 아플라톡신 검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증
명서는 모든 국물과 오일 시드 출하량에 동반되어야 한다. 농업부와 GOEIC는 수
입된 적하물의 아플라톡신 수치가 2ppm 미만인지를 검토한다. 게다가 수출업자들
은 이집트 당국이 수입된 제품의 생산 날짜 혹은 작부 연도가 표기된 서류가 구비
된 곡물 적하물을 요구한다는 것을 참조하여야 한다.
육류, 가금류 및 제품들의 경우, 요청서류들은 변경되기 쉽고 세관 당국에 의해
엄격히 검토되기 때문에, 축산물 수출업자들은 수출 요건46)을 지속적으로 확인하
며, 이집트 수입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좋다.

마. 할랄인증
위생증명서인 FSIS 9060-5에 따르면, 증명서는 반드시 수송품과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할랄 도살 증명서는 이집트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육류, 쇠고기,
양고기, 가금류 및 파생물들의 수송물들은 위임 대표와 총무의 직접적 협조 관계
에 있는 이슬람 의식인 샤리아(Sharia)47) 법의 필요조건에 부응하여 도살되었음
을 명시하는 할랄 증명서를 원산지에 있는 이슬람 협회로부터 발행받아야 한다.
비 할랄 음식과 알콜 제품들과의 접촉을 막기 위한 충분한 예방책이 동반되었
고, 따라서 해당 육류는 할랄이며, 국가를 불문하고 무슬림들이 소비하기에 합당
46) 미국의 USDA에서는 주기적으로 FSIS Export Library를 업데이트하여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47) 샤리아(Sharī‛ah). 이슬람의 법 체계이다. 종교생활부터 가족･사회･경제･정치･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무슬림 세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체계이므로 일반적인 법 체계와는 많이 다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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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이 명시 되어있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할랄 증명서는 아라비안-아메
리칸 상공 회의소나 이집트 영사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며, 증명서는 모든 수하
물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48).
할랄 인증 상품은 이슬람 계율에 따라 식육 처리되었음을 보여주는 라벨을 부착
하여야 한다. 한편, 냉동우의 간, 신장, 심장의 소비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7개월이
다. 냉동 뼈 없는 쇠고기의 소비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냉동통닭, 뼈가
있는 넓적다리살, 닭 드럼스틱, 닭다리살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냉동 닭고기 샘플을 해동한 경우 회수한 수분량은 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집트 할랄 인증기관이 요청하는 합법적 사인, 수수료가 지불된 상태로 서류가
완성되어 있어야 하고, 이후 위원회를 통해 합법적 절차를 검토한다. 검토 후에 시
설을 방문하고 Audit Report(FH03)를 토대로 서류를 수정하며,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다.
이후 할랄 인증을 확인하는 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위원회가 통과 여
부를 결정한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승인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기적 후속 점검
이 매년 2회 이루어진다.
갱신은 계약 만료 4개월 전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가능하다.
포장에는 원산지, 제품 이름, 도살장 이름, 도살 날짜, 수입업자 이름, 이슬람 율
법에 따라 도살 되었다는 권한 정보가 아랍어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이집
트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표 7> EOS 인증절차
단계

진행내용

Step 1
공장검사

･수출이나 국내소비를 위한 쇠고기나 식품의 수출이 시작되기 전에 EOS에 어떤 공장이 설
립되었는지 알려야 함.
･해외기업에 의해 발행된 할랄증명서는 반드시 이집트로 들여오는 할랄푸드의 배송물과 함
께 첨부하여야 함.
･할랄푸드를 생산하거나 유통하기를 원하는 제조업자는 EOS의 설립조사 부서로부터 공장을
조사받아야 함. 따라서 식품가공과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조업자로서으 l 인증을 받아야
함.
･신청자는 반드시 할랄확인 인증파일을 만들어서 모든 관련문서를 저장하여야 하며, 해당 파
일은 검사 중에 조회될 수 있음.

48)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FOOD MARKE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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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신청서 작성

･공장조사에 대한 승인이 나면 신청서를 구입하여 미리 정해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음.
･만약 각각의 식품에 대해 다른 생산라인이 있으면 각각의 식품에 대해 다른 신청서를 작성
해야 함.

Step 3
신청서 제출

･할랄식품 등록에 대한 신청서를 EOS 담당자에게 보내야 함.
･제조자의 이름, 제품의 통칭적인 이름, 브랜드 이름 등을 진술해야 함.

Step 4
서류 구체화

･EOS에서는 각각의 식품에 대해 필요한 서류를 구체화하고 있음.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어떤 식품의 등록, 가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몇 가지 서류에서는 쇠고기 도축시설이 할랄로 모든 무슬림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곳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검사나 승인 서식이 필요함.

Step 5
서류 구체화

･제출된 식품의 샘플에 대해 점검을 받음. 점검을 통해 라벨, 리플릿, 식품정보 등을 확인함.
･충분한 조사를 위해 총 2개의 점검 샘플을 제출하여야 함.

Step 6
라벨링

･샘플 제출 후에 식품에 할랄 로고를 붙이는 라벨링이 필요함.
･이 단계에서는 할랄 라벨을 제품에 적절히 사용하여 무슬림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라벨링은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자료: EOS.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FOOD MARKET｣, 20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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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증을 위한 검증 절차의 경우, 공장과 제조된 식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공장과 도살장 모두 확인하게 된다. 필수자료
중 Analysis Certification은 제품의 요소들이 포함된 정보를 말하고, Health
Certification은 도살장 이름, 숫자, 제품 합법 증명서 여부, 도살 날짜,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육류가 포함된 경우 할랄 인증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거래를 하게 될
수입업자 입장에서도 할랄 인증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할랄 인증 생산 공장을 보
유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한다.49)

49)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FOOD MARKE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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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인증을 위한 준비 서류의 목록 차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이집트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EGYPT HALAL FOOD
MARKET｣, 2016

바. 라벨링 관련 규제
상품이 영양표시와 적합한 것을 확인하고, 중금속, 잔류농약, 미생물오염의 검
사를 실시하기 위해 샘플을 제출, 분석한다. 라벨을 심사하고 표시를 확인한다. 검
사결과는 NNI-TRC(National Nutrition Institute-TRC)로 보내져 심사를 받는
다.
일반적인 라벨링의 경우, 이집트는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별도의 라벨링 규정을
가지고 있다. 라벨에 부착되는 모든 정보는 아랍어로 쓰여야 하는 것이 의무적인
조건이다.

46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표 9> 라벨링 관련 규정

냉동 쇠고기류 라벨링의 경우,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냉동 쇠고기 제품은 위생
기준에 맞게 완벽하게 밀봉돼 있어야 하며, <표 10>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
다. 다만 최근 생산자로부터 비용이 증가한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수입되는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에 대한 라벨링 조건을 단순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
다.
이집트에서는 포장지나 용기 사이즈에 대한 조건이나 규제가 없다. 특별한 쓰레
기 처분법이나 제품 재활용 규제가 없어 PVC같은 물질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
다50).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일반상품 항목에 부과되는 표준세율은 10% 수준이다. 고
기를 원료로 저장, 가공, 조리한 조리품 및 조정품은 세금을 면제받는다.

50)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FOOD MARKE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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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라벨링 필수 포함정보 및 조건 수정 적용 내용

사. 기타 규제
그 밖에도 다양한 규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수입업자를 이집트인으로 한정하
고 있으나 유통계열 기업이라면 외국인 소유기업도 특정 조건하에 수입이 가능하
다. 통관대행사의 능력에 따라, 통관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며, 국제적인 기준과 다
른 기준, 곡류에 대한 지나친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이 다수 존재한다.
이집트로 수출하는 업자들의 말하는 주요 수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통관 시스템 문제이다. 이집트의 통관시스템의 전산화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로, 일부 주요 세관에 현대화 세관Modern custom centers 이 설립되어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몇몇 곳에서는 EDI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입감독청에서 수입신고서 정보를 바
탕으로 수입요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집트의 통
관절차는 아직 신속하지 않다. 이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직 행정서류의 간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다른 통상 국가에서는 수입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이집트에서
는 수입신고서뿐만 아니라 통관증명서, 관세납부신청서, 영수증을 관세청에 제출

471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해야한다. 이집트의 통관시스템은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로 수작업을 통해 수
입신고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집트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TradeNet’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통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에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한해서는 마찬가지로
구비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통관 신청을 할 때 상업송장, 적하
목록 내용이 물품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문제 발생의 소지가 적다.
두 번째로, 제조 공장 등록제의 시행이다. 이집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2016년 3월 1일부터 이집트로 수입되는 24개 품목 제품에 대해 수출지의 제조 공
장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후에는 등록되지 않은 공장에서 수입된 제품은 이
집트에서 통관이 금지된다. 특히나 공장 등록 대상 품목은 자국 생산이 가능한 소
비재 위주로, 식품 중에서는 유제품, 건조 또는 보존처리한 과일, 유지류, 초콜릿
및 카카오를 함유한 식료품, 제과･제빵 제품, 물, 과일주스가 해당된다.
이처럼 새롭게 시행된 규정에 따라 이집트로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제조 공장
을 이집트 수출입청인 GOEIC에 등록해야 한다. 제출 서류로는 공장면허 사본, 공
장 제조품목 및 법적 지위에 대한 확인서, 제품 상표권 증명 등을 이집트 대사관에
서 공증 받아 수출입청 웹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한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에 등록 시,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낮은 육류
합성호르몬 허용 수치 문제가 지적된다.
이집트는 2015년 2월 7일 EOS에서 육류에 대한 표준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개
정안에서는 육류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호르몬을 고려하여 최대잔류수준
(MRLs, maximum residue level)을 없애고 합성호르몬 사용에 대한 허용 수준을
‘0’으로 설정하였다. 냉동 쇠고기나 부산물들은 합성호르몬 테스트의 대상으로 만
약 합성호르몬이 발견되면 수송물이 거절되며, 수입업자는 그 수송물을 다른 지역
에 재수출하거나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이집트의 합성호르몬의 허용 기준 수치인
‘0’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 사육기간에 관한 제한도 있다. 이집트에서는 소해면상뇌병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살코기는 48개월 미만의 소,
뼈가 있는 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소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세계동물보건기
구(OI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의 가이드라인과는 맞지 않다.
곡물에 대한 지나친 검역도 장벽이다. MALR(Ministry of Agricul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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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Reclamation)의 CAPQ(Central Administration for Plant Quarantine)는
밀, 대두, 옥수수 등 곡물 수송물에 돼지풀이 포함되면 안된다는 장관령 426/2009
을 발행하였다. 만약 돼지풀씨앗이 CAPQ 조사관에 의해 검출되면 수입업자는
CAPQ 조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수송물을 체로 쳐서 골라내야 하며, 잡초 씨앗의
개수는 kg당 25개로 제한하였다.
씨감자에 대한 지나친 검역도 장벽이다. 이집트는 세계에서 씨감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집트는 갈색 부패병이나 윤부병 등 다양한
식물위생 문제 때문에 미국의 씨감자를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의 종자 증명 절차
에 따라 씨감자가 다른 질병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
되어도 이러한 수입금지를 강행하고 있다.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해충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두 가지의 현장 점검을 하는
데, 이러한 위험 평가의 과정을 통과하여도 미국산 모든 씨감자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각 주별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공언한 바도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
지나친 원산지 증명 기준의 문제도 들 수 있다.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에 따르
면, 제품 표면,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
며, 이 중 불일치한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 통관을 불
허한다.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돼 있으면 원칙
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6) 세균 Corynebacterium sepedonicum
에 의해 감자가 썩는 병(잎이 시들고 덩이줄기의 유관속(維管束)이 고리 모양으로
썩는다.) 이라는 조항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중계 무역의 경우나,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된다51).

51)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FOOD MARKE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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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이집트의 축산업은 아직은 미약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집트의 축산업 중 육류 생산량 측면에서 보면, 가금류 생산이 주를
이루며, 쇠고기의 생산은 가금류 생산의 약 1/3 정도이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
에 이집트에서 돼지고기 생산은 무시해도 될 만큼 미약하다.
현재, 이집트의 가금류와 쇠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아직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향후 가금류, 쇠고기 모두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금류의 가격이 쇠
고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금류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가금류의 경우 현재 이집트인들의 주요 단백질원으로 향후 인구수와 가
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면 가금류 소비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제적 외부환경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금류 시장의 성장이 현저할 것으로 판단
된다. 가금류 사육이 소 사육보다는 환율 영향이 적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집트
파운드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원료곡물이나
사료 첨가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집트의 우유 생산은 국내 소 산업 전망과 비슷하게 전망할 수 있지만,
유제품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또는 외국계 자본의 유입이 더욱 커
질 전망이다. 즉, 기존의 유육겸용 위주의 소 산업에서 쇠고기 산업과 낙농산업이
분리되어 움직일 것이다. 즉, 고기전용 소 품종과 우유 생산 소품종이 점차 구분되
어 사육될 것이다.
결국 이집트의 낙농유업계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
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제품 시장은 수입에 의존하지만, 수입 대체가 어려운 음용
유 시장은 이집트 국내 시장으로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곡물 수급 상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과 전망을 해석해 보면, 이집
트에서의 축산발전은 결국 사료로서의 곡물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곡물 생
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옥수수나 대두와 같이 수입
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곡물의 수요도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며, 국내 자급률이
50% 정도 되는 밀의 경우에도 사료용 수요만큼 더 많은 수입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집트의 곡물에 대한 국제 수요가 더울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이집트는 국제곡물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수요처로 남을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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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집트의 정치적 변화가 국내
곡물 및 축산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집트의 정치적 정세
에 관한 주의 깊은 관심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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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집트 농업> 제4편

이집트의 농업정책
1)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김수연(축산관측 담당자)***

1. 서론
일반적으로 농업정책은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
라진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그 나라의 경
제적 상황에 따라서도 농업정책의 기조가 크게 달라진다. 물론, 경제 상황이 정치
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환율이
불안정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경제적 상황에 의한 정책의 변화는 국내 생산과 관련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출입 관련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입 가격이 크게 올라 수입량이 줄 것이고, 반대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화폐로 환산한 가치가 더 커질 것이므로 수출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
험 역시 이집트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이다. 때문에 우리와는 다
른 정책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적 상황이 쿠테타 등으로 인해 매우 불
안정한 상태에서 농업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보여 왔다.
이 글에서는 이집트의 농업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과거부터 어떠
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어떠한 농업정책으로 변화해 왔으며, 각각의 농업정
책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어 왔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 sykim0722@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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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곡물시장 동향｣ 2020년 4호에서는 이집트를 대상으로 기획시리즈를 싣고
자 한다. 즉, 이집트의 농업과 축산 그리고 농업정책을 4회로 나누어 게재한다. 먼
저 제1편에서는 이집트의 농업 전반의 상황에 대해, 제2편에서는 이집트의 곡물
수급상황에 대해, 제3편에서는 이집트의 축산상황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
편에서는 이집트의 농업정책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이 글에서는 기획시리즈의 제
4편으로써 이집트의 농업정책의 변화와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2. 이집트의 정치･경제･사회 상황
2.1. 이집트 일반현황2)
이집트의 정식 명칭은 이집트아랍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
트)이다. 이집트는 동북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이며, 동쪽으로는 홍해, 북쪽으로
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으며, 서쪽으로는 리비아, 남쪽으로는 수단과 국경을 접하
고 있다.
이집트는 전 세계 물류이동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시나이 반도를 끼고 있으며, 세계 해상운송의 10%를 담당하는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다.
이집트의 국가 전체의 면적(country area)은 100만 1,450 ㎢로 한반도의 약 5
배이지만, 주로 건조한 사막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지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
다. 이집트에 산악 지형은 0.1%에 불과하며, 전체 면적의 5% 이하만이 경작이 가
능한 농경지로 알려져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지만, 일부 지식인들은 영어와 프
랑스어를 하기도 한다. 인구는 이미 1억 명을 넘었으며, 인구의 85%가 수니파
(Sunni) 이슬람교도이다. 나머지 10%는 콥트 기독교3) 신자이다.
2) 이 부분은 박성진･김승애, ‘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세계농업｣ 제19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12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 콥트교회(Coptic Church). 이집트 그리스도교의 일파. 칼케돈공의회(451)에서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디오스코로스가 이단으로 단죄된 데 반발하여 국민적 교회로서 독립하였다. 아랍인의 정복 하에서도
그 종교 ･풍습을 존속시켰고, 19세기에 이르러 다시 세력을 만회하였으나, 고위 성직자와 신도들 사
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1928년 화해가 성립되어, 양측 대표로 이루어진 선거회에서 총주교를 선출하
게 되었다. 한편 4세기 중엽에 콥트교회는 이집트에서 에티오피아로 전파되었으며, 여기서도 콥트
국민교회를 형성하였고, 1935년 에티오피아를 정복한 이탈리아는 이것을 이집트로부터 완전 분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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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집트 국가정보
국명

이집트아랍공화국(Egypt, Arab Republic of Egypt)

위치

동북아프리카 지중해 및 홍해 연안

면적

100만 1,450㎢(한반도의 약 5배)

기후

아열대성 사막 건조기후

수도

카이로(Cairo)

인구

국내 9,116만 5,852명(2016년 7월 기준), 국외 800만 명 가량. 인구성장률 2.2%(2014년)

주요 도시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이스마일리야, 포트 사이드 등

인종

아랍(95%), 베두인, 베르베르, 누비아, 베자, 돔 등 소수민족(5%)

언어

아랍어(현지 상용어는 아랍어이나 상거래 시 영어가 어느 정도 통용됨)

종교

수니파 이슬람교(85%), 콥트 기독교(10%), 기타(5%)

건국일

1953년 6월 18일(공화국선포일)

정부 형태

입헌공화국

국가 원수

압델 파타 알 시시(2014년 6월 8일, 대통령 취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그림 1> 이집트 지도

지중해

Mediterranean Sea

요르단

Jordan

리비아
Libya

홍해
Red
Sea

자료: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켰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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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서는 1959년에 국가계획 최고회의가 설치되었으며, 제1차 5개년 계획
과 긴급 3개년 계획들을 입안하여 공업화와 개발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대를 도모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중동전쟁4) 등으로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2년~1993년에는 규제완화, 토지개혁, 농산물 수출추진 등 제3차 5개년 경제사
회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였다.5)
4) 1948년 이스라엘 성립 이후, 1948년~197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에 벌어진
전쟁을 말한다.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은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
토는 전쟁 전보다 확장되었다. 제1차 중동전쟁은 팔레스타인전쟁 또는 독립전쟁이라고도 부르며,
1948년에 발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에서의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대립분
쟁을 조율할 수 없게 된 영국은 문제 해결을 국제연합(UN)에 위임하였다. 이에 UN은 1947년, 팔레
스타인을 아랍과 유대인의 2개 국가로 독립시키는 결의를 채택하게 된다. 이후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선포는 아랍 국가들의 즉각적인 반발로 이어졌고, 아랍 국가들의 대 이스라엘 선전포고가 일어
나게 된다. 제1차 중동전쟁은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에서 참전하며 대규모 전쟁
으로 확대되었다. 전쟁 초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제국의 협공이었기에, 전세가 아랍 측에 유리
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아랍 진영 내에 불화가 일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 시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하면서 점차 이스라엘에 유리한 전세가
조성되었다. 1차 중동전쟁은 1948년 11월 6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 결의 채택으로 일시 중지
되고 1949년 1월 이스라엘 대표와 이집트 대표의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이후 아랍국가들과 이스라
엘 간의 휴전협정으로 1차 중동전쟁은 종결되었다. 제2차 중동전쟁은 수에즈전쟁 또는 시나이전쟁이
라 부르며, 1956년에 발발하였다. 이집트의 나세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
를 선언하자, 경영권을 소유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면서 벌어진 전쟁
이다. 이스라엘은 1956년 10월 29일 시나이 반도의 요충지를 점령하였고,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이
집트 공군기지를 폭격하여 이집트 공군을 거의 전멸시킨 것은 물론 수에즈 운하까지 점령하였다. 그
러나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중동에서의 세력 신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영-프의 군사행동을 비난하
며 엄정 중립을 선언하였다. 또 소련도 영-프 양국의 군사 개입에 강력한 비난 성명을 냄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 등을 시사하였다. 결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
는 하였지만, 미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1956년 11월 전쟁을 중지하였으며, 이후 UN총회에서 영-프이스라엘 3개 점령군의 즉각 철수가 결의되었다. 그리고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국유화가 인정되었다.
3차 중동전쟁은 6일 전쟁이라고도 부르며, 1967년에 발발하였다. 3차 중동전쟁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빈번한 충돌이 계기가 되어 발발하였다. 당시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을 둘러싸고 긴장
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1967년 4월 제1차 중동전쟁의 정전협정에서 비무장지대로 설정된 골란고원
일대에 이스라엘이 농작물을 경작한다는 일방적인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리아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집트가 아카바만의 입구인 티란 해협을 봉쇄한 것을 계기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 구 예루살렘 지역, 요르단강 서안 지역, 골란
고원, 시나이반도의 8,600km2를 새로 점령하였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지배에 들어간 영토 면적은 이
스라엘 독립 초기의 8배가 넘는 102,400km2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난민이 급증하
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제4차 중동전쟁은 라마단 전쟁 또는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하며, 1973년에 발발하였다. 제4차 중동전쟁은 이집트와 시리아가 과거 3차
례 중동전쟁에서 잃었던 영토 회복을 위해 1973년 10월 6일 수에즈 전선과 골란고원의 양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전쟁 초기 이스라엘의 피해는 막심하였으나, 이스라엘은 개
전 6일 만에 반격을 시작하면서 초기 열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의 용의주도한 작전에
따라 시나이반도의 이집트 주력부대가 포위되었고, 이후 UN에서의 미-소 결의로 휴전이 성립되었다.
이스라엘은 제4차 중동전쟁에서 점령한 골란고원을 1981년 합병하였으며, 이 문제로 2000년 시리아
와의 평화협상이 중단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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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이집트는 ‘아랍의 봄6)’이라 불리는 반정부 시위를 기점으로 정치적으로 급변하
였다. 당시 이집트 대통령은 무바라크7)였는데, 무바라크 대통령은 자신의 차남 가
말 무바라크(Gamal Mubarark8))에게 권력을 승계할 계획으로 2007년에 헌법을
개정하였다. 국민들은 무바라크 정부의 반민주적 조치에 반발하였고, 이는 시위,
파업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바라크는 무력으로 이를 제압하였다.
지속된 공포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으로 2011년 1월 25일에 대규모 민중 봉기
가 일어났다. 군부마저 무바라크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고, 결국 2011년 2월 11일
에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서, 전권을 이집트 군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the Armed Forces)에 이양하게 되었다.
30년 가까이 독재한 무바라크가 사퇴한 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2012년 6
월 모하메드 무르시(Mohamed Morsi9))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이집트 국민들
5) 네이버블로그 꼬꼬몽의 내용수집, ‘이집트의 주요 산업인 농업은’, 2012년 6월 6일자 게시
(https://blog.naver.com/yogishax/30139867258)
6) 아랍의 봄(Arab Spring).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
(反)정부 시위의 통칭이다. 2010년 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촉발된 유례없는 반정부 시위로, 중동
과 북아프리카의 반정부ㆍ민주화 시위는 집권세력의 부패, 빈부 격차, 청년 실업으로 인한 젊은이들
의 분노 등이 원인이 돼 아랍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2010년 말 시작된 튀니지의 반정부 시위는
2011년 1월 재스민혁명으로 번졌고, 이집트는 2월 코사리 혁명으로 각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또
리비아에서는 10월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Qaddafi)가 사망하면서 42년간 계속된 독재정치가 막
을 내렸다. 예멘의 경우 2011년 11월 알리 압둘라 살레(Ali Abdullah Saleh) 대통령이 권력이양안에
서명함에 따라 33년간 계속돼 온 철권통치가 종식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7) 무바라크(Honsi Mubarak). 이집트 공화국의 제4대 대통령. 소련 유학에서 돌아와 공군 사관학교 교장ㆍ
공군 참모장 등 요직을 거쳐 1969년 공군 최고 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1975년에는 부통령에 당선되었
다. 1981년 10월 6일 대 이스라엘 전 승전 8주년 기념식 단상에서 젊은 장교와 회교 과격파로 구성된
암살단의 총격을 받고 A. 사다트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에 실시된 국민 투표에서 98.5%라는 압도적 지
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30년간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서 무바라크 시대를 개막하였다. 2020년
사망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인명사전, 인명사전편찬위원회, https://terms.naver.com/)
8) 가말 딘 무하메드 호스니 무바라크(Gamal Al Din Mohammed Hosni Sayed Mubarak). 1963년 12월
27일 ~)는 2011년 이집트 혁명으로 축출된 이집트의 전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와 부인 수잔 무바
라크의 둘째 아들이다. 시민 혁명으로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되기 이전, 무바라크가 이끄는 국민민주
당의 고위직을 맡아 무바라크의 후계자로 인식되었으며, 정권이 붕괴된 이후 형 알라와 함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 및 공공자금 횡령 및 권한 남용 혐의로 이집트 검찰에 구속되었다. 2011년
4월 16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무바라크의 두 아들 가말과 알라가 현재 카이로의 정치범 수용소
인 토라 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보도하였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9) 무함마드 무르시라고도 한다. 이집트 첫 민선 대통령으로, 2012년 선출되었으나, 취임 1년 만인
2013년 반정부 시위 사태에 이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수감되었다. 6년간 수감생활을 한 무르
시는 2019년 6월 17일 카이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
만, 68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이후 이집트 검찰은 무르시의 시신에서 부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
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집트 국영TV는 그의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전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
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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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연히 민주적인 정부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무르시는 이슬람주의적이고 권위
적이었다.
2013년 6월에는 무르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봉기가 또다시 일어났다. 군부
또한 무르시가 사퇴할 것을 압박하였다. 이에 무르시 역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1년 만에 물러났다. 일부 무르시 퇴진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이들을 강제
진압하며 다시 한번 전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과도기 정부가 국가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과도기 정부는 군부 세력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군부는 민간인을 군사 재판에 세
울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였다. 즉, 이 시기는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과도기를 거쳐, 2014년 6월에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압둘 파타흐 알시시(Abdel
Fattah al-Sisi10))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알시시 역시 군부의 중심
세력으로 이집트 내에서 군부의 권력은 더욱 굳건해 지는 결과를 낳았다.
알시시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인 2014년 전후하여 이집트에서는 부정부패와
높은 실업율, 엄청난 국가 부채 그에 더하여 테러 위협 등 국내･외 정세가 매우 혼
란스러웠다. 이에 알시시는 대통령 취임 즉시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국가안보를 확
립한다는 중점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이제와서 보면, 알시시 정권의 경제 및 안보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
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역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무력 진압하는 공포 정치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정치적 정세로 이집트 국민에게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에서도
맹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0) 이집트의 현 대통령으로 군인 출신 독재자이다. 2014년 전역 당시 계급은 육군 원수. 알시시는 강
력한 철권통치와 무자비한 탄압으로 국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철저하게 통제하여 왔다.
하지만 이런 그의 강권통치도 경제난과 가혹한 독재에 겹쳐 물가와 설탕 가격이 2배나 급등하고 경
제가 급격히 어려움에 빠지자 알시시의 지지율도 추락하였다. 결국 이집트는 외환위기에 빠져 IMF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른다. 이집트의 한 재야인사는 알시시가 철권통치 능력에 비해 경제 등 국가
운영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시시 정권이 오래가지는 못 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부정
선거 의혹이 있는 만큼 2018년 3월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97.08%라는 득표율을 보이며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재선에 성공한 뒤, 알시시는 4월 14일에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하였다. 2019년
4월 16일에 이집트 의회는 알시시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
년이었던 대통령 재임기간이 6년으로 늘어났고, 재선되면 2030년까지 독재할 수 있게 되었다. 2020
년 현재 코로나19가 퍼져있는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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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 정치 동향

자료: 박성진, 김승애, ‘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세계농업｣ 제19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12을 기본으로
필자 업데이트

이집트는 연령 구성이 젊고, 인구는 급속히 확대되며 도시화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정치와 치안측면에서 알시시 대통령 취임 후 진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집트 파운드화 화폐 평가절하가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알시시 대통령 취임 후 경제구조 개혁에 착수하였는데, 이 개혁조치로 인해 곡
물 및 식품 수입가격이 급등하고, 이집트 파운드화의 감가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
하였으며, 이에 연동하여 전체 물가도 급등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과물의 인
플레이션율은 40%를 넘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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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 달러화 환율 추이(EGP/USD)

<그림 4> 이집트 인플레이션율 추이(%)

11) Deloitte Thomas Financial Advisory 合同會社, 平成29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ア
フリカ) 最終報告書, 2018年3月22日字 게재(https://www.maff.go.jp/j/kokusai/kokkyo/food_value_chai
n/attach/pdf/haifu_chousa2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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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생한 민주화 혁명 이후 이집트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
다. 2011년 이후에는 이집트 국가 부채가 연간 GDP를 넘어설 정도로 커졌으며,
평균 경제 성장률 또한 인구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인 2% 대에 머물렀다.
알시시 대통령 취임 이후 이집트 경제는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 경제
성장률이 4%대를 기록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알시시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재건
의지로 이집트의 경제성장을 끌어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걸프 국가들이 이집트의 군부 세력 재집권을 환영하면서 재정지원을 하였다. 이는
이집트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알시시 대통령 집권 이후 이집트 경제는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무역 적자
나 재정수지 적자 그리고 높은 실업률 및 거시경제의 불안정성들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집트의 주요 경제지표는 <표 2> 및 <그림 5>와 같다.
<표 2> 이집트의 주요 경제지표
지표

대내
경제

대외
경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성장률

%

1.8

2.2

2.1

2.2

4.2

3.2

1인당 GDP

US$

11,210

10,859

11,068

11,303

11,692

12,055

명목 GDP

십억 US$

242.9

273.3

268.4

296.9

315.0

282.8

정부부채/GDP

%

80.2

81.6

87.2

89.1

90.2

92.0

소비자물가상승률

%

10.1

7.1

9.5

10.1

10.4

12.1

민간소비증가율

%

5.5

5.9

2.6

4.1

2.8

2.1

실업률

%

12.0

12.7

13.2

13.0

12.8

13.1

수출실적

백만 US$

27,913

25,092

26,534

25,269

19,031

15,464

수입실적

백만 US$

-56,458 -59,827 -56,081 -64,451 -58,285 -51,574

무역수지

백만 US$

-28,544 -34,735 -29,484 -39,182 -39,254 -36,110

민간투자증가율

%

-0.3

10.1

-1.5

9.9

20.2

-

외국인투자금액
(당해분)

백만 US$

2,189

3,982

3,753

4,178

6,380

-

총외채

십억 US$

35.1

39.9

44.4

39.6

44.5

51.1

외환보유고

십억 US$

17.6

14.9

16.1

14.1

15.5

17.0

이자율

%

11.0

12.0

12.3

11.7

11.6

12.3

환율

1$:이집트파운드

5.94

6.06

6.87

7.08

7.71

9.71

주: 201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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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DP 성장률 및 인구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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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집트 중앙은행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집트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 교체와 테러 증가의 위협에 대한 우려 그리고 내전 등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0년 약 30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약 392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이집트는 2011년 아랍의 봄에 의한 정치정세 혼란으로 관광객이 격감하여 생산
활동도 정체되었다. 이 때문에, 2012∼2014년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2∼3% 전후
에 머물렀다. 2014년에는 알시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016년에는 알시시 대
통령 지지파가 다수를 점하는 의회가 발족하였다. 이후 불안하던 정치적 정세는
다소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IMF의 권고를 받아 2016년에는 환율상장에 대한 대폭적인 절하
와 함께 보조금 삭감 등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으로 이집트 경제가 건
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집트 경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집트에서는 EU와의 연합협정에 의한 관세철폐를 계기로 공업제품 등의 수출
이 증가하여왔다. 이집트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EU와 걸프만 국가들 등 인접국가
가 중심이다. 이집트에 투자하는 국가들도 EU와 걸프만 제국 등 인접국들이다12).

12) 堀江正人, エジプト経済の現状と今後の展望 ~経済の復調が注目される中東北アフリカの大国エジプト~ ,
MUFG,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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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집트는 기계장비나 식품, 화학제품 그리고 연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이집트로 이러한 제품들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중국, 독일, 미국, 터키 등이다. 이
집트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며, 이집트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품목은 주로 석유제품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과 이집트
간 무역규모는 약 24억 달러 정도인데, 이집트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총 금액은 약
2억 달러 수준이며, 우리나라가 이집트로 수출하는 총 금액은 약 22억 달러 규모
이다.
이집트의 최근 경제동향13)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4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첫
째, 경제성장 트렌드 상 높은 성장률이 지속되지 못하고 저개발상태에 머물고 있
다는 점이다. 이집트는 2000년대 후반에는 경제 성장률이 7%대에 달하였지만, 튜
니지아에서 발생한 반정부폭동을 단초로 2011년 1월에는 이집트에서도 ‘아랍의 봄’
과 같은 대규모 반정부 데모가 발생하여 무바라크 대통령을 사임시켰다. 2012년에
는 이슬람 원리주의 무슬림 동포단과 연결된 자유공정당이 의회선거에서 승리하
여, 자유공정당 무르시 당수가 대통령 선거를 제압하고 정권을 잡았다.
그 후 무르시 대통령의 강권 통치에 반발한 반대통령파와 무슬림동포단을 중심
으로 한 대통령지지파가 각각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데모를 전개하였다. 이에 정
부에 의한 사태 수습이 곤란하다고 본 군부가 2013년에 개입하게 되었고, 무르시
대통령을 강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4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알시시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으로 당선되
었다. 2016년 1월에는 전년도에 실시된 의회선거 결과에서 알시시 대통령 지지파
가 다수를 점하는 이집트 의회가 발족하였고, 이로써 2년 이상에 걸친 의회 부재
상태가 해소되었다. 알시시 대통령은 2019년 재차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권을 이어
가고 있다.
둘째, 최근의 이집트 경제는 2016년 구조개혁으로 경제 복구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이집트 경제구조는 소위 수입경제였다. 즉, 수입이 용이
하게 될 수 있도록 통화 이집트 파운드의 환율 상장을 높게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쟁력 결여와 국제수지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2016년 실시된 IMF 주도의 구조개혁에 의해 이집트는 환율상장을 대폭 절하하
고, 과잉 수입을 억제하며, 외자유입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높여
13) 堀江 正人, エジプト経済の現状と今後の展望 ~経済の復調が注目される中東北アフリカの大国エジプト~ ,
MUFG,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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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을 포함한 외자계 기업 유치를 위한 법 정비에도 착수하였다.
이집트 파운드 환율이 급락하자 수입품 가격이 급상승하였고, 개인소비는 크게
타격을 받았다. 이집트에서 다액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주요한 원인은 식량, 에너
지, 공공요금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들이 너무 많은 지출로 재정이 팽창되었기 때
문이다. 이에 재정 재건을 위해 세율을 당초 13%였던 것을 2017년 7월에는 14%로
인상하였다. 단, 식품과 공공요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집트 경제성장률을 올리게 된 요인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구증가율이 높
다는 점이다. 이집트의 인구증가율은 2019년 현재 2%대로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셋째, 수출과 국제수지측면에서 경상적자는 축소되고, 외화준비도 증가하고 있
다는 점이다. 2004년 이집트･EU 연합 협정이 발효되고, EU로의 공업제품 관세
철폐를 계기로 2000년대 후반부터 공업제품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림 6> 이집트 수입 상위품목(HS코드 4단 베이스)

수입측면에서는 최대 수입품목인 석유제품, 2위 품목인 천연가스 외에, 3위 수
입품목인 소맥은 60%가 러시아에서 20%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고 있다. 이집
트는 현재에는 세계 최대 소맥 수입국이다. 이는 급속한 인구증가로 소맥수요가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소맥의 생산･유통이 규제되어 있어 소맥생산이 떨어지게
되어버린 점을 주 요인으로 볼 수 있다.

48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그림 7> 세계 주요 소맥 수입국과 수입량(2017/18년)

이집트에 투자하려는 기업 또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는 인구 규모･증
가율 측면에서 매력이 있으나, 노동력 질이 과제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노동력의
질이 낮다는 점은 이집트에 진출하려는 기업 또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보틀
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 경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매크로 경제는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이
지만, 산업육성의 성패여부가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매크
로 경제측면에서 살펴보면, 2020년대 초에는 경제성장률이 6%대에 달할 전망이지
만, 향후 경제성장의 열쇠는 산업육성이 될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3. 이집트 농업 관련 정책의 변천
3.1. 농업개발정책의 변천14)
이 절에서는 1952년 이후 이집트 농업개발정책을 리뷰해 보고, 현재까지 농업부
문의 제도 측면에서의 변천을 살펴본다. 먼저 1970년대 중반 경까지의 사회주의적
14) 이 부분은 土屋一樹, エジプトの農業開発政策と農業生産の推移,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アジア
経済研究所, ｢現代の中東｣ 34권, 2003.1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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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그 후의 문호개방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 소맥, 옥수수, 쌀, 사탕수수,
면화 등 5대 작물에 대해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생산동향을 개관해보는 순서
로 설명한다.
이집트 농업개발정책의 변천과정은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1952년 농업
개혁이 시작된 농업시스템 재구축 시기이며, 2기는 1960년대 농업협동조합을 통
해서 국가에 의한 농업생산 컨트롤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어 3기는 1974년 이후
정부에 의한 농업생산관리 완화시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기는 1986년 이후
농업자유화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집트 농업개발계획(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은 1980년대 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집트 농업개발계획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매 10년
단위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이집트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천된 것이다. 즉, 이집
트의 농업개발 계획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각각 수정되
어, 총 4번 수정 계획을 발표한 셈이다. 현재에는 이집트 정부의 지속가능농업개
발계획 2030(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towards 2030,
이하 SADS 2030)을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구
체적으로 알아본다.
1980년대의 농업개발목표는 농업부문 민간화, 연간 평균 농업생산성 3.4% 제고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토지와 농업용수 등과
같은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즉, 기존이 농지
이외에도 염도가 높은 토지나 알칼리성 토지도 경작지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개간
된 농경지에는 관개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농가가 농산물의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집트 정부가 농업 총 수출액을 50억 이집트 파운드(약
2억 7,500만 달러=3,025억 원15))로 늘리고, 연간 농업 성장률을 3%까지 올린다
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면화는 줄곧 정부가 관
리하여 왔지만, 면화의 생산과 판매, 수출 등을 모두 민간에게 관리를 맡겼으며,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연구에도 중점적인 노력을 하였다. 이 외에도 본격적으로 개
간된 경작지의 토지를 분배하는 기준을 세우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
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게 되었다.

15) 이해를 돕기 위해 원/달러환율은 1,100원/달러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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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는 2017년을 달성 목표로 한 농업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곡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연간 농업성장률을 4.1%로 설정하
고, 매년 15만 페단(6만 3,000 ha)의 경작지를 개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
였다. 농업개발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관개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
고하고, 도시화에 따라 잠식되는 농경지 축소 문제를 해결하며, 전략작물은 자급
한다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 같은 개발계획을 통해 이집트 농업은 약 40년에 걸쳐 다양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 1980년대까지 587만 페단(약 246만 5,400 ha)였던 농지면적을 2016년
에는 895만 페단(약 376만 1,000 ha)으로 증가하였으며, 작물 재배면적(cropped
area)도 동기간에 111만 페단(약 47만 ha)에서 152만 페단(약 64만 ha)로 확대되
었다. 면적당(per land unit) 농업 생산성과 가축의 정육률(fresh meat percent)
또한 개선되었다. 농업개발계획으로 농업부문은 40년간 매년 평균 3∼4% 성장하
였으며, 이로써 인구 증가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부족분을 충당하여 나갔다16).
이하에서는 시기별로 농업개발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1) 1952년 이전
근대화 이전인 17∼18세기에는 토지 사유화가 인정되지 않았다. 개인은 오직 토
지사용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18세기 말부터 토지소유의 개념이 나타났다. 19세기
초에 무함마드 알리에 의해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사유 농지 등이 모두 몰수되고
공적인 토지소유권이 명확해졌다. 1820년에 가서야 비로소 농지의 실질적인 소유
가 인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었다.
그 후 농지의 개인소유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고(1854∼63년), 19세기 말에는 농
지소유의 양극화가 추진되었다. 그 이후 1952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추세가 정착
되면서 소토지 소유자 1인당 소유면적이 세분되어갔고, 5페단(2.1 ha) 이상의 중
대 토지소유자 1인당 농지면적은 비교적 안정되어 갔다.

2) 농업개혁법에 의한 농업재구축기(1950년대)
최초의 농업개혁은 1952년 9월이었다. 농지개혁과 동시에 소작제도 개혁과 농
16) 박성진, 김승애, ‘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세계농업｣ 제19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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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협동조합 활성화가 시도되었다.

(1) 농지개혁
1952년 농지개혁법에서는 1인당 농지상한이 200페단(84 ha)으로 제한되고, 1인
50페단(21 ha)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녀에게는 300페단(126 ha)이 농지 소유상
한으로 정해졌다. 1961년 2차 농지개혁에서는 1인당 농지소유상한이 100페단(42
ha)으로 축소되었다. 1969년 3차 농지개혁에서는 1인당 농지소유상한이 50페단
(21 ha), 1가족 당 100페단(42 ha)까지로 축소되었다.

(2) 소작제도 개혁
농지개혁법에 의해 소작규정이 명확히 되었다. 현금 정액 소작의 경우 소작료를
토지세의 7배까지로 규정하였다. 분익 소작제의 경우에는 지주 수취분은 수확고의
반까지로 규정하고, 비용도 균등하게 분담토록 하였다. 소작 계약기간은 최저 3년이
보장되었다. 계약은 지주와 소작인이 직접 체결하며, 내용은 모두 문서화하였다.

3)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농업생산 관리기(1960년대)
1950년대는 농업개혁법에 의해 재분배된 토지를 입수한 자만이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1961년에는 전농가가 가입의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의 기능은 생산조직화, 유통관리, 금융중개 등 3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생산조직화는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유통관리 측면에서
1962년에는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면화와 양파의 강제매상이 도입되었고, 그 후 쌀
과 대두에도 적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농업금융이 급속히 확
대되었다.

4) 문호 개방기
1974년에 시작된 문호개방정책에 의해 경제부문에도 민간의 활력을 높일 수 있
는 정책들에 대한 도입이 시도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로 1인당 50페단(21 ha)을
상한으로 하던 농지소유제한이 폐지되었다. 투입재에 대한 보조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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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유화기(1986년부터)
일반 경제분야에는 자유화 정책이 1991년부터 도입되었다. 농업분야에는 이보
다 5년 정도 앞선 1986년부터 자유화정책이 개시되었다.

(1) 매상제도 자유화
대두 등 8개 작물에 대하여 1987년에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작부면적 제한,
정부할당, 조달가격을 폐지하였다. 1990년대 중반 경까지 주요 5대 작물(소맥, 옥
수수, 면화, 쌀, 사탕수수) 자유화도 실시되었다. 소맥과 옥수수는 자유화 이전부
터 정부매상의 영향이 적었다.
이 두 작물의 작부면적 제한과 강제 매상은 1987년에 철폐되고, 공출은 임의적
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쌀은 1986년까지는 시장가격의 약 60% 정도 매상되
고 있었는데, 1991년에는 강제매상과 유통관리가 폐지되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
하게 되었다.
면화와 사탕수수는 엄격한 규제를 받는 작물로, 작부는 정부가 관리하고, 전량
정부에 의해 매상되고 있다. 유통에서도 민간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지 않았다.
1990년대가 되면, 이들 작물에 대한 규제가 약간 완화되는 조치가 실시된다.
1992년 매상가격 인상, 1993년 작부면적 제한 완화, 1997년 수출 포함 유통부문
개방을 실시하였다. 사탕수수에 대한 자유화는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 1993년에
설탕수입과 국내 유통이 개방되는 등 유통부문에서의 개혁이 진전된다.

(2) 투입재 개혁
이 시기에는 화학비료 보조 삭감, PBDAC의 역할 재검토, 유통의 민간부문 개방
이 실시되었다.

(3) 소작제도 개혁
1992년에는 법률 96호(Law 96)에 의해 토지제도와 소작제도에 관한 규정이 변
경되었다. 변경의 목적은 토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관련하여, 1952년 이후 농지개혁법(Act 178)을 대폭 개정한 바 있었다.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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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먼저 소작료 상한선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1997년 이후에는 자
유화되었다. 소작계약기간도 12개월마다 갱신하도록 하였다. 토지소유자에게 계
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도 주었다.

3.2. 농업보조정책의 변천17)
이집트에서는 1991년부터 IMF와 세계은행 주도로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정책
(ERSAP)이 실시되어, 전체 경제에 시장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농
업부문에서는 ERSAP 도입에 앞서 1987년부터 개혁이 시작되었다. 농업부문의 생
산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정부 관리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생산･
유통 제도에서 민간 활력을 주체로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개혁이었다.
가장 저렴한 아이시바라디18)와 중품질의 샤미19)는 주로 빵용이며, 고품질인 피
노는 빵 이외에도 파스타와 과자 등의 원료이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맥의
자급률은 1960년 약 70%에서 1980년대 초에는 30% 이하로 떨어졌다. 그 후 농업
개혁에 따라 국내 생산이 증가하여 소맥 자급률이 약 50%까지 상승하였다.

1) 도입 확대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식량보조제도의 원형은 1941년 실시된 물자 할당까지 거슬
러 올라갈 수 있다. 이집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물자부족
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설탕, 등유, 가솔린, 차 등을 저렴하게 공
급하기 위한 할당제를 실시하였다(Ali and Adams, 1996, Ahmed et al. 200120)).
17) 이 부분은 土屋一樹, ‘変革期を迎えたエジプトの小麦流通－小麦流通構造と食料補助制度の変遷－, ｢現
代の中東｣ №36, アジア経済研究所, 2004년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8) Aysh Baladi(아이시바라디). 통밀로 만든 이집트 빵의 일종(Pita_Flat 형태).(출처: 네이버 블로그 젠
키즈, https://blog.naver.com/genkids/220300787195)
19) 이집트에서 정부 주도로 소맥을 공급하는 시기에 대부분 공급성 산하 국영기업으로 구성된 제분소
에서는 3가지 종류의 소맥분(밀가루)이 만들어졌다. 3가지란 82% 소맥분인 아이시바라디, 76% 소맥
분인 샤미, 72% 소맥분인 피노이다. 관련 내용은 허 덕 외, ‘이집트의 곡물 수급 상황’, ｢해외곡물시
장동향｣ 9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20) Adams, Dale W. and Ali Kamel(1996), “Financial Reforms and Rural Credit : The PBDAC’s
Evolving Role,”Lehman B. Fletcher ed., Egypt’s Agriculture in a ReformEra, Iowa : Iowa State
University Press 및 Ahmed, Akhter U., Howarth E. Bouis, Tamar Gutner and Hans Lofgren(2001),
“The Egyptian Food Subsidy System : Structure, Performance, and Options for Reform,”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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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도 소맥을 포함한 식량보조제도는 소비자 후생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에
너지, 교육 등의 보조제도와 함께 확충하여 나갔다. 1960년대 중반 일부 물자 할
당을 위한 배급카드 제도도 도입되었다.
식량보조금 지출은 1970년대에도 확대되었다. 사다트21) 정권 하(1970∼81년)의
식량 보조제도 대상품목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까지 쌀, 옥수수, 콩류, 냉동
어 등 18개 품목이 되었다.
1960년대부터 소맥의 자급률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1인당 소맥 소비량은
1960년 약 80kg에서 1980년 약 177kg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요인으로는
보조금 때문에 소맥분(밀가루)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였다는 점, 할당량이 없고 무
제한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집트 정부는 IMF와 스탠바이 협정22)을 체결하기 위한 채무 감축 및 경제 개
혁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을 벌이게 되었다. 이집트 정부와 IMF는 정부지출을 축소
하기 위해 보조금 지출을 삭감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이집트 정부는 경제개혁 패
키지의 일환으로 다음해 1977년 1월 17일에 보조금 대상 품목의 일부였던 피노,
쌀, 차, 가솔린 등의 가격 인상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여 민중에 의한 폭동이 핫팩스와 알렉산드리아에서 발발
하였고, 그 후 1월 19일까지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 정부 청사나 경찰서등이 습격당
하였다. 질서 회복을 위해 1952년 이후 처음으로 군이 동원되었지만, 폭동이 가라
앉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가격 인상 발표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Report 119, Washington, D. C.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1) 안와르 사다트(Muhammad Anwar Sadat). 이집트의 군인･정치가. 자유장교단을 결성하고, 1952년
이집트혁명 때 참가하였다. 제3대 대통령이 되었고 현실주의적인 온건노선을 취하여, 1977년 이스라
엘을 방문하고 중동평화의 길을 열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22) 일반적으로 IMF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기 위하여 체결되는 협정. 이 협정을 신용한도(credit line)의
설정이라 볼 수 있으며 이 한도내에서 신용 공여가 가능하다. IMF 가맹국이 국제수지적자로 단기적
인보전재원이 필요한 경우 쿼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 조건 하에 추가
적인 협의절차 없이 인출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서, 1953년에 도입되었다. 동 협
약체결가맹국은 협약내용의 일부로서 합의된 정책준수사항 등 제반신용인출조건(conditionality)을 충
족하였을 경우, 협약 한도 내에서 일정기간마다 일정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IMF로서는 동 협약을
통하여 가맹국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정책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함으로써,
당해 가맹국이 IMF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신
용인출조건이란 신용공여 시 경상수지 적자를 균형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IMF가 당해 가맹국에
게 부여한 정책 준수사항을 의미한다. 스탠바이협약(또는 확대협약) 체결 시에 포함되는 정책 준수사
항으로는 주로 중앙은행의 대정부 여신한도, 금융기관의 국내여신한도, 통화증가율, 금융정책 방향,
순 해외자산, 대외 차입한도, 국제수지 및 외환관리 상의 목표, 외환지급의 자유화 조치 등이 있으
며, 경제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계획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금인출이 어렵게 된
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의선, https://blog.naver.com/choiuisun/6722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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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축기
식량보조제도는 1980년대 초까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 때문에
무바라크 정권 하(1981년~)에 다시 보조금 삭감이 의도되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보조금 삭감 정책(식량 가격 인상)은 또다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점진
적인 감축책이 채택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배급체계 통제 강화, 현금 지급에 따른 보상, 은밀한 개혁으로
크게 나누어진다(Sadowski 199123)). 배급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1981년에 배급 카
드를 완전보조 대상인 청색 카드와 일부 보조인 적색 카드 2종류로 나누어, 소득
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현금지급보상이란 계획단계에서 모든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직접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여 가격상승분을 보충하자는 것이었다. 1987년 일부 보조대상 품목
의 가격을 인상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 공공부문에서 20%의 임금인상이 실
시되는 데 그쳤다.
보조금 삭감을 위한 점진적인 개혁이란 국민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
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조용히 보조금 삭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아이시바라
디 가격 개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배급 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소득
층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현금 보상은 중산층용 완충재로서 이
루어지도록 하였고, '은밀한24)' 개혁은 특히 빈곤층의 충격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3) 경제개혁기 이후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정책(ERSAP)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한층 더 나아간 식
량 보조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가격 인상이나 배급 대상 제한에 더
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는 보조 대상 식량 추출이 실시되었다. 1990년대에는 가
격인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보조대상 품목도 줄어들어, 남은 식량보조금 대
상은 아이시 바라디(소맥분과 빵), 설탕, 식용유에 국한되었다.

23) Sadowski, Yahya M(1991) Political Vegetables?: Businessman and Bureaucrat in the Development
of Egyptian Agriculture,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
24) ‘은밀한’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저소득층의 반발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금 삭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도록 아주 점진적으로 또는 조금씩 배급 양을 줄이는 조치를 하였다는 의미에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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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보조제도는 현재까지 재정적인 측면의 부담은 경감되어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조제도를 필요로 하는 층(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타겟팅과 유통과정에서의
누출방지라는 두 가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책으로서 특히 누출 비율이 큰 아이시바라디 소맥분은 피노의 정제를 막기 위
하여, 도시에서는 옥수수 가루를 섞는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이집트의 곡물 수급 관련 정책25)
2014년 이전의 북아프리카(NA26))의 주요 곡물의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이집트
의 비율을 보면, 옥수수는 저하 경향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65% 수준이고,
소맥은 4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쌀은 90% 수준으로 매우 비싸다<그림 8>.
<그림 8> 이집트의 주요 곡물 소비량의 대 북아프리카 점유율

한편, <그림 9>에서 NA의 주요 곡물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이집트의 비율을
보면, 쌀과 옥수수는 대부분이 이집트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맥은 최
25) 이 부분은 草野拓司, ‘第５章 カントリーレポート：アフリカ’, (일본)농림수산성, 2015 와 草野 拓司,
‘アフリカ：主要地域の主食と政策’, (일본)농림수산성, 2016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https://www.maff.
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140331_25cr03_05_africa.pdf), (https://www.maff.go.jp/primaff
/kanko/project/attach/pdf/160331_27cr9_15_africa.pdf)
26)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수단, 튀니지, 서사하라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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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40∼60% 정도이지만, 역시 NA 중에서도 최대 생산국이다.
<그림 9> 주요곡물의 이집트 생산량이 북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림 10>을 통해 NA의 주요 곡물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이집트의 비율을 보면,
쌀의 수입은 적지만 옥수수와 밀은 1990년대 이후 40% 정도로 추이하고 있다. 이
집트의 수입량은 NA 최대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국제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국가이기도 하다.
<그림 10> 이집트의 주요 곡물 수입에 있어서 북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집트에서는 소맥이 가장 중요한 주식곡물이다. 소
맥의 1인당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율 2% 내외로 인구 증가

49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소비량의 증대가 전망된다.
다음으로 이집트의 소맥 수입량은 세계적으로 크기 때문에, 관심을 어떠한 정책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볼 필요가 있다.
이집트에서는 인구증가와 함께 1인당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
여 왔다. 생산량의 증산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차이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순수
입량도 증가하여 자급률이 5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소맥의 증산을 위한 방법으로는 단수(単收)와 수확 면적 모두 증가하는 방향이
중요시되고 있다. 다만 국토의 95% 이상이 사막에서 농지 면적이 4% 이하인 이집
트로서는 단수 증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7). 이집트에서는 토지 개량,
물 이용 방법의 개선, 고수량을 초래하는 새로운 품종 도입 등으로 인해 단수가 증
가하였다.
또한, ICARDA(International Center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Dry
Areas)와 ARC(Agriculture Research Center)의 필드 크롭 리서치(freas)에 의하
면, 이집트가 포스트 하베스트의 방법 및 수송과 보관의 개선을 통해 손실(로스)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가뭄 내성이 있는 지금까지보다 수확량이 많은 고수량 품종을
이용함으로써 평균 단수 6.4~6.5톤에서 9~10톤으로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MALR(Ministry of Agriculture and Land Reclamation)이 2013/14년에
National Wheat Campaign을 실시한 것도 단수 증가에 의한 생산량 증가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질소비료와 같은 투입재 비용에 대한 정부보조도 2009/10
년 톤당 150달러(165,000원)에서 2013/14년에는 230달러(253,000원)로 인상한
바 있다.
이집트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이상과 같은 단수 증대에 주력하는 한편, 한정된 경
지를 조금이라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FAO(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는 이집트의 밀 재배는 175만 헥타르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이
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수매가격을 높여 농민생산 인센티브를 올리고 증산하려는 움직임도 있
다. 2008년부터 GASC(General Authority for Supply Commodities)는 2012/13
시장연도(MY28))에 가격이 150kg당 380 이집트 파운드(75,240원)가 되도록
27) 이집트의 곡물 수급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본 지 허 덕 외, ‘이집트 곡물 수급 상황’, ｢해
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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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kg당 20 이집트 파운드(3.6 US 달러=3,960원)의 프리미엄을 더하여 국제가격
이상으로 매입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2013/14 시장연도의 매입가를
150 kg 당 420 이집트 파운드(83,160원)라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높은 매입가는
농민들에게 소맥 면적을 추가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융자체제 강화에 의한 증산 정책도 있다. 이집트 정부는 2013/14 시장연도에 소
맥 생산량을 900만 톤으로 추산하고, MY 2014/15 소맥 생산량을 950만 톤으로
계획하였다. MARL과 GASC는 PBDAC(Principal Bank for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Credit)에 의한 소맥 마케팅의 새로운 전략에 근거하여, 2013/14 시
장연도에 농민으로부터의 매상량을 400만 톤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 전략은 소맥
공급철 전에 농민들이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PBDAC가 농협에 대출해 주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농협은 소맥을 판매한 뒤 어드밴스(가불) 차입금을 갚는다.
이상과 같이, 이집트에서는 증가하는 소비량을 보완하기 위해 소맥 증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지면적이 크게 제약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고수준의 단수를 달성하
고 있기 때문에 증산에 의해 자급을 달성하는 방법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증가하는 인구와 1인당 소비량의 확대에 의해 앞으로도 소비량의 증가가 불가피
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때문에 이
집트는 충분한 양의 밀을 얼마나 잘 조달할지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
다.
최근, MoSIT(Ministry of Supply and Internal Trade's)는 전국적인 스마트
카드 파일럿 스킴(Smart Card Pilot Scheme) 실시를 통하여 다음 연도에 수입량
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이시바라디 공급 시스템의 복
잡성 등으로 소맥 수입이 이처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평
가하였다.
이집트는 2016년 소맥 재배농가에 대한 보조급제도도 변경한 바 있다29). 2016
년 변경되어 시작하게 된 이집트의 소맥 보조금 제도는 평균 국제가격으로 소맥
농가로부터 소맥을 수매하는 제도이다. 이전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농가의 소맥 경
작 진작 목적으로 국제가격 보다 높은 지역 조달 가격에 수매하여 왔었다. 그러나

28) 이집트의 시장연도(MY)는 7월부터 이듬해 6월이다.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집트 밀 농가 보조금 제도 변경, ｢세계농업｣ 해외농업동향, 2015년 11월 11
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new/board/briefing/view/wr_id/2619/page/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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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높게 책정된 가격으로 인해 이집트산을 가장한 러시아 산을 비롯한 외국산
소맥이 밀반입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새로운 제도로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소맥 농가에게 1페단(feddan, 0.42 ha)
당 1,300 이집트 파운드(161.89달러=178,079원) 가격으로 보조하며, 농가당 25페
단(10.5 ha)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하였다.
2015년 이집트 정부는 알데브30)(약 150kg)당 420 이집트 파운드(83,160원)의
고정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가격은 톤당 약 168달러〜200달러(184,800〜
220,000원)인 국제가격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집트 정부는 2015년 530만 톤의 기록적인 양을 지역 농가로부터 수매하였다.
이는 2013/14년 370만 톤에 비해 상당한 양의 소맥을 수매한 것이다. 또한 설탕
농가에도 톤당 400 이집트 파운드(79,200원)를 적용하는 보조금 제도를 추진한다
는 계획이었다.
이집트에서는 연간 2% 내외로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자원이 한정되
어 경작적지가 극히 적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수입 소맥에 대한
의존은 강하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집트 정부가 소맥 유통과정 등에 더
욱 진전된 형태로 민영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 소맥 수입이 효율화되고 수입량 감
소가 달성될 가능성은 있다.
또, 알제리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소맥 바이어와 GASC를 비교하면, GASC의
입찰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스마트화하는 것도 효
과적일지 모른다.

4.1. 이집트의 지속가능농업개발계획 2030(SADS 2030)31)
2015년 들어 이집트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농업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성과를 토대로 SADS 2030을 수립하였다. SADS 2030의 비전은 ‘농업 부문의 지
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경제 전반의 발전을 꾀하고, 농촌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SADS 2030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으로 ‘비교우위를 지닌 농산물 집

30) 이집트의 건량(乾量) 단위
31) 이 부분은 박성진･김승애, ‘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세계농업｣ 제19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12에서 요약, 보완 및 정리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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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육성, 지형 및 환경 이점 활용, 농업 현대화를 통한 식량안보 확보 및 농가소득
증진 달성’을 내세웠다.
SADS 2030의 전략 목표는 ① 농업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② 농업 생산성 제
고, ③ 농산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④ 주요 작물의 식량 안보 수준 제고 등이다.
목표별 세부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자원의 확대
이집트는 물 부족 국가이다. 유일한 수원인 나일 강 물 사용량도 ‘물 분배 협약’
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농업용수 부족에도 불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
지 못하여 수송 과정에서 약 30%, 관개 과정에서 약 50%의 물이 유실된다.
이집트는 관개 수로(irrigation canals)와 농장 내 관개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목
표를 설정하였다. 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용수 손실률을 25%로 줄이고, 2030
년까지는 20%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많은 농업용수가 필요한 쌀
재배 면적(harvested area)을 2013년 70만 ha에서 약 55만 ha로 축소하여 2030
년까지 124억 ㎥의 물을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수자원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빗물
관리기술도 도입하여 빗물의 증발을 막고 강수 사용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농경지를 확대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SADS 2030의 전략 과제이다. 계획에 따
르면, 이집트는 2017년까지 125만 페단(약 52만 5,000 ha), 2030년까지 310만
페단(약 130만 2,000 ha)의 농경지를 추가로 개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기존 농경지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이집트의 농지가 집
중되어있는 나일 강과 델타 지역이 도시화에 잠식되고 있다. 매년 평균 2만 페단
(8,400 ha)의 나일 강과 델타 지역 농지가 도로, 고층 건물 등의 건설로 사라져
간다.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주변 농경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근방 농경
지의 토양 비옥도마저 저하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기적인 농경지 토양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비료 사용량, 새로운 배수
시스템 개설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 생산성 제고
이집트는 농업 전반의 생산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은 첫
째, 고온과 염분에 내성이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다. 품종 개발은 정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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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농업연구개발센터(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가 유
전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이끈다는 내용이다.
이집트를 포함한 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은 고온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방
안으로 가뭄에 강한 품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 해안
가를 따라 간척지를 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염분에 내성이 강한 품종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둘째, 물 사용량이 적은 원예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것이다. 올리브, 대추야자,
무화과, 석류, 포도 등 원예작물 재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물이 사용된다.
이집트는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원예작물 수확량을 집중적으로 확대하여 대표 수
출작물로 성장시킨다는 내용이다.
셋째, 농장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
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소규모 농가에 파견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최신
농업기술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농가에 파견되어 정부가 권장하는 기술을 전수하
는 역할을 한다.
이집트 정부가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은 국민의 단백질 섭취량
을 늘리는 데에 있다. 특히 중소규모의 축산농가 성장에 집중하여, 국민의 단백질
섭취의 질적･양적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집트의 소 및 버팔로 산업의 주요 생산물은 우유이다. 육류(red meat)는 우유
생산의 부산물로 여겨진다. SADS 2030에서는 육류보다 우유 증산에 집중할 계획
이다. 그 이유는 1980년대 이후 이집트의 인구 증가와 함께 우유 수요가 급증하였
다는 데 있다.
정부는 유전공학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소와 버팔로의 체중을 줄여 육류 생산량
을 감소시키는 대신 우유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브루셀라
(Brucellosis),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리프트계곡열(Rift Valley
disease), 소 결핵(bovine tuberculosis)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조기 예보 시스템
을 도입하여, 질병에 따른 우유 생산량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금육 또한 증산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수를 34만 8,000마리로 늘리고, 53만 6,000마리를 수입하여 가금육 및 계란 생산
량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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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집트는 과거에 농산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과 유럽 시장에 근접한 위치의 혜택
을 누렸다. 환경적･지리적 이점 덕분에 농산물은 오랫동안 이집트 수출에서 주요
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집트 농업은 무역 자유화, 지역주의 확산, 농산물 품
질 경쟁력 저하 등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1960년대 초까지 농산물 수출은 이집트 총 수출의 85%를 차지하였다. SADS
2030에서는 과거 이집트 수출을 이끌었던 면화, 쌀, 양파, 땅콩, 신선 채소 등의
수출을 지속하는 한편, 방향 식물(aromatic plant), 유기농 제품, 절화(cut
flowers), 관상식물 등 새로운 농업 수출상품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의 유기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며 이집트 유기농업이 두드러지게 발전
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재배지는 2006년 1만 4,200ha에서 2013년 8만 5,800ha로
급증하였다. 이집트에서 유기농법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감자, 망고, 바나나, 살
구, 딸기, 곡물, 면화 등으로 다양하다.
이집트 유기농업은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유기농산물 재배지는 여전
히 전체 농지의 0.2%에 불과하다. 유기농업이 이집트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원인은 극히 소수 농가만이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제 표준을 숙지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이집트 정부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유기농업을 독려하고 있다. 일례로 파
이윰유기농발전협회(Fayoum Agro-Organic Development Association)는 농가
를 대상으로 유기농가 인증 획득, 유기농업 기술 전수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집트 나일강 일대는 비옥하여 예로부터 비료 없이도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해
왔다. 비옥한 농토에 유기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해져 유기농 산업은 이
집트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4) 식량 자급률 제고
이집트는 식량 위기와 식량가격 폭등에 대비하여 식량안보 수준을 제고할 계획
이다. 이집트 인구는 2016년 약 9,116만 명에서 2030년 1억 6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식량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정부는 주요 식품의 안보 수준을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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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SADS 2030을 통해 목표로 하는 품목별 식량자급
률은 <표 3>과 같다.
이집트 정부는 식량안보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식품소비 패턴 변화와 영양
상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집트 국민의 식품소비는 고열량 탄수화물 식품에
집중되어있다. 인구의 45%가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비만이 사회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유, 계란, 생선, 백색 육류 등 근력 강화식품과
함께 채소 과일의 국내 생산을 독려할 계획이다. SADS 2030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민 1인당 적색육류 소비량을 18% 줄이고, 백색육류 소비량을 18%
늘릴 전망이다. 우유와 계란, 생선의 1인당 섭취량도 각각 27%, 13%, 13% 증가시
켜 국민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극복할 계획이다.
<표 3> 주요 식품의 식량자급 목표치
단위: 천 톤, %

주요 식품

2007년

2017년 목표치

생산량

수요량

자급률

생산량

수요량

자급률

생산량

수요량

자급률

밀

7,388

13,591

54.4

12,000

16,238

73.9

15,120

18,709

80.8

쌀

4,553

3,273

139.1

4,161

3,956

105.2

4,809

4,664

103.1

옥수수

6,300

11,900

53.2

12,600

16,100

78.3

18,500

20,600

91.9

설탕

1,487

1,933

76.9

2,260

2,760

81.9

3,460

3,710

93.3

잠두

301

578

52.1

480

690

69.6

720

795

90.6

감자

2,793

1,548

180.4

3,600

2,024

177.9

4,900

2,650

184.9

토마토

7,888

7,623

103.5

11,600

9,200

126.1

18,600

10,812

172.0

오렌지류

3,594

2,672

134.5

5,400

3,496

154.5

7,500

4,240

176.9

포도

1,783

1,294

128.5

2,400

1,656

144.9

3,500

2,120

165.1

우유

4,400

4,859

90.6

7,200

7,332

98.2

9,540

9,540

100

적색 육류

670

1,001

66.9

853

1,104

77.3

1,089

1,166

93.4

백색 육류

850

847

100.4

1,095

1,095

100

1,410

1,410

100

계란

240

240

100

288

288

100

373

373

100

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506

2030년 목표치

특집: 이집트 농업 제4편 - 이집트의 농업정책

5. 농식품 유통 관련 제도
다음으로 각 농식품들의 유통 구조와 식량 보조 정책의 관계를 알아본다. 먼저
소맥의 유통제도와 식량보조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5.1. 소맥 유통제도와 식량 보조제도32)
생산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1976년에 공출을 의무에서 임의로 하는 등의 변경
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맥분(밀가루)･빵 가격은 보조금에 의해 저렴하게 억제
되고 있었고, 또 현 지역을 초월한 소맥 유통이 규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통 과정
에 큰 변화는 없었다. 이에 1990년대에 피노와 샤미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개혁이
실시되었다.
소맥 유통과정의 실질적인 변화는 피노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가능해졌
다. 피노가 시장가격으로 판매되면서 민간업체의 전국적 유통과정 진입여지가 넓
어졌다. 또한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정책(ERSAP) 하의 경제 자유화 정책에 따라
피노 밀(소맥) 유통이 민간업자에게 개방되었다. 그 결과, 2001년 시점에서 피노
제분의 약 60%는 민간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소맥 유통시장은 조달제도･방법 규제에 의해 3가지
로 구분되어 있다. 즉, 자가소비를 포함한 농촌 내에서의 소규모 자주유통, 식량보
조제도에 따른 정부기관 중심의 바라디용 유통, 1992년 이후에 가능해진 피노용
유통이다. 현재의 소맥 유통시장 분화는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개혁 전의 유통
제도에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5.2. 식품유통제도(푸드밸류체인의 상황)33)
이집트의 콜드체인 시스템은 대규모 민간기업 주도로 계속 정비되고 있다. 수입
항에서 소비지까지 일관하여 정온관리(定溫管理)가 가능한 기업은 있지만, 체인
32) 土屋一樹, ‘変革期を迎えたエジプトの小麦流通－小麦流通構造と食料補助制度の変遷－, ｢現代の中東｣
№36, アジア経済研究所, 2004년
33) 이 부분은 Deloitte Thomas Financial Advisory 合同會社, 平成29年度(2017년도) 海外農業･貿易投資環
境調査分析委託事業アフリカ) 最終報告書, (일본)농림수산성, 2018년 3월 22일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
다.( https://www.maff.go.jp/j/kokusai/kokkyo/food_value_chain/attach/pdf/haifu_chousa2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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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통해 정온관리에 관한 지식･노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근대적인 슈퍼마켓에는 냉장･냉동식품 진열장이 있으며, 정온창고도 정비되어
있다. 하지만, 소매업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전통적인 소매시장에서는 콜드체인
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이다.
정부로부터의 지원책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설비기자재의 대부분
은 유럽제이다. 최근에는 절전의식이 제고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의 전력가
격이 세계적으로 싼 편인 것들을 들여와 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에 곤란을 겪고 있
다.
판매･소매시장에서는 국내생산 인스턴트 누들은 압도적인 존재이지만, 최근에
는 이미지가 다소 악화되었다. 일본기업 인도미는 이집트 기업과 합병회사
SAWATA를 2007년에 설립하여 2009년부터 현지생산을 개시하였다. 1일 생산량
은 약 120만 개, 국내소비량은 연간 약 2.1억 개(2016年)로, 4년 전에 비해 소비량
이 40% 증가하였다.
기타 가공식품34) 및 소매시장의 경우, 시장은 인구확대에 따라 가공식품 소비
는 증가 경향인데, 주요 식품시장은 주스나 유제품, 식육분야 등이다. 이들 분야에
서는 대부분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표 4> 가공식품 유통 및 판매시장 경향
유통

마켓

판매

n 쥬스, 유제품, 식육 분야
- 대기업은 증산하는 추세
n 대기업 자체 저온 유통망(수송, 가공, 보
관) 을 구축

n 통화 하락으로 수입식품 가격 상승

n 수요량 대중 대상 상품 중에서는 가격이
최우선,

n 그 때문에 국산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n 소량, 작은 사이즈 선호(샌드위치용 등)

자료: Deloitte Thomas Financial Advisory 合同會社, 平成29年度 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ア
フリカ) 最終報告書, (일본)농림수산성, 2018년 3월 22일에서 요약･발췌

34) 이집트 가공식품 시장에 대한 내용은 본 지 허 덕 외, ‘이집트 축산과 축산식품 시장 동향’, ｢해외곡
물시장동향｣ 2020년 8월호(9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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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량의 경우,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가격을 최우선적으로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산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서플라이 체인은
전문 수입업자, 전문 도매업자가 많으며, 복수 품목을 취급하는 업자는 그 수가 적
다.
수입가공식품에 따라서는 GOEIC 등록이 필요하다. 대규모 수퍼마켓의 유통구
조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카르푸나 메트로의 경우 직접 수입을 하지만,
BIM의 경우 유통업자로부터 조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슈퍼마켓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은 주로 Gourmet Egypt에서, 중소득층은
Carrefour나 Metro, Seoudi 등에서 대중들은 주로 BIM이나 Kasyon 등에서 구입
한다.

5.3. 이집트의 외식시장35)
이집트의 외식시장은 확대추세에 있으며, 값이 싼 시리아 요리가 특히 늘어나고
있다. 중동요리 식당은 1,565개소 정도로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아시아계 식당
은 아직은 많지 않지만, 인기가 높은 편이어서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5.4. 식품 유통 관련 기관과 규제36)
식품 감독기관은 분야별로 다르다. 사료는 식품･사료지방연구소(RLFF), 축산은
축산공단(GOVS), 식물은 식물검역중앙관리국(CAPQ), 수산물은 수산자원개발총
국(GAFRD)이 담당하고 있다.

35) 이 부분은 Deloitte Thomas Financial Advisory 合同會社, 平成29年度(2017년도) 海外農業･貿易投資環
境調査分析委託事業(アフリカ) 最終報告書, (일본)농림수산성, 2018년 3월 22일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
다.( https://www.maff.go.jp/j/kokusai/kokkyo/food_value_chain/attach/pdf/haifu_chousa29-8.pdf) 이
집트의 외식시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외, ‘이집트 축산과 축산식품 동향’, ｢해외곡물시
장동향｣ 9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36) 이집트의 식품유통 관련 규제와 축산물 및 축산식품 규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외,
‘이집트 축산과 축산식품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을 참
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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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집트의 농산물 시장 개방 정책
6.1. 무역협정 체결 현황
1995년 WTO 가입을 시작으로 이집트 정부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대륙 가까이에 위치하며,
대서양과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이
집트 내수 시장과 우회 수출을 겨냥하여 이집트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U･이집트간 농수산물 교역을 자유화하는 협정 협상(FTA)을 타
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U는 2005년 11월 28일 채택된 Rabart 로드맵(2010년까
지 EU와 지중해 연안국가들 간에 최대한 폭넓은 농수산물 무역자유화를 이룬다는
목표)의 일환으로 2007년 2월 이집트와 농수산물 무역자유화 협상을 개시하였다.
2005-2007년 기간 중 EU는 이집트에 연간 6억 유로(7,920억 원37)) 상당의 농
수산물을 수출하고, 5억 4천만 유로(7,128억 원)를 수입하였다. 1년 반의 협상을
거쳐 양측은 농수산물 교역자유화 협정에 합의하였으며, 양측은 국내 내부 절차를
거쳐 협정을 발효하게 되었다.38)
협상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집트는 EU측에 민감품목을 제외한 약 9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의 시장접
근을 즉시 허용하였다. 담배, 포도주, 증류주, 돼지고기는 이전의 양자 간 시
장개방수준 이상의 양허를 하지 않았다. 품목분류 1704(과자류), 1806(초코
렛), 1902(파스타), 1905(과자용 가루반죽)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감축한
다.
2) EU측도 이집트에 민감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즉시 관세 철폐하였다. 토
마토, 오이, 포도, 마늘, 딸기, 쌀, 설탕, 참치 가공제품, 설탕 가공제품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 또는 현행 진입가격제도(entry price
system)를 유지한다.

37) 이해를 돕기 위해 유로화/원 환율은 1,320원/1유로를 적용하였다.
38)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EU-이집트 농수산물 무역자유화 협상타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해외농업동향 2008년 7월 4일자 게시에서 재인용하였다. (https://www.krei.re.kr/wldagr/selectBbsNtt
View.do?key=162&bbsNo=66&nttNo=4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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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으로 보면, 이집트가 맺은 양자 협정은 총 4개이다. EU, 터키, 유럽
자유무역연합(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남미공동시장(브라
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이 그 대상이다.
이집트는 EU와 맺은 FTA에서 일부 농산품에 대해 쿼터를 해제하고 관세를 인
하 또는 철폐하기로 하였다. 남미공동시장과는 육류, 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우유 등 가공 농축산품에 대한 관세는 4년 이내로 면제하기로 하
였다.
이집트는 동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다자간 무역협정도
체결하였다. 특히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등과 체결한 Agadir협정39)은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철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집트의 경제 재건정책은 투자유치
와 수출 확대를 지향하고 있어 향후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2.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이집트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또한 2011년 민주화 혁명의 여파로 크게 위축되
었다. 2010년 약 68억 달러(7조 4,800억 원)였던 순 FDI는 2011년 약 22억 달러
(2조 4,200억 원)로 급감하였다. 하지만 2013년 경제 재건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알시시 정권이 들어서며 이집트 순 FDI가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현재는 100% 외
국인자본에 의한 기업설립 보장과 투자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촉진법
을 개정하고, 정부차원의 투자포럼을 개최하는 등 FDI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2015/16년 회계연도 기준 대 이집트 FDI 총 유입액은 약 124억 3,400만 달러
(13조 6,774억 원)이며, 이 가운데 약 63.5%가 EU 국가로부터, 6.5%는 미국으로
부터, 18%는 아랍 국가로부터, 12%는 기타 국가로부터 유입되었다.
대 이집트 FDI는 이집트를 식민 지배하였던 영국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대
이집트 FDI 총 유입액의 약 48%를 담당하며, 석유, 천연가스, 태양력 발전 등 에
너지부문과 금융, 제약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5/16년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대 이집트 투자 총액은 약 2,240만
달러(246억 4,000만 원)로 알시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39)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간의 협정으로, 2004년 2월 25일 체결하여 2007년 3월 27일 발효
되었다.(출처: kotra 국가정보 –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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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투자는 자원개발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표 5>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9/10년

2010/11년

2011/12년

2012/13년

2013/14년

2014/15년

2015/16년

순 FDI

6,758

2,189

3,982

3,753

4,178

6,380

6,838

유입액

11,008

9,574

11,768

10,274

10,856

12,546

12,434

미국

1,425

1,791

578

2,183

2,230

2,116

807

영국

4,926

4,307

5,820

3,997

5,079

4,990

5,944

벨기에

930

777

2,089

720

617

664

678

UAE

304

411

560

481

401

1,383

1,329

사우디

323

206

240

461

284

649

313

프랑스

286

227

316

266

347

230

249

스위스

111

159

125

115

95

165

128

그리스

65

41

56

18

46

5

2

네덜란드

129

146

409

164

192

182

246

대한민국

0

4

5

24

47

164

224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http://www.cbe.org.eg).

인구 증가 및 1인당 GDP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집트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
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대 이집트
FDI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3. 소맥 무역 관련 현황
2015년에는 이집트 통상부가 지난 9개월(2015년)과 2016년 5월까지 소맥 수입
을 위하여, 이에 관련한 수분 규정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집트 국영 곡물 바
이어인 GASC는 1년 전 13% 수준으로 제한하던 초기 규정이 지난 2015년 8월에
만료가 됨에 따라, 보다 수분함량이 높은 소맥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세계 최대 소맥 수입국인 이집트는 소맥 수분함량이 기존 13%에서 13.5% 수준
까지 완화하여 소맥 수입이 가능하다고 Mounir Fakhry Abdelnour는 MENA통신
을 통해 전하였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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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이집트의 최대 소맥 수출국 중 하나였으나, 엄격한 소맥 관련 수분 규
정 등으로 인해 수출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다소 완화된 규정으로 보다 높
은 수분함량의 소맥을 생산하여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규정 완화에도 불구하고 GASC는 2015년 8월 중순 이후 수정된 규정들
을 알렸으며, 현재까지 수출국으로부터 수분 13% 수준의 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집트는 연간 1천만 톤 이상의 소맥을 GASC와 일반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
면서, 세계 소맥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불합리한 상황이더라
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식품 안전관리 제도41)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 식품 검사 및 인정 프로세스는 무역산업성
(MTI)의 수출입 관리공단(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s and Imports
Control: GOEIC)에서 일괄하여 수행한다. GOEIC는 수입식품의 검사와 시험을
실시할 법적 권한을 가진 농업･토지개척성(MALR) 및 보건성(MOH)과 긴밀히 제
휴하고 있다. 보건성은 항만에서 GOEIC와 함께 수입식품 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
니라, 식품 샘플을 수집하여 중앙공중위생연구소에서 화학, 독물, 미생물 분석을
실시한다.
농업･토지개척성의 식품･사료 지방연구소(RLFF)가 수입 및 국내산 사료･사료
원재료에 대한 감시를 책임진다. MALR의 축산공단(General Organization for
Veterinary Services: GOVS)은 외래병과 전염병, 수의약의 잔류물, 가축과 인간
의 오염방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 GOVS는 동물이나 축산물 수입에 관한 규제를
기초해 적용한다.
MALR의 식물검역 중앙관리국(Central Administration of Plant Quarantine:
CAPQ)이 식물위생 보호의 주요기관으로 식물 및 식물제품의 수입에 관한 규제를
기초하여 적용한다. 이들 기관은 이집트 재무부 관세국(Egyptian Customs
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집트 밀 수입 증대 위한 관련 규정 조정 움직임’, ｢세계농업｣ 해외농업동향 20
15년 9월 14일자 게시에서 재인용하였다.(http://www.krei.re.kr:18181/new/board/briefing/view/wr_id
/2525/page/68)
41) 이집트의 식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외, ‘이집트 축산과 축산식품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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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ECA) 및 수출입관리공단(GOIEC)과 연계하여야 한다.
수입품 검사의 경우, 검사 서비스 제공자는 GOEIC 본부 또는 이집트 전역(해
운, 항공, 육상 등) 관련 지부이며, 서비스 본거지는 GOEIC 본부 또는 이집트 전
항구의 관련 지부이다. 통일위원회는 위생 및 농작물 수입품에 대해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코딩위원회에 의한 샘플 밀봉과 코드 할당 및 별도 검사실로 코드 장착
샘플을 인도한다.
이집트 표준화･품질관리기구(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Quality: EOS)는 지역시장의 기준을 확립하고 규칙을 제정할 책임을 진다. 컴플
라이언스(준수)의 검증은 EOS 이외의 정부기관이 실시한다. GOEIC는 수입품의 7
개 검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술규칙이나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기타 기
관에는 MOH나 MALR 등을 포함한다.
MOH의 중앙공중위생연구소(Central Public Health Lab)는 필요한 기준에 적
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이나 착색료의 화학 및 물리조성의 검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MALR의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 분석 참고검사실(Reference
Laboratory for Safety Analysis of Food of Animal Origin)은 농산물이 관련
기준으로 지정된 품질 속성을 충족하는지 감시할 책임을 진다.
상품이 영양표시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중금속, 잔류농약, 미생물오염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샘플을 제출, 분석한다. 라벨을 심사하고 표시를 확인한다. 검사결
과는 NNI-TRC(National Nutrition Institute-TRC)로 보내져 심사를 받는다.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일반상품 항목에 부과되는 표준세율은 10%로 한다. 고기
를 원료로 저장, 가공, 조리한 조리품 및 조제품은 면제된다.

8. 맺음말
이집트의 농업정책은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기조가 크게 달라져 왔다. 사
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던 이집트는 과거 사회주의 특유의 농업정책을 전개하였다.
또한, 군부 쿠테타 등에 의한 수 차례의 독재 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관련 규제들
이 조금씩 완화되어 오다가, IMF 개입 이후 자유화로 인한 구조조정 시기를 거치
고 있는 중이다.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수요측면의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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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맥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총 소비량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5년, 이집트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농업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성과
를 토대로 SADS 2030을 수립하였다. 현재는 이 계획에 의거 다양한 정책들을 전
개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글로벌 경쟁력 제고, 물 문제, 생산성 향상, 식량 자급률 제고, 식
품 안전성 관리, 기술개발 등 등 이집트 농업이 풀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이
러한 문제들로 인해 아직도 농업발전이 더딘 편이다.
이집트는 풍부한 인적자원, 작물재배에 적합한 환경, 유럽과 걸프 국가 등 거대
시장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농업발전 잠재력이 크다. 아울러, 정부가 농업 중심으
로 경제를 재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농업부문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
다.
최근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농업 생산성과 인프라 발전이 주춤하였지만 알시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시시 정부는 농
지 개간, 관개시설 및 수송 인프라 건설, 농산물 품질제고 연구, 농업기술 교육프
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농업정책은 효과를 내고 있
으며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농업부문의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집트 정부가 농업을 이집트 경제 발전의 뿌리산업으로 여기고 단계적 농업개
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농업 생산물의 양적 확대에 집중되
어 있는 현재 농업 진흥정책에서 나아가 프리미엄 면화 등 이집트 농업의 장점을
부각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과거에 누렸던 대표 농업국가로서의 영광
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곡물 수급의 관점에서, 이집트가 이러한 농업정책들이 성공한다면, 곡물
의 수입량이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적어도 소맥에 관한 한 당분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입 국가일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인구 증가 속도
가 빠르고 이집트의 주식이 소맥으로 만든 빵이기 때문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
맥의 국내 자급율을 크게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라도 앞으로 우리는 이집트의 곡물 관련 정보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관심
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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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1)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Ⅰ. 북미
[미국]
1. (2020년 4월 16일) 미국의 대형 정육 패커2) 잇단 조업 정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형 정육 패커
의 조업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스미스필드(Smithfield) 사3) 수 폴스(Sioux Falls) 돼지고기 처리장
미국 최대 돼지고기 패커인 스미스필드(Smithfield) 사는 4월 12일 사우스 다코
타 주 수 폴스에 있는 돼지고기 처리장의 조업 중단을 발표하였다. 이 처리장의 돼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
진흥기구의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및 7月号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신흥지역정보종합지식포털(EMERiCs)’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간농업농촌식
품동향｣, KOTRA의 해외시장뉴스,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
여 작성된 것이다.
2) packer, 가축의 도축해체부터 소매단계까지의 유통 담당업체. 미트패커란 비육우 등 가축의 도축해
체, 커트(cut)처리, 햄･소시지 등의 가공 및 본래의 업무인 지육･부분육(cut meat) 그리고 햄･소시지,
다짐육(햄버거용 등)을 박스드 비프(boxed beef)로 슈퍼마켓이나 소매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 배송하
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출처, 木村勝紀 著, 1999, ｢アメリカ 肉牛･牛肉産業
と日本の畜産｣, (株)オールインワン出版部, p.329)
3) 1936년부터 버지니아 주 스미스필드(Smithfield)에 본사를 둔 스미스필드 푸드는 농업에 뿌리를 두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미국 식품 회사이다. 40,000명의 미국 직원들이 ‘좋은 음식’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스미스필드는 스미스필드 외에도 에리치(Eckrich), 네이선스 페이머스
(Nathan’s Famous) 등 고급 아이코닉 브랜드(high-quality iconic brands)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
다.(출처: 스미스필드 홈페이지, www.smithfieldfoo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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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기 처리능력은 1일 1만 9,500마리 정도이다.
이 처리장 폐쇄로 4월 14일에 재고제품 처리를 하고, 그 뒤에는 지방자치단체,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당국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업이 중단된다. 이 회사는 4월
9일 종업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서, 3일 조업을 중단한다고 발
표하였다.
이 회사의 프레스릴리스(press release)에 따르면, 이 처리장은 미국 최대 돼지
고기 가공시설 중 하나로 미국 돼지고기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3,700
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550호 정도의 양돈가가 출하한 돼지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조업 중단 후에도 2주일간은 계속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불한다고 한다.
사장 겸 최고 경영자(CEO)인 케네스 설리번(Kenneth M. Sullivan) 씨는 “이
처리장 폐쇄로 인해 미국 내에서 조업을 중단하는 식육처리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미국 쇠고기 도축･공급 능력은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처리장
가동 없이 식료품 가게에서 고기를 구입할 수는 없다. 또, 유통과 관련된 많은 사
람들, 특히 축산농가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향후 식육수급에 영향
을 우려하는 댓글을 올려놓았다.
[스미스필드 사 보도 자료](2020년 6월 26일 열람)
https://www.smithfieldfoods.com/press-room/company-news/smithfield-f
oods-to-close-sioux-falls-sd-plant-indefinitely-amid-covid-19
현지 업계신문에 의하면, 4월 11일 사우스 다코타 주 지사 및 수 폴스 시장의 연
명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당 처리장 종업원 중 23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COVID-19)에 감염되었다. 해당 처리장 종업원 대부분이 거주하는 미네하하
군(Minnehaha County) 감염자 수 441명 중 54%를 차지한다.

JBS4) USA 사 그릴리(Greeley) 쇠고기 작업장
미국 내 60곳 도축장, 조제 식료품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최대 쇠고기 패커
인 JBS USA 사는 4월 13일 콜로라도 주 그릴리(Greeley town)에 있는 쇠고기
작업장(쇠고기 처리능력은 1일 5,400마리)을 4월 24일까지 조업 정지한다고 발표

4) 브라질의 식품기업으로 세계 최대의 식육 관련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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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회사의 조업 정지는 펜실베이니아 주 서더톤(Souderton)의 쇠고기 작
업장에 이어 2번째이다. 이 회사는 콜로라도에서 6,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최대
기업이며, COVID-19 확산 억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JBS 사의 프레스릴리스에 따르면, 우선 15일부터 2일간, 조업 정지에 관한 준비
로서 시설 안에 머물고 있는 식육제품 처리를 위한 최소 인원을 남기고, 일시 폐쇄
를 하겠다고 한다. 그 뒤 콜로라도 주 공중위생･환경국(Colorad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및 웰드 군 공중위생･환경과(Weld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등과 협의 후, 이 처리장 종업
원에 대한 콜로라도 주 지사에 의한 재택(在宅) 명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
다. 또한 처리장 폐쇄 중에도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고 경영자(CEO)인 앙드레 노구에이라(Andre Nogueira) 씨는 "그릴리 쇠고기
작업장은 미국의 식량 공급 및 육우 생산자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처리장이 있는)
웰드 군(Weld County)에서 COVID-19 확대가 계속되고 있어 단호한 행동이 필요
하다. 이 지역의 선도적 일원으로서 당사는 지역 의료 종사자를 지원하고,
COVID-19와 투쟁을 선도하는 최초 기업으로서 당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처리장에서도 결석자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처리장은 미국 국민에게
식량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가동률을 높이고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JBS사 보도 자료](2020년 6월 26일 열람)
https://jbssa.com/about/news/2020/04-13/#.Xpa3h0l7k2w
또, 현지 보도에 따르면, JBS USA 사는 종업원의 감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이 처리장 종업원이 여러 명 감염되어 중증 사망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자각했던 수많은 종업원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향후 식육 수급에 영향을 우려
상기 2개 업체 외에도 타이슨푸즈(Tyson Foods5)) 사, 내셔널푸드(National
5) 타이슨 푸즈 주식회사(Tyson Foods, Inc., NYSE: TSN)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으로, 아칸소주 스프링데
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식품 산업 회사이다. 브라질의 육류가공회사 JBS S.A.에 이어 세계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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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사, 카킬(Cargill6)) 사 등 대형 패커에서도 종업원 감염이나 처리장 소독,
청소 등에 의한 처리장 조업 중단이 계속되고 있다.
현지 거주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는 외식산업에서 고기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일정한 식육 재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소의 도축장 영업 정지는 소매 공급
망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형 식육처리장 조업 정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역 차가 편향될 것으
로 추정되는 경우, 식육처리장에서 소매점까지 물류망에 영향이 있을 경우 등 다양
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오히려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2. (2020년 4월 17일) 식육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
을 받은 업계의 어려움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미국에서는 각지에서 도시가 폐
쇄되고, 필요 불가결한 업종 외에는 재택근무를 하라는 행정 명령이 주마다 발표
되고 있다. 육류업계는 필요불가결한 업종으로 인정되어 많은 식육 및 식조 처리
장(食鳥 處理場7))은 현재도 가동하고 있지만, 주에 따라서는 외식산업이 점포 내
번째로 큰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업체이며, 연간 미국에서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출
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6) 1865년에 세워졌으며, 2015년 포브스의 기사에 의하면 미국의 비상장 회사 중 가장 큰 기업이다. 피
고용인이 약 15만 3천 명에 2017년도 매출은 약 1071억 달러, 순이익 23억 달러로 나타났다. 미국
을 비롯한 세계 주요 곡창 지대 물류거점에 거대한 농산물 창고와 가공시설, 물류시설 등을 확보하
고 있다. 이를 무기로 농부들로부터 농산물(주로 밀과 옥수수 같은 곡물)을 구매 저장하고 이를 가공,
배포하며, 또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용 사료를 만들어 판매한다. 또한 과일을 가공해 쥬스용 원액
을 전세계 식음료 회사에 제공하고 각종 식품첨가물을 제조해 판매한다. 이를 구매하여 제품을 만드
는 식품기업, 사료회사 등이 카길의 주요 고객이다. 카길은 자사 인쇄물에서 스스로를 ‘우리는 당신
이 먹는 국수의 밀가루, 감자튀김 위의 소금, 토르티야의 옥수수, 디저트의 초콜릿, 청량음료 속의 감
미료’라고 묘사하는데, 실제로 카길은 북미 맥도날드에 들어가는 쇠고기 패티를 공급하고 있다. 농산
물 및 농산 1차 가공품뿐만 아니라 곡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 계열화 사업도 하고 있
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인산 비료와 potash crop nutrients를 생산하는 모자이크 컴퍼니(The Mosaic
Company)의 지분 2/3을 소유하고 있다. 카길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도 운영
중이다. 심지어는 회사 자산으로 인공위성까지 보유하여 전 세계 곡창지대의 기상/작황 상태를 하루
3회씩 체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징 처리 기술력을 강화하겠다고 관련 기업까지 인수하거나 투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선물거래를 하거나 농산물 유통을 통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듯하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주주 구조는 비공개 가족기업이다.
설립자인 카길과 맥밀런 가족의 자손이 회사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성장이 자본 공
개가 아닌 회사의 재투자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중반부터 워런 스탤리
(Warren Staley)의 뒤를 이어 그레그 페이지(Greg Page)가 최고 경영자를 승계하였다.(출처: 나무위
키, https://namu.wiki/)
7) 도계장(닭 도살장), 도압장(오리 도살장) 등 식용 조류를 도축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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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제공이 금지되고, 주문이나 택배만 영업이 허가되는 등의 조치에 따라 고기
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육류 및 식조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COVID-19에 감염되었음이 확인
되면서, 처리장 업무정지나 처리능력 감소를 볼 수 있으며, 육류 생산량이 감소하
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각 식육단체는 구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 육우 생산자･쇠고기 협회(NCBA)
4월 14일 NCBA는 COVID-19가 대유행한 데 따른 쇠고기 업계의 손실이 136억
달러(1조 4,688억 엔=15조 4,224억 원8): 1미국 달러=108엔=1,134원)에 이른다고
추산한 연구 결과를 공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2조 2,000억 달러(237조 6,000
억 엔=2,494조 8,000억 원) 규모인 COVID-19 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전보장
(CARAS: Corona 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법에 근거한 구제
자금을 미국 농업부(USDA)가 어떻게 육우생산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판단하는 재료의 하나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번식농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추정하였으며, 총 37억
달러(3,996억 엔=4조 1,958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즉, 번식우 1마리당 111.91 미
국 달러(1만 2,086엔=126,63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하였다.
구제자금에 의한 보전이 없다면 향후 몇 년 동안 번식우 1마리당 135.24달러(1
만 4,606엔=153,363원), 합계 44억 5,000만 달러(4,806억 엔=5조 463억 원)까지
손실이 증가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2020년 육성우 부문 손실은 1마리당 159.98달러(1만 7,278엔=181,419원), 전
체적으로 25억 달러(2,700억 엔=2조 8,350억 원) 정도로 산출되었다. 비육우 부
문 손실은 1마리당 205.96달러(2만 2,244엔=233,562원), 전체적으로 30억 달러
(3,240억 엔=3조 4,020억 원)로 추정하였다.
NCBA의 콜린 우드올(Colin Woodall) CEO는 "이 연구에 의하여 COVID-19의
영향으로 육우 생산자가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받은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들의 손실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확대될 것이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구제 기금이
모아지지 않으면 많은 생산자가 파산의 위기에 몰릴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다. 또
의회에 의해 설치된 구제 기금은 제 1탄으로써는 좋았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
8) 원/엔 환율 10.5원을 적용하였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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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밝혀졌다. 육우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구제 기금이라 하더
라도, 여러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그 품목의 대부분은 이미 다른 정
부의 생산 지원 프로그램 대상이다. 그러나 육우 생산자는 그동안 정부의 구제 조
치 없이도 자립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 대부분이 다른 품목의 생
산자가 누리고 있는 안전망에 의지하지 않고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이상할 정도여서 육우 생산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육우업계를 지원하고 육우 생산자를 구제 기금 대상으로 한 연방 의회 다
수 의원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육우 생산자가 구제 기금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추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육우
생산자에 특화된 추가 기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CBA보도 자료](2020년 6월 26일 열람)
https://www.ncba.org/newsreleases.aspx?NewsID=7225

미국 돼지고기 생산자 협의회(NPPC)
4월 14일 NPPC는 COVID-19의 영향으로 생체 돼지가격이 급락하면서, 2020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50억 달러(5,400억 엔=5조 6,700억 원)씩 손실이 발생할 가능
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의회에 긴급 구제를 요구하였다.
성명에서는 "COVID-19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처리장의 가동 정지와 종업원 결
근 증가가 지방 노동력 부족 문제에 결정타를 날릴 정도로 기존 처리장 생산 능력
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한정된 생산 능력으로 인해 돼지가 남아돌아가고 있다
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생체 돼지 가격이 급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레
스토랑 같은 푸드 서비스 시장이 붕괴되고, COVID-19의 영향을 받은 많은 수출
시장은 도시 봉쇄로 인하여 돼지고기에 대한 수출 수요도 급감하였다. 냉장창고가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성명에서 2020년 말까지 돼지 1마리당 약 37달러(3,996엔=41,958원), 전체
적으로 약 50억 달러(5,400억 엔=5조 6,7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아이
오와 주립대학 이코노미스트인 다못트 헤이스 박사(Dr. Dermot Hayes)와 돼지
컨설턴트 회사인 컨즈앤어소시에이트 사(Kerns & Associates)의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브 메이어 박사(Dr. Steve Meyer)의 시산을 공표하였다.
COVID-19가 발생하기 전의 업계 예측으로는 2020년에는 돼지 1마리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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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달러(1,080엔=11,340원)의 수익이 예상되었다. 이 같은 추정 결과에 의거,
NPPC는 미국 돼지농가와 협의하여 연방 정부의 정책 입안자와 함께 다음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 고기 재고를 줄이고, 실업률 상승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푸드뱅크9) 프로그
램을 지원하는 방도도 되므로, USDA가 10억 달러(108억 엔=1,134억 원) 이
상의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 구매 분은 레스토랑 및 기타
푸드 서비스용 돼지고기 제품 수요 감소를 보충하다는 측면도 있다.

･ 수급 제한이 없는 생산자에 대한 공평한 직접 지불.
또 NPPC는 미국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제공하
는 수요가 큰 구제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 때문에 약 1만호의 가족경영 양돈 농가
가 위기라고 하며, 긴급 대출 프로그램 수정도 요구하고 있다.
NPPC 회장이며 위스콘신 주 와우제카(Wauzeka)의 돼지 농가이기도 한 하워드
로스(Howard Roth) 씨는"우리는 미국인에게 고품질 미국산 돼지고기를 제공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수천 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물 밖에 마시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다. 조속한 구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많은 돼지 농가가 파산하게 된다. 돼지고기 업계는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체제가 되어 있지만, 현 사태로 (처리되지 않은) 돼지가 갈 곳은 농장 이
외에 어디에도 없고, 돼지 농가는 비참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낙농가는 우유
를, 과일과 채소 생산자는 농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돼지 농가에는 돼지를
이동시킬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NPPC보도 자료](2020년 6월 26일 열람)
https://nppc.org/hog-farmers-face-covid-19-financial-crisis/

9) 푸드뱅크(Food Bank). 식품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 받아 이를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식
품지원 복지 서비스 단체이다. 식품의 생산･유통･판매･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남은 먹거리들
을 식품 제조업체나 개인 등 기탁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나 개인에게 무
상으로 제공하는 식품지원 복지 서비스 단체이다. 결식아동･독거노인･재가장애인･무료급식소･노숙자
쉼터･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을 돕고, 동시에 먹거리 자원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우리말로는 식품은행이라고 한다. 1967년 미국에서 ‘제2의 수확(Second Harvest)’이라는 이
름으로 처음 시작된 이래, 1981년 캐나다, 1984년 프랑스, 1986년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과 같이
주로 사회복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던 때인 1998년 1월 서울･부산･대구･과천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8년 현재까
지 중앙조직인 전국푸드뱅크 1개소 외에 17개소의 광역푸드뱅크, 323개소의 기초푸드뱅크, 129개소
의 푸드마켓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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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 닭고기 협의회(NCC)
4월 10일 NCC는 USDA의 퍼듀(Sonny Perdue) 농업부 장관에게 COVID-19에
관련한 잠재적인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공급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가족
경영 양계농가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애니멀웰페어(animal welfare, 동물복지)에 대한
잠재적 우려와 함께 "식조 처리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의 영향에 이어 이번 사태로 노동력 감소, 하룻밤에
소실된 푸드 서비스 수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 재고량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수출 중단에 따른 손실의 결과로 감소한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서 일부 닭고기 처
리업자가 (병아리용) 계란 생산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는 닭고기 처리업자가 닭을
사육하기 위해서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는 가족경영 양계농가들의 도입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퍼듀 장관에게 CARES법에 근거하여 USDA에 배부된 상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에 대해 140억 달러(1조 5,120억 엔=15조
8,760억 원)과 그의 재량으로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95억 달러(1조 260억 엔
=10조 7,730억 원)의 예산의 활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농가 지원을 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
며, 닭고기 수요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양계농가 지원을 촉구
한다고 주장하였다.
[NCC보도 자료](2020년 6월 26일 열람)
https://www.nationalchickencouncil.org/ncc-requests-relief-for-chicken
-farmers-affected-by-covid-19/
COVID-19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국 경제활동이 서서히 재개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동
패턴이 요구되는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때문인지 고
기 수요에 관해서는 푸드 서비스에서 잃어버린 수요는 급격한 회복은 기대할 수
없고,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
한편 공급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식육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육 및 식조 처
리장 종업원에게 요구되어 온 고도의 위생대책 외에,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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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장의 안정적 가동을 목적으로 한 종업원 간 감염방지 대책 도입이 요구될 가
능성이 있다. COVID-19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3. (2020년 4월 28일) 미국 농업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농업 지원 방안을 발표
4월 17일 미국 농업부(USDA)는 국가적 비상사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COVID-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농장이나 목장 주인들 그리고 소비자를 지원
하기 위해 190억 달러(2조 710억 엔=21조 7,455억 원: 1달러=109엔=1,144원)의
코로나바이러스 식량 지원 프로그램(CFAP)을 공표하였다.
CFAP는 이 프로그램이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과 정부의 식품 매입･배급 프로
그램 등 2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
제안전보장법(Corona 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
패밀리 퍼스트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법(Families First Corona virus Response
Act: FFCRA) 및 기타 USDA 기존 프로그램의 자금과 규칙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손실에 따른 직접 지불
USDA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COVID-19에 의해 가격이나 공급망에 영향을
받은 생산자에게 실제 손실액에 근거한 직접 지원을 위해 160억 달러(1조 7,440억
엔=18조 3,120억 원)를 제공하고, 2020년도에는 수요 감퇴와 단기 공급과잉이 생
긴 결과로 발생한 추가적 조정과 유통비용을 보충하는 것이다.
죤 호벤(John Hoben) 상원의원(노스다코타 주 공화당)에 의한 보도 자료에 따
르면, 그 원자(原資)는 CARES Act에 의한 95억 달러(1조 355억 엔=10조 8,727.5
억 원), 기존 상품신용공사(CCC)기금에 의한 65억 달러(7,085억 엔=7조 4,392.5
억 원)로부터 나온다.
이 같은 지불은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발생된 가격 저하의 85%로,
4월 15일 이후 2분기에 예상되는 가격 저하의 30%를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다. 지불 한도액은 1개인 또는 사업체 내에서 1개 품목 12만 5,000 달러(1,363만
엔=1조 4,311.5억 원), 모든 품목 합계 25만 달러(2,725만 엔=2억 8,612.5만 원)
이다. 지급 대상 품목은 1월부터 4월 사이에 5% 이상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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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160억 달러(1조 7,440억 엔=18조 3,120억 원) 직접 지불의 배분은 다음과 같다.

･ 육용우부문에 51억 달러(5,559억 엔=5조 8,369.5억 원)
･ 낙농부문에 29억 달러(3,161억 엔=3조 3,190.5억 원)
･ 양돈부문에 16억 달러(1,744억 엔=1조 8,312억 원)
･ 옥수수와 밀 등 곡물, 콩 등 유량작물 부문(가공품 제외)에 39억 달러(4,251억
엔=4조 4,635.5억 원)

･ 채소, 과일 등의 원예작물 부문에 21억 달러(2,289억 엔=2조 4,034.5억 원)
･ 그 외의 농작물 분야에 5억 달러(545억 엔=5,722.5억 원)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USDA는 직접지불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5월 초순부
터 신청을 개시, 5월 하순 또는 6월 초까지 지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품 매입･배급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레스토랑이나 호텔, 기타 푸드 서비스 등의 폐쇄에 의
해 노동력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유통업체와 손잡고, 30억 달러(3,270
억 엔=3조 4,335억 원)의 신선 청과물, 유제품, 고기를 구입하려 하고 있다.
신선 청과물, 유제품, 고기 제품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해 각 분야에서 매달 1억
달러(109억 엔=1,144.5억 원)의 조달 규모를 잡았고, 그 상품은 유통업체 및 도매
업자로부터 푸드뱅크 지역 커뮤니티, 종교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공급된다.
위의 두 프로그램 외에 USDA는 푸드뱅크에 대한 식량배급을 위해 다양한 농산
물을 마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1935년 농업법 제32조에 규정된
항구적 세출 예산 가운데 8억 7,330만 달러(952억 엔=9,996억 원)에 대해서도 활
용 가능하다고 한다. 이들 기금의 사용 방법은 업계의 요청, USDA에 의한 농업시
장 분석 및 푸드뱅크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CARES Act와 FFCRA에 근거하여, 푸드뱅크 운영비용과 USDA에 의한 식량비
축을 위해 적어도 8억 5,000만 달러(927억 엔=9,733.5억 원)가 확보되어 있다.
거기에서 최소한 6억 달러(654억 엔=6,867억 원)를 USDA에 의한 식량비축에 충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금의 사용 방법은 푸드뱅크의 요구와 상품이 입
수 가능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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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에 맞추어, 미국 농업부 퍼듀 장관은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USDA는 미국의 농가, 목장주, 그리고 모든 국민과 함께 하는 그들을 확
실히 지지한다. 미국의 식량 공급망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안전, 안심, 튼
튼한 공급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것은 농가와 목
장 주인들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농가와 목장주들을 위한 즉
각적인 구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량을 필요로 하는 미국인에게 풍부한 농산
물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미국)]

･ ‘食肉団体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る業界の窮状を訴える(米
国)’(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新型コロ

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미국 2번 정보)(https://www.alic.go.jp/cho
sa-c/joho01_002679.html)

4. (2020년 4월 28일) 미국 농업부 식품지원 프로그램 제공
미국 농업부는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공급망 유지와 식량안보 지원
목적으로 식품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190억 달러 규모
의 지원금으로 직접지원과 상품구매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직접지원: 160억 달러
생산자 그룹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식품공급망 차질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금전 지원을 받게 된다. 2020년 1월 이후 최소 5% 가격 하락이 발생한 농산
물에 지급되며,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하였다.
식품지원 프로그램에서 농가 직접지원은 2020년 5월 초부터 등록이 시작되고,
2020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부의 상품신용
공사(CCC)는 2020년 7월에 14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보충할 것이라고 한다.

상품구매 지원: 30억 달러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농식품 위주의 식품 박스를 푸드뱅크나 지역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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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공한다. 단, 신선품, 유제품, 육류는 미국 내에서 생산 및 가공된 것을 대상
으로 구매 지원이 이루어진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2020.5.18.)
- 원문출처 : JDSUPRA, USDA’s 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2
020. 4. 28.) (https://www.jdsupra.com/legalnews/usda-s-coronaviru
s-food-assistance-32446/)

5. (2020년 5월 7일자) 트럼프 대통령, 식육･식조처리장 조업을 지
속하라는 대통령령을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관한 국
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가 적용되는 동안 국방생산
법(Defense Production Act)에 근거하여 미국 국민에게 단백질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가금육 처리장(식조 처리장)이 조업을 계속할
것을 명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주마다 처리장에서 COVID-19 감염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
응에 격차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공장의 완전한 봉쇄를 요구
하였던 것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질병대책･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노동성의 노동안전･위생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일탈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형태로 조업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이번 대통령령 발령에 따라 미국 농업부(USDA) 퍼듀 장관은 이하의 성명을 공
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미국의 식량 공급망이 안전, 안심
및 충분한 물량 공급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준 데에 감사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 도축 및 가금육처리장은 식량 공급망의 유지에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중요 처리장을 조업하기 위해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용감한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량공급을 유지시킬 뿐 아니
라, 종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식육기업에도 감사하고
있다. USDA는 앞으로도 정부 전체의 관계자와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결한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종업원의 안전 확보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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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과 OSHA는 재개를 목표로 처리장 또는 조업하는 작업장에서 종업원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위생대책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USDA는 식육 처리업체와 협력하여 CDC과 OSHA의 지침에 따라 처리장 조업을
확인하낟. 이 조치에 의해 미국인이 필요로 하는 식육 및 가금육을 공급하기 위해
처리장이 조업하도록 주 및 지방 당국자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6. (2020년 5월 13일) 식육･식조처리장의 조업 유지에 관한 대통령
령에 근거하여 미 농업부가 대응을 강구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관한 국
가 비상사태 선언이 적용되는 동안, 국방생산법에 근거하여 미국 국민에게 단백질
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가금육 처리장(이하
‘처리장’)이 조업을 계속하기를 명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위 5번 및 아래 링
크 참조).
이번 대통령령으로 미국 농업부(USDA) 퍼듀 농업부 장관은 도축장 조업 유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 받아, 퍼듀 장관은 5월 5일 밤 2통의 서한을 미
국 각 지사 및 대형 정육기업 지도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들의 서한에서 퍼듀 농업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
요에 따라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4월 26일 보건복지부의 질병대책 예방센터(CDC)와 노동부의 노동안전위생청
(OSHA)에 의해 공개된 종업원과 지역 커뮤니티의 건강을 확보하면서, 조업
지속과 조업재개를 위한 처리장의 위생 대책에 관한 가이던스(이하
‘CDC/OSHA 가이던스’) 준수

･ 앞으로 조업 축소를 검토, 또는 5월 1일 이후 폐쇄한 처리장에게 단기간에 조
업 재개를 위한 명확한 스케줄이 준비 안 된 처리장은 CDC/OSHA의 지도를
토대로 작성된 조업 위생안전에 관한 실시 절차 문서를 USDA에 제출.

･ 처리장은 적절한 위생 대책을 실시한 뒤 가급적 빨리 조업을 재개할 것.
USDA는 계속해서 처리장, CDC, OSHA, 주 및 지방 담당자와 협력하고, 처
리장이 CDC/OSHA 가이던스에 따라 위생대책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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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듀 장관은 상기의 서한을 발표한 사실을 공표한 다음 날인 5월 6일자 USDA
의 프레스 릴리스에서, “USDA는 주와 지방 당국자가 식육처리장과 협력하고 종업
원의 건강을 지키면서 처리장의 조업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축장은 중요
한 인프라이며, 미국의 국가안전 보장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다. 이들 시설의 조
업을 유지하는 것은 식량 공급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관계자가 협력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번 대통령령은 종업원에 대한 감염방지 대책이 확실히 실시되도록 요청할 것
이며, 식육 생산능력의 회복 효과를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USDA가 대통
령령에 근거하여 처리장 재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재개까지의 기준이 통일화
됨으로써 처리장 재개로 처리장의 생산 능력은 현상 등에 의해 회복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퍼듀 장관에 따르면, 서서히 처리장 재개가 진전되고 있으며, 5월 중순경에는
통상의 생산 능력에 가까운 수준까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CDC/OSHA 가이던스에서는 처리장 내 COVID-19 감염방지 대책과 작업
중인 종업원 사이의 간격을 약 1.8미터 이상(사회적 거리) 거리를 둘 것과 대면으
로 작업하지 않을 것, 필요에 따라서는 칸막이를 마련할 것, 휴식 시간에도 종업원
들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표시 등 시각적으로
보조 직원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록 교대제 도입 검토, 출퇴근용 버스의 시차 출
근, 소독을 철저히 하여 개인 잡동사니 착용 등 다양한 위생 대책이 요구된다.
이들을 실시함으로써 COVID-19 발생 전의 식육 생산능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우려도 있기 때문에, 향후의 동향이 주목된다.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보(미국)

･ ‘トランプ大統領、食肉･食鳥処理場の操業継続を命じる大統領令を発出(米国’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6월호, ‘新型コロナ

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미국 4번 정보, https://www.alic.go.jp/chosa
-c/joho01_002691.html)
위에서 순서대로

･ 나쁜 사례
종업원들이 옆, 대면 모두 6피트(1.8미터)보다 좁은 간격으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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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례
종업원끼리 마주 보지 않고, 6피트(1.8미터)보다 넓은 간격으로 작업

･ 좋은 사례
종업원끼리 마주 보지 않고, 파티션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작업

･ 좋은 사례
종업원들이 옆, 대면 모두 파티션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작업

그림 1. CDC/OSHA가 권장하는 처리장 작업 이미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할 경우를 포함)
자료: CDC/OSHA 가이던스.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
報 2020年 7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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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년 5월 26일) 미국 농업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생산자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
미국 농업부(USDA) 퍼듀 장관은 5월 19일 코로나바이러스 식량 지원 프로그램
(CFAP)중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 프로그램을 공표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대유행의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의 농가와 목장 주인 등을
구제하기 위해 최대 160억 달러(1조 7,280억 엔=18조 1,440억 원: 1미국 달러
=108엔=1,134원/달러)의 생산자에 직접 지원한다. 또 많은 레스토랑이나 호텔,
기타 푸드 서비스 등의 폐쇄에 의해 노동력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과 현
지 유통업체와 손잡고 30억 달러(3,240억 엔=3조 4,020억 원) 어치의 신선 청과
물, 유제품, 육류를 사들여, 식량을 필요로 하는 미국인에게 전달하는 식품 매상배
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손실에 따른 직접 지불
USDA에 따르면, CFAP는 COVID-19의 영향으로 5% 이상 가격이 하락되었으
며, 수요 감소, 생산 과잉, 출하 패턴과 통상의 매매가 혼란하여 많은 추가 비용부
담에 직면한 생산자에 대해 매우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농가와 목장주들은 다음의 두 가지 재원으로 직접 지원을 받게 된다. 첫째는 코
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전보장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에 의거한 95억 달러(1조 260억 엔=10조 7,730
억 원)의 재원이다.
이는 2020년 1월 중순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발생한 가격 하락에 따라 농가
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과 같은 기간에 농장에서 출하되었지만, 그 후 판로를 잃
어버린 결과로 손실이 발생한 과일이나 채소 등 원예작물에 대한 지원에 충당된
다.
두 번째는 상품신용공사(CCC) 헌장법(憲章法)에 의거한 65억 달러(7,020억 엔
=7조 3,710억 원)의 재원으로, 지속적인 시장의 혼란에 따른 생산자의 손실 보상
에 충당된다.

592

특집: 코로나 관련 정보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1)

가축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은 육우, 돼지, 2세 미만의 어린 양이다. 지급총액은
2020년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각된 개체 수에 1마리당 지급률을 곱한 금액
과, 2020년 4월 16일부터 5월 14일 사이 최대 사육 마릿수에 1마리당 지급률을 곱
한 금액의 합계 금액이다(표 1). 생산자는 소유하고 있는 가축･클래스(체중, 파운
드10) 단위)별로 대상 기간의 판매액과 최대 소유 마릿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표 1> 대상 가축과 단위당 지불액

가축

소

대상

CCC에 근거한 단위당
지불액

원화
환산(원)

미국
달러

원화
환산(원)

비육우(600파운드(272kg) 미만)

102

115,668

33

37,422

비육우(600파운드(272kg) 이상)

139

157,626

33

37,422

도축우: 비육우(1,400파운드(635kg) 미만)

214

242,676

33

37,422

92

104,326

33

37,422

102

116,613

33

37,422

자돈(120파운드(54kg) 미만

28

31,752

17

178.5

성돈(120파운드(54kg) 이상)

18

20,412

17

178.5

2세 미만 모든 양

33

37,422

7

73.5

기타 소(착유우 제외)

양

CARES ACT에
근거한 지불액
미국
달러

도축우: 성우(도태하는 번식우)

돼지

지불
단위

두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月号
10) Pound(파운드). ① 영연방(英國聯邦, Commonwealth of Nations)과 미국에서 사용되는 야드파운드법
과 미국 단위계의 중량(무게)단위이다. 1파운드는 453.59237g이고 16온스(ounce)이다. 1959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에서 야드(yard)와 파운드(pound)의 통일을
위한 “International yard and pound”에서 국제 파운드(International yound)로서, 1파운드(pound, lb)를
0.45359237kg으로 정의하였다. 파운드의 기원은 고대 로마 시대의 중량 단위인 ‘폰두스(pondus)’에
서 유래한다. 고대 로마의 중량 단위는 ‘리브라 폰도(libra poundo)’였는데, 이는 ‘무게로’라는 뜻을
가진 ‘폰두스(pondus)’의 ‘폰도(pondo)’와 로마어로 저울을 뜻하는 ‘리브라(libra)’를 함께 쓴 것으로
‘저울로 달다’라는 뜻이다. 이후 영국에서는 ‘리브라 폰도(libra poundo)’에서 ‘리브라(libra)’를 생략하
고 ‘폰도(pondo)’만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의 ‘파운드(pound)’로 변형되었다. 하지만 옛 로
마의 습관을 따라 파운드 단위는 아직도 ‘lb’로 표기한다. ② 영국의 화폐단위이다. 영국 화폐를 표
기할 때 사용하는 £은 로마어로 저울을 뜻하는 ‘리브라(libra)’의 L에서 따온 것이다. 영국 화폐단위
파운드의 공식명칭인 파운드 스털링(Pound sterling, £, GBP)은 영국과 영국 왕실령[British Crown
dependencies：채널 제도(Channel Islands)의 두 섬과 맨 섬(Isle of Man)]의 공식 통화이다. 영국 내
에서는 “퀴드”(quid)라는 말로도 불린다. 1파운드는 100펜스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지형 공간
정보체계 용어사전, 이강원, 손호웅,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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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제1분기에 생산된 원유(폐기된 원유 포함) 증명을 바탕
으로 지급된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제1분기에 생산된 원유 100파운드당 같은 분기에 가격
이 저하된 부분의 80%에 해당하는 4.71달러(509엔=5,344.5원, 1kg 당 11.2엔
=117.6원)를 곱한 금액과, 제2분기 생산량 증가를 고려하여 제1분기의 원유 생산
량에 1.014를 곱한 양에 100파운드당 제1분기에 가격이 하락된 부분의 25%에 해당
하는 1.47달러(159엔=1,669.5원, 1kg 당 3.5엔=36.8원)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2020년 제1분기의 가격 저하에 대한 보상에는 CARES Act의 재원이 활용되며,
제2분기 시장과 수요의 혼란에 대한 보상에는 CCC의 재원이 활용된다.

과일이나 채소 등 원예 작물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1) 2020년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판매되었지만,
5% 이상 가격 하락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농산물, (2) 2020년 4월 15일까지 농장
에서 출하된 것으로 판로를 잃어 중대한 품질 열화가 생긴 농산물, (3) 2020년 4
월 15일까지 농장에서 출하되지 않은 농산물과 판매처를 찾지 못했거나 발견될 가
망이 없어 수확하지 못하여 수확 적기가 지나간 농산물이 대상이다.
(1)에 대해서는 생산자는 해당 농산물의 판매 가격이 적힌 매도증 등이 필요하다.
(2)에 대해서는 생산자는 판매처에서 대금이 지불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적힌
문서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판매처에 해당 농산물을 출하하였을 때, 계약조항
을 다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옥수수와 밀 등 곡물, 콩 등 유량작물 부문
2020년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5% 이상 가격 저하로 재고판매 비용이 상승
한 곡물과 유량작물이 대상이다. 생산자는 가격 저하의 위험이 있었던 2020년 1
월 15일 시점의 대상 작물 재고량에 근거하여, 직접지불을 받는다. 이 직접지불은
생산자가 생산한 2019년의 총생산량의 50% 또는 2020년 1월 15일 시점에서 2019
년산 재고량 중 작은 경우에 0.5를 곱한 값에다가 해당 작물에 적용되는 납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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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이 되는 곡물과 유량작물과 단위당 지불액
대상

지불 단위

CARES ACT에 근거한 지불액

CCC에 근거한 단위당 지불액

미국 달러

원화 환산(원)

미국 달러

원화 환산(원)

맥아 보리

부셸

0.34

385.6

0.37

419.6

캐놀라

파운드

0.01

11.3

0.01

11.3

옥수수

부셸

0.32

362.9

0.35

396.9

면화

파운드

0.09

102.1

0.10

11.3

수수

부셸

0.31

351.5

0.34

385.6

오트밀

부셸

0.15

170.1

0.17

192.8

사탕수수

부셸

0.30

340.2

0.32

362.9

대두

부셸

0.45

510.3

0.50

567.0

해바라기

파운드

0.02

22.7

0.02

22.7

듀럼 밀

부셸

0.19

215.5

0.20

226.8

하드 레드 스프링 밀

부셸

0.18

204.1

0.20

226.8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月号

생산자는 해당 작물의 2019년 총생산량 및 2020년 1월 15일 시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2019년산 총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양모
일정 기간에 5% 이상의 가격 저하로 재고 판매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양모가 대
상이다. 생산자는 가격 저하의 위험이 있었던 2020년 1월 15일 시점의 재고량에
근거하여 지불금을 받는다. 이 직접지불은 생산자가 생산한 2019년 총생산량의
50% 또는 2020년 1월 15일 시점에서의 2019년산 재고량 가운데 작은 경우에 적용
되는 납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표 3).
<표 3> 양모의 단위당 지불액
대상
양모(등급받은 것, 세정 후)
양모(등급받지 않은 것, 세정 전)

지불
단위
파운드

CARES ACT에 근거한 지불액

CCC에 근거한 단위당 지불액

미국 달러

원화 환산(원)

미국 달러

원화 환산(원)

0.71

805.1

0.78

884.5

0.36

408.2

0.39

442.3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月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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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는 양모의 2019년 총생산량 및 2020년 1월 15일 시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2019년산의 총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수급 자격
1개인 또는 1법인을 전체 품목 합계의 지급 한도는 25만 달러(2,700만 엔=2억
8,350만 원)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법인에 관해서는 실제로 경영이나 작업에 종
사한 주주의 수에 따라 최대 75만 달러(8,100만 엔=8억 5,050만 원)까지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신청자는 2016~2018년 과세연도의 평균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11))이 90만 달러(9,720만 엔=10,206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AGI 중
75% 이상이 농업, 목장 또는 임업 관련 활동 수입이라면, AGI에 관한 제한에서는
제외된다. 또 ‘현저한 침식을 받기 쉬운 토지 및 습지 보전’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
고 있다는 것 등 여러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신청과 지불
5월 26일부터 USDA는 농장 서비스국(FSA)을 통해 손실을 입은 농업 생산자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기간 중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자는 신청이
승인된 시점에서 최대 지급액의 80%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의 지급액은 후에 지
불한다.
또, USDA는 대상이 되는 농작물 추가를 검토하겠다며, 특히 종묘･묘목, 수산
물, 절화(折花)에 대해 생산자가 가격 저하와 비용 증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11) 주로 연말정산(tax return filing)을 하면서 알게 되는 용어이다. 한국말로는 ‘조정 후 총소득’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gross income은 세금을 제하기 전의 소득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회사원이면 자신
의 연봉이 바로 gross income이 된다. 하지만, adjusted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자신의 총 소득에서
세금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액수가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만 달러이고 각종 기부금이
나 세금 공제 항목을 더한 금액이 1만 달러라면, 5만 달러에서 1만 달러를 뺀 4만 달러가 AGI가 된
다. 이 금액이 계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총 소득이 5만
달러리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때 꼬박꼬박 5만 달러를 기준으로 federal tax, state tax 등을 떼었으
나, 나중에 연말정산 시에는 AGI가 4만 달러라면 실제 이 사람이 낼 세금은 4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으므로, 1만 달러에 대한 세금은 돌려받게 된다.(출처: ko.usmlelibrary.com, 뉴욕에서
의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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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에 맞추어 퍼듀 장관은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에 대응하는
가운데, 미국의 농업계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
프 대통령은 미국이 국가를 사랑하는 농가, 목장주, 생산자 지원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을 확보하기 위해 USDA에 권한을 이양하였고, USDA는 농가 등에 대한 지불금
이 확실히 다다를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들 지불금은 미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어 회복하고, 시장 수요가 돌아올 때까지 기간 동안, 농가 등이 경영
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 미국 농가는 살아나는 힘이 있어 언제나처럼 자신
감과 근면함과 결의를 가지고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미국)]

･ ‘米国農務省、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する農業支援策を発表(米国)’(일
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新型コロナウ

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미국 3번 정보, https://www.alic.go.jp/chosa-c
/joho01_002685.html)

･ ‘食肉団体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る業界の窮状を訴える(米
国)’(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미국 2
번 정보,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9.html)

[캐나다]
1. (2020년 5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따른
농업 축산업계의 동향
캐나다 정부가 약 192억 엔(2,016억 원)의 식량 농업 지원 방안을 발표
캐나다의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5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COVID-19)이 국내에서도 확대되면서, 농가와 식품사업자, 식품가공업자에
대한 지원에 적어도 2억 5,200만 캐나다 달러(약 192억 엔=2,016억 원: 1캐나
다 달러=76.1엔=799원)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 캐나다 낙농협회
(Canadian Dairy Commission, CDC12))를 이용할 수 차입 한도를 2억 캐나다
12) 캐나다 낙농협회(프랑스어:Commission Canadienne du Liit)는 캐나다 낙농업과 관련된 공공 정책에서
관리자, 조력자 및 이해 관계자의 역할을 하는 캐나다 크라운 코퍼레이션의 오타와 기반 정부이다.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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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약 152억 엔=1,596억 원) 증액할 의향이 있음도 밝혔다.
여기에서는 축산에 관련된 지원책 중 일부를 소개한다.

최대 997.5억 원의 농업 복구 사업 실시
COVID-19의 영향으로 발생한 생산자의 추가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지원방안으
로 정부는 최대 1억 2,500만 캐나다 달러(약 997.5억 원)의 자금을 출연한다. 추
가 비용에는 식육처리시설의 일시적 폐쇄로 농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소와
돼지 사육비 등이 해당된다.

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식품매입 프로그램 실시
시금치나 가금육 같이 갈 곳 잃은 식품을 정부가 매수, 지역 단체를 포함한 푸드
뱅크 등에 제공한다. 정부는 5,000만 캐나다 달러(약 399억 원)의 자금을 출연하
여, 캐나다에서 처음이 될 잉여 식품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식품 제조업자 등 지원
식품 제조사업자 등이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방호용품, 안전 절차
향상, 설비 자동화와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최대 7,750만 캐나다
달러(약 619.5억 원)의 기금을 창설한다.

치즈와 버터 일시 보관을 위한 지원
식품 폐기를 피할 목적으로 하는 지원 방안으로 정부는 캐나다 낙농협회(CDC)
의 차입 한도를 2억 캐나다 달러(약 1,596억 원) 증액하고, 5억 캐나다 달러(약
4,000.5억 원)로 편성할 의향을 발표하였다. 정부 차입한도 증액으로 CDC는 더
많은 직접 구매, 보관이 가능하다.
이번 연방 정부의 발표에 따른 농업 관계 단체의 코멘트를 소개한다.
의 임무는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가 공유하는 관할권 내의 낙농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다. 1970년대 초,
캐나다에서 낙농업이 국가 공급 관리 시스템(NSMS)에 의해 운영되는 최초의 산업이 되었을 때, CDC는
유제품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자로서 캐나다 낙농업을 관리하는 틀을 제공하는 조력자로 선정되었다.(출
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anadian_Dairy_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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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 연맹(CFA13))(5월 5일)
연맹은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하되, 2억 5,200만 캐나다 달러(약 2,016억 원)
규모는 캐나다 농민연맹(CFA)가 요구한 26억 캐나다 달러(약 2조 779.5억 원)과
비교하여 크게 부족하다. 이 연맹의 메리 로빈슨 회장은 “이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
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대로 식량 생산을 계속하는 것은 위
험하며, 생산자는 생산 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캐나다 낙농 생산자 협회(DFC14))(5월 5일)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에 대해, 캐나다 낙농협회(CDC)의 차입 한도
증액과 같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환영하지만, 제공되는 자금 규모는 CFA가 요구
한 금액과 비교하여 부족하고, 폭넓은 농업 섹터를 지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
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13) 캐나다 농민연맹 웹 사이트(http://www.cfa-fca.ca/). 캐나다 농업연맹은 20만 명의 농민과 농가를 대
표하는 캐나다 최대의 종합 농장 단체이다. 이 단체는 온타리오 주 오타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산업의 목소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FA는 1935년에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지방 종합 농장과 국가 상품 단체를 대표하는 농업 자금의 국가적 산하 기구로 계속되고 있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anadian_Federation_of_Agriculture)
14) Dairy Farmers of Canada(DFC). 이 단체는 캐나다 전역의 1만개 이상의 농장에서 살고 있는 낙농업
종사자들을 대표한다. 이 단체는 오타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위성 몬트리올 사무소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DFC의 목표는 캐나다 낙농업에 유리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캐
나다 낙농 생산업자들의 생존력을 유지하고, 유제품의 건강 이점을 증진시키는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한다. 이 단체는 제작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낙농업 생산업자들은 판촉 활동을 포함
한 사업 운영에 자금을 댄다. 1934년부터 캐나다의 낙농업자들을 대표해 왔다. 원래 캐나다 우유 생
산업자 연맹이라고 불렸던 이 협회는 국립 낙농 협회의 일원이었다. 이 단체는 1942년에 ‘캐나다 낙
농 생산자협회’로 개명하였다. 1994년 2월 1일, 캐나다의 낙농업자들은 캐나다 유제품의 전반적인
판촉을 담당하는 비영리 단체인 캐나다의 낙농업 사무국과 합병하였다. 모든 정책, 마케팅, 영양, 시
장 조사 활동은 ‘캐나다 낙농 생산자 협회’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된 기구 하에서 재편성되
었다. 합병 직후, 이 단체는 ‘100% 캐나다 우유’캠페인을 시작했고, 이 캠페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의 대체 소 로고를 채택했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Dairy_Farmers_of_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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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계육협회(CFC15))(5월 8일)
우리는 연방 정부가 COVID-19에 의한 구체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산자는 COVID-19의 영향
으로 도축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이들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향후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

2020년 4월 농업 취업 인구, 지난 달보다 1만 명 감소
캐나다 통계국은 5월 8일 4월 노동력 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캐
나다 4월 총 취업인구는 1,618만 명(전월 대비 11.0% 감소)으로, 1개월 만에 약
200만 명이 감소하였다. 이 중 농업 취업 인구(임업, 어업 제외)를 보면 28만 명
(전월 대비3.9% 감소)으로 지난 달보다 1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그림 2).
캐나다의 농업 취업 인구는 1월까지 국내의 호경기와 인구 증가 등을 배경으로,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2월 이후 영업 정지된 다른
산업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았지만, COVID-19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전국적인
경제 활동 축소에 따라 농업 취업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15) Chicken Farmers of Canada(홈 페이지: https://www.chickenfarmers.ca/). 캐나다 최대 닭고기 생산
자단체이다. 캐나다의 닭을 기르는 농부들은 두 가지 주요한 의무 사항이 있다. 생산자들의 주된
책임은 2,800명의 농부들이 캐나다의 필요에 맞는 적당한 양의 신선하고 안전하고 질 좋은 닭고기
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CFC가 운영하는 이 진화하는 위험 관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공급
관리’라고 알려져 있다. 캐나다의 닭고기 생산자들은 공급 관리 하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전국
각지에서 온 농민, 가공업자, 추가 가공업자, 그리고 식당 상인들과 만나 시장 수요에 따라, 단지 얼
마나 많은 닭을 기를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매 8주마다 미팅. 2) 지방 할당량의 준수 여부 모니터
링–각 주에서 동의한 만큼의 닭을 사육하는지 확인, 3) 닭의 공급 업체 간 또는 시장 개발 거래를
모니터링. CFC의 두 번째 책임은 양계 업자들과 캐나다 닭고기 산업을 대표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치킨 농부들은 캐나다의 치킨 농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휴하고, 관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생산자들이 캐나다인들이 신뢰하는 고품질의 치킨을 계속해서 사육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캐나다의 치킨 농부들은 캐나다 농부들의 지속 가능성 우수성에 의해 길러진
다, 캐나다 농부들의 온-팜 식품 안전 프로그램에 의해 Raised, 캐나다 농부들의 Raised, 그리고 다
른 생물 보호 계획들을 통해 정부 파트너들 그리고 산업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계의
혁신을 유지하고 있다. CFC는 정부 관계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의 치킨 농부들은 정부의 주요 의
사 결정자들이 캐나다의 닭 농부들의 견해를 완전히 이해하고, 중요한 농업과 무역 정책 결정이 내
려질 때 이들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출처: Chicken Farmers of Canada 홈 페이지:
https://www.chickenfarmers.ca/).

600

특집: 코로나 관련 정보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1)

<그림 2> 캐나다 농업 취업 인구 추이

또, 4월 실업률을 보면 전체 조사 시작 이후 과거 2번째로 높은 13.0%(전월 대
비 5.2포인트 상승) 가치 상승을 하면서, 리먼 쇼크(2008년 9월에 일어난 미국 대
형 투자은행의 파산) 때와 비교하여도 아주 높은 수준이다(그림 3).
<그림 3> 캐나다의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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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농업은 4.8%(동 2.0포인트 하락)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상승하였다.
농업의 실업률은 오랜 기간 전체를 하회하여 추이하고 있다. 이는 농업이 기타 산
업과 비교하여 특별히 낮은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실업률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
던 ‘임업, 어업, 광업, 채석업, 석유 가스 산업’, ‘건설업’, ‘금융･보험･부동산업’등이
전체 실업률을 올렸던 것이 이번 현상의 주된 요인이다.
4월에는 전체 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 농업과 크게 괴리되고 있지만, 요인으로
는 외출 자제의 영향이 매우 컸다. ‘숙박･외식산업’의 실업률이 33%(동 16.7포인트
하락)로 치솟은 데 따라 전체를 크게 오른 점이 꼽힌다.

Ⅱ. 오세아니아
[호주]
1. (2020년 5월 28일) 젖소 생체 수출 과징금 법제화를 위한 의안을
의회에 제출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호주 농업･가뭄･긴급사태 관리담당상(이하 ‘농업 장관’)
은 2020년 5월, 젖소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 과징금을 현행 임의징수에서 강제 징
수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16).
호주는 가축 수출업체에게 현재의 육우, 양, 염소 수출에 법정 수출 과징금을 부
과하고 있다. 젖소는 임의 수출 과징금으로 되어 있다. 2006년부터 젖소 1마리당
3호주 달러17)(216엔=2,268원)이 던 것을, 2014년에는 1마리 당 6호주 달러(432엔
=4,536원)로 인상한 바 있지만, 법정 징수는 하지 않고 있었다18).
2017년 12월에는 호주 가축수출업자협회(ALEC:

Australian Livestock

Exporter's Council19))가 젖소 수출 과징금 법제화에 대해 과징금 대상자인 가축
16) Parliament of Australia-House Bills List ‘Primary Industries(Customs) Charges Amendment(Dairy Cat
tle Export Charge) 2020’ (2020년 6월 27일 열람,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
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 bId=r6545)
17) 1호주 달러=72엔=756원을 적용하였다.
18) 과징금은 생산자 등에서 판매 수량 등에 따라서 징수하는 자금으로 마케팅이나 연구 개발 등에 이
용된다. 호주의 폭넓은 농업 분야에서 도입되었는데, 법제화하려면 연방 정부의 법령에 의거한 과징
금 징수 대상자의 대다수의 합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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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의 80% 정도의 찬동을 얻었다고 발표하였다20).
ALEC의 사이먼 웨스타웨이(Simon Westaway) 최고 경영자(CEO)는 “임의의
젖소 수출 과징금은 부족하다. 젖소에서도 법적으로 수출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한다. “법적 징수를 함으로서 호주 젖소 수출산업의 생산성, 지속 가능
성,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축 수출업계의 서비스 제공 기관인 라이브 코프(live coop)에서
젖소에 관한 연구 개발이나 마케팅 외 수출업체의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한
다.
보도에 따르면, 리틀프라우드 농업장관은 “가뭄의 영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낙농가에게 젖소 수출･수입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2019년)에는 중국이 호주산 미경산우21)에 대해 높은 평가를 인정받았
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호주에서 10만 마리 이상의 젖소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금액적으로는 2억 호주 달러(144억 엔=1,512억 원)
을 넘는 산업이 되었다(그림 4, 5).
호주 정부는 2017년 전국농민연맹(NFF: National Farmer's Federation)이 발
표한 바와 같이, 2030년까지 농업을 1,000억 호주 달러 산업을 만들겠다는 목
표22)를 지지하고, 과징금 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가축 수출산업을 뒷받침하게 되
어, 호주 전체 고용으로도 이어진다고 하였다.

19) ALEC는 호주 정부가 승인하고 허가한 축산업자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LEC는 전 세계의 많은 고객들이 그 목적에 맞는 양질의 가축을 조달하는 것을 돕는다. 구입부터
가축을 안전하게 인도하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조언과 지시를 제공하는 단체이다. ALEC는 시장 점
유율이 높고, 사육업자들과 관계가 좋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품종 개량이나 생산량 증대 시기
등에도 ALEC는 사육자, 수의사, 보건 공무원 및 고객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과 협력하여 가축을
안전하고 중단 없이 이동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출처: ALEC 홈페이지,
https://www.australiaslivestockexporters.com/cattle-export-services.html)
20)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乳牛の生体輸出, 課徴金を法制化へ(豪州)’,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17년 12
월 22일자(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086.html) 참조
21) 未經産牛. 아직 출산 경험이 없는 소를 말한다.
22) 호주의 장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허 덕 외, ‘호주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해외곡
물시장동향｣ 2020년 6월호(9권3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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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9년 젖소 수출 마릿수와 비율(주요 5개국)

<그림 5> 2019년 젖소 수출액과 비율(주요 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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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6월 19일) 호주 정부,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
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집중 투자 계획
COVID-19로 인해 호주 정부는 국경 폐쇄와 더불어 호텔, 식당 등 사람들이 모
일 수 있는 장소의 폐쇄를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이러한 영업장 폐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호주 정부는 이번 폐쇄 조치에 대한 지원책으로 실직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직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별도로 책정하여 고
용주로 하여금 이번 COVID-19가 종식될 때까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게 하도
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 정책은 일회성 또는 단기성 효과에 불과
하기에 지속성장 가능한 호주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
히, 제조업의 붕괴로 유통업에 치우친 호주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장기적
인 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집중 투
자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인프라 확대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호
주 업체 중심으로 정부 투자금이 순환되도록 입찰 지원업체 조건 강화 등 관련 법
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호주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최근 호주 정부는 주택 건축 및 개보수 비용 보조금 정책으로 총 6억 88
만 달러 예산(4,524억 6,528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 업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으로 약 14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기고] 호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다’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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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7월 17일) 호주 농민연맹, COVID가 수치에 도달함에 따
라 노동 수요가 제로임을 나타내는 NFF설문 조사 실시
호주 전국농민연합(NFF)은 2020년 7월 17일 연례 농업 인력 조사 2020년판을
시작하였다. 농업인들이 COVID-19가 농업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
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의 조사는 특히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곳과 그러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조달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에 대한 결과는 향후 12개월 동안 노동력 수요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
인 대응과 농민들의 근로자 수와 생산성 유지를 돕기 위한 조치들에 대한 보다 효
과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토니 마하르(Tony Mahar) NFF최고 경영자는 “COVID-19가 농부들과 특히 수
요가 이미 많은 지역에서 농장 노동자들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
다. 마하르 씨는 "특히 우리의 원예 분야는 COVID-19에 의한 여행 규제로 노동력
이 평소보다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우리는 COVID-19와 농업 노동력에 대한 국경 폐쇄의 영향을 평가하
는 과정에 있지만, 규제가 계속해서 완화됨에 따라, 배낭 여행자들은 환대 분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FF는 Horticulture Council을 통해 회원국
및 업계 대표들과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며, 호주 농업이 고용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조사는 다가오는 해에 걸쳐 월별로 근로자 수요의 규모와 지역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FF는 모든 분야의 농부들에게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그는 “우리는 농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를 원하고 있고, 농부
들에게 이것이 그들의 농업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 지금 계획을 시
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농민들은 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
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조사는 완료하는 데 5분 밖에 걸리지 않지만, 전국
의 근로자들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NFF의 정책과 정부
에 대한 조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NFF는 농업이 2030년까지 1,000억 달러의 농업 게이트 생산을 달성하고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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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과 숙련 노동력 모두의 접근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2030년까지 호주 농업을 1,000억 달러 산업으
로 성장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농업, 특히 요즘과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조
사를 통해 농부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마무리 하였다.
(출처) 호주 전국 농민연합(NFF) 홈페이지
(https://nff.org.au/media-release/nff-survey-zeroes-in-on-labour
-demands-as-covid-hits-numbers/)

Ⅲ. 남미
[브라질]
1. (2020년 5월 14일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따른
육류 검사에 미친 영향(제2회 보고)
브라질 농목식량공급부의 농목방역국 동물제품검사부(DIPOA/SDA/MAPA)는 5
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대에 따른 연방검사서비스
(SIF)의 검사에 대한 영향에 대해 2차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 가운데 2020년
1~4월 도축장에서의 검사 상황 및 도축장 정지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동물
성제품 검사와 위생인증은 2020년 3월 20일 정령 10282호에 의해 국민의 생존,
건강, 안전을 위해 불가결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2020년 1~4월 도축장에서의 검사 상황
브라질에서는 주를 초월한 거래와 수출되는 동물제품의 경우에는 SIF를 실시할
수 있는 직원이 도축장 안팎에서 위생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2020년 1~3월
에 수의사의 위생검사를 받은 도축된 소의 마릿수는 COVID-19가 브라질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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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인 1, 2월에도 전년을 밑돌고 있지만, 달이 갈수록 감소 폭은
줄고 있으며,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하였다(표 4).
한편 돼지와 가금에 대해서는 1, 2월은 모두 전년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검사 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3월에는 COVID-19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을 훨씬 넘는 검사
수를 기록하였다.
<표 4> 2020년 식육처리장에서의 SIF 검사 상황
(단위: 천 마리)

1월

2월

3월

검사수

전년동월비
(증감율, %)

검사수

전년동월비
(증감율, %)

검사수

전년동월비
(증감율, %)

소

1,814

- 15.4

1,742

- 9.6

1,796

7.6

돼지

3,222

3.4

3,117

0.6

3,460

9.8

가금

473,395

2.2

410,879

2.0

482,882

13.0

자료: DIPO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
月号에서 재인용

4월은 집계 중이다. 하지만, 일부 도축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한편(자세한 것은
후술), SIF에 등록되어 있는 소 도축장 가운데 11%인 24곳에서 정상근무 외에 이
동시간 연장 및 도축일 증가에 따른 추가 검사가 이루어졌다. 또 돼지 및 가금에
대해서도 각각 28%인 25곳, 35%인 46곳에서 추가 처리에 걸리는 검사요청이 있
었다. 그 중 94%에서 추가 검사가 이루어졌다.

COVID-19에 따른 도축장 정지 상황
DIPOA는 COVID-19가 확대되면서 식육처리장에 COVID-19 관련 상황 등 최
신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기업과 생산 부문 책임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감시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 확대를 최소화하려는 4
월에는 39곳의 도축장이 활동을 정지하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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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20년 4월 식육처리장 정지 상황
지역
북주

중서부

동남부

남부

주

식육처리장 종류

아마조나스 주

소 도축장(1개소)

파라 주

소 도축장(6개소)

토칸친스 주

소 도축장(1개소)

마토그롯소 주

소 도축장(10개소)

마토그롯소도술 주

소 도축장(6개소)
식조처리장(1개소)
식육가공장(2개소)

고이아스 주

소 도축장(3개소)

미나스제라이스 주

소 도축장(1개소)

상파울로 주

소 도축장(2개소)

리오그란데도술 주

소 도축장(1개소)
식조처리장(3개소)
돼지도축장(1개소)

파라나 주

식조처리장(1개소)

소 도축장 합계

31개소

돼지 도축장 합계

1개소

식조 처리장 합계

5개소

식육가공장 합계

2개소

총 합계

39개소

자료: DIPO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
月号에서 재인용

[참고(링크)]
제1차 보고서(2020년 3월 30일 공표)
https://www.gov.br/agricultura/pt-br/assuntos/noticias/servico-de-inspe
cao-federal-garante-a-manutencao-do-abastecimento-de-produtos-deorigem-animal/relatoriofinalatividadessifcovid30-03-2020.pdf/@@d
ownload/file/RelatoriofinalatividadesSIFCOVID30.03.2020.pdf
(2020년 6월 28일 열람)
제2차 보고서(2020년 5월 8일 공표)
https://www.gov.br/agricultura/pt-br/assuntos/noticias/Relatorio_ativida
des2_SIF_COVID_08.05.2020_. pdf (2020년 6월 28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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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1. (2020년 5월 30일) 노동자 대상 1만 페소 지원금을 새롭게 제공
예정
5월 30일 아르헨티나 경제부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제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만 페소(약 18만 원)의 지원금을 새롭게 제공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금은 이미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마련한 ‘긴급가정소득’(IFE, Ingreso Familiar de Emergencia)에 추가되는 것으
로, 경제부는 “IFE 지급으로 최대 450만 명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극심한 빈곤에
직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6.2.)
- 원문 출처: Reuters Latino Amé rica, Argentina anuncia segundo pago
de unos 145 dlr a trabajadores con ingresos afectados por coronavirus
(2020.5.30.), (https://lta.reuters.com/articulo/salud-coronavirus-ar
gentina-asistencia-idLTAKBN2360UG-OUSLT)

2. (2020년 6월 11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대두가공업체 비
센틴(Vicentin)을 국유화 결정
아르헨티나 정부가 대두가공업체 비센틴(Vicentin)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
하였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일자리
유지와 국내 식품 수출 부문 보호 등 국가 경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비센틴을 국유
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으며, 비센틴 인수 서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
라고 첨언하였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 과정을 거치는 향후 60여 일간
농경제학자 가브리엘 델가도(Gabriel Delgado)를 관리위원으로 하여 정부가 직접
회사를 운영 및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당 결정은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다른 기업들에 대한
국유화 추진 역시 가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준토스 포르 엘 캄비오(Juntos por el Cambio) 야당 의원은 해당 결정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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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아르헨티나의 콩기름과 대두박 수출 규모는 약 122억 달러(한화
약 14조 5,5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6.11.)
- 원문 출처: Reuters, Buenos Aires Times, Infobae 외 다수

Ⅳ. 유럽
[EU]
1. (2020년 3월 10일) 독일 정부 기관, 식품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 증거는 없다고 보고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감
염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 기관인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는 3월 2일 EU 시민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리스크 수준을 ‘보통’에서 ‘높은 단계’로 상향 조정하
였다.
이 날 유럽 위원회의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은 회견을
갖고, 현 상황에 대해 “바이러스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고함과 동시에, “27개
회원국과 EU에 의한 포괄적이고 일치단결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ECDC 등과 연계하여 바이러스 퇴
치를 위해 신속한 접근을 해 나가야 한다”고 EU시민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독일

정부

기관인

독일연방

리스크평가연구소(BfR,

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는 2월 24일 식품을 매개로 한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증거는 현재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린이 장난감이나 옷 등 감염 지역 수입제품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의 건
조한 표면을 통한 감염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 기관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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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많은 독일 국민의 조회에 응하는 형태로 보고되어 있다.
BfR은 식품, 장난감 등을 통한 감염 리스크에 대해, 지금까지 감염 기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환경 속에서 안정성이 낮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러한 평가를
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또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은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가장 주된
감염에 대해서는 비말 감염이라며, 기타 접촉 감염에 의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안정성이 낮다고 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접촉
감염은 오염 이후 단기간에만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보고하고 있다.
“감염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식품, 장
난감, 의류 등의 제품을 통한 감염은 일어나기 어렵지만, 정기적으로 화장실 등 일
상에서의 위생대책과 음식을 다루는 위생측면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식품을 가열함으로써 감염 리스크를 더 줄
일 수 있다”고 밝혔다.

2. (2020년 3월 19일) 유럽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에 대한 식품유통을 포함한 국경관리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을 통한 감염의 증거는 없다고 보고
유럽 각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3월 16일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다
음 17일 정오부터 최저 15일은 원칙적으로 시민의 외출을 금지하라고 하였다. 연
설에서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전쟁 상태에 있다”라며 현재 처한 상황을
프랑스 국민에게 강조하였다.
독일에서도 이웃 국가들과 출입국 제한이 이루어졌고, 벨기에에서도 18일 정오
부터 외출이 금지되는 등, 각국에서 감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
고 있다.

식품유통을 포함한 국경 관리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
이러한 가운데, 유럽위원회의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3월 16일 감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유럽연합(EU)으로의 불요불급한 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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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渡航)을 30일 간 금지하는 이례적인 방침을 밝히고, 회원국 정상들은 17일에 이
방침에 합의하였다(참고 1).
또 유럽위원회는 16일 유럽의 급속한 감염 확대를 배경으로 각국이 밀어붙이는
국경관리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참고 2)을 EU 회원국에 통보하였다. 이는 식량
과 의료기기 등의 부족을 막고, EU 단일시장을 확보한 뒤, EU시민의 건강을 지키
기 위한 것이다.
의료 종사자 등 도항이 필요한 자에게는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 가축을 포함
한 식품 등 생활필수품 물자와 영유아･고령자 관리, 공익사업 등 생활 필수 서비스
확보를 도모한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필수품의 필요성에서 해당 화
물 수송에 대해서는 우선 레인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회원국에 촉구하였다.

식품을 통한 감염의 증거는 없다고 보고
유럽 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3월 9일, “현 시
점에서 식품이 바이러스의 감염원 또는 감염 경로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
다”고 보고하였다(참고 3, 4).
EFSA 담당자는 “같은 형태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23))와 중동호흡기증
후군(MERS24)) 발생 시에 식품을 통한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 이
23)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증후군). SARS 바이러스(코로나바이러스
과)에 의한 신종 감염병으로, 발열, 두통, 관절통 등에 이어 기침, 호흡곤란, 설사 등이 나타나며, 치
사율은 약 11%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의학･간호 약어해설사전, 임상약어연구회, 민순, 이현수,
윤형윤, 정은서, https://terms.naver.com/). 2002년 겨울 중국에서 발생이 시작된 이래 수개월 만에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종전염병이다.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세
개의 항원군(Ⅰ, Ⅱ, Ⅲ)으로 분류 되어 왔는데, SARS-coV는 유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군에 속하는
corona virus로 밝혀졌다. SARS-coV는 동물 숙주 corona virus 변종에 의해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종
간의 벽을 넘어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전파 경로는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나 오염된 매개물을 통해 점막의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사스 환자의 많은 부
분은 환자의 가족 및 접촉자,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에서 발생하였다. 일반적인 접촉으로 전파된 예
는 드물지만 직장, 비행기, 또는 택시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발생도 보고되었다. ‘항문-구강' 경로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변으로 다량의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점, 설사가 흔한 증상이라는 점
등은 이 경로가 병의 전파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스 역학적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병원감염이 사스 유행의 특징이다. 2) 환자의 대부분은 성인이며, 소아에서도 드물게 발병하였다.
3) 평균 잠복기는 4~6일이다.(2~10일, 더 길게 보고된 경우도 있다), 4) 발병 전에 전파된 사례는 보
고된 적이 없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감염병포털, https://terms.naver.com/).
24) 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코로나바이러스(Corona virus) 감염
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과거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최근 중동지역의 아라비아반도를 중심으로 주로 감
염환자가 발생하여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명명되었다. 중동 지역의 낙타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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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이 점에서 다른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다”라고 하였다.
또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에 따르면, “이번 바이러스는 사람간의 비말감염에 의해 퍼지고
있다”며, “세계의 관계자 및 EFSA 자신도 해당 바이러스를 감시하고 있지만, 식품
을 통한 감염 보고는 현 시점에서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EFSA는 이탈리아
북부 파르마(Parma25))를 거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정부에 의한 이동 규제
대상 지역이다.
[참고 1] EU 위원회, COVID-19: Temporary Restriction on Non-Essential
Travel to the EU(2020년 6월 28일 열람)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7622
1/covid-19-temporary-restriction-non-essential-travel-eu_en)
[참고 2] EU 위원회, COVID-19 Guidelines for border management measures
to protect health and ensure the availability of goods and essential
services(2020년 6월 28일 열람)
(https://ec.europa.eu/home-affairs/sites/homeaffairs/files/whatwe-do/policies/european-agenda-migration/20200316_covid-19-g
uidelines-for-border-management.pdf)
[참고 3] EFSA, Coronavirus: no evidence that food is a source or transmission
route(2020년 6월 28일 열람)
(https://www.efsa.europa.eu/en/news/coronavirus-no-evidence-f
ood-source-or-transmission-route)
[참고 4] ‘ドイツ政府機関、食品を介し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の証拠はないと
報告’(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6월호,
가능성이 높고,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다. 밀접접촉이란 확진 또는 의심환자를 돌
본 사람(의료인, 가족 포함), 환자 및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동일한 장소에 머문 사람(방문,
동거 등)등을 말한다. 증상으로는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주
로 보이며, 그 이외에도 두통, 오한, 콧물, 근육통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진단/검사는 호흡기계 검체에서 역전사효소 중합효소 연쇄 반응
을 이용하여 메르스 바이러스의 RNA를 검출함으로써 진단 가능하다. 치료는 현재까지 중동호흡기증
후군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는 개발되지 않았고,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주로 하게 된
다. 경과/합병증으로는 중증의 경우 인공호흡기나 인공혈액투석 등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출
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https://terms.naver.com/).
25) Parma. 파르마는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평야지대에 있는 도시이다. 유서 깊은 건축물
로 파르마 대성당, 산조반니 에반젤리스타 수도원교회 등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유럽지명사
전: 이탈리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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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EU 1번 정보)(https://www.alic.
go.jp/chosa-c/joho01_002641.html)

3. (2020년 3월 27일) 유럽에 사료산업 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대응한 사료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긴급 조치를 유럽위원
회에 요청
유럽의 사료산업 단체인 유럽곡물･유량작물수출입조합(COCERAL), 유럽유지･
유량가스협회(FEDIOL), 유럽배합사료생산자연맹(FEFAC) 등 3자는 연명으로 3월
17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료공급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강구하도록 유럽 위원회에 요청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위원회가 전날 16일 유럽의 급속한 감염 확대를 배경으로 각
국이 밀어붙이는 국경관리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참고)을 EU회원국에 통보하였
지만, 그 대상에 ‘사료’도 포함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량과 의료기기 등의 부족을 막고, EU 단일 시장을 확보한
후, EU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통보된 것이다. 의료 종사자 등 도항이 필요한
자에는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 가축, 식품 등 생필품과 영유아･고령자 관리, 공
익사업 등 생활 필수 서비스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식품
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화물 수송에 대해서는 우선 레인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
를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상기 사료산업 단체 3자는 보도 자료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주요 식량인
축산물 공급 및 동물복지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사료가 가축에 대해 매일 급여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이
미 사료를 필수품 대상 물자에 추가하고 있지만, EU 전체에서 통일적인 대처가 필
요하다고 밝혔다.
“EU 및 각 회원국 당국에 모든 사료와 사료 원료가 오래 보존하는 것이라 하더
라도, 필요한 위생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한 EU 역내를 제한 없이 수송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도록 신속한 행동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이어 16일 결정된 EU 외의 국경관리 강화는 EU에서 필요한 식품, 사료 원료를
수송하는 EU 외에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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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릴리스의 마지막에서, 각 단체의 장들은 “유럽위원회 추진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완화하기 위한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의 엄격한 봉쇄정책
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는 있지만, 소비자의 식량공급 및 동물복지 관
점에 따른 ‘사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欧州委員会,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対し,食品流通を含む国境管
理措置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を公表. 欧州食品安全機関, 食品を介した感
染の証拠はないと報告(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6월호(‘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EU 2번 정
보)(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46.html)

4. (2020년 4월 8일자) 유럽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에 대응하여 농업･식품 부문을 계속 지원
유럽위원회는 3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이 확대되면서 식량의 안
정적 공급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함과 동시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농업 및 식품 부문에 이미 조치하고 있는 지원 방안 외에도,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
를 실행할 준비도 되어 있다”며 보도 발표를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이 보도자료 중, “생산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유럽
대륙 전체의 식량안보와 안정된 식량 공급체제 확보가 계속 우선사항의 하나”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 유럽위원회 야누슈 보이체호프스키(Wojciechovski) 농업･농촌개발 담당위
원은 “우리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생산자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하
고 있는 반면, 지금까지 이상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의 농업담당 장관들과 개최한 이날 화상 회의를 바탕으로, 계속 각
회원국 간의 제휴를 강화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각 국의 상황이나 요망사항 등에
대한 파악에 힘쓰고, 유럽위원회로서 필요가 있다면, 추가 조치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EU위원회는 농산물 시장 및 식품 무역 동향(수급)을 감시하고, 위원회의 시장
관측 사이트26)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26) 유럽 위원회는 원유, 식육, 설탕, 작물, 과수･채소, 와인시장 관측 사이트(EU market observatories)를
개설하고 있다. 원유 과수･채소 사이트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生乳クオータ制度廃止後の需
給調整を目的に市場観測サイトを設置’, ｢畜産の情報｣ 海外情報(2014년 4월 23일 발) https://www.ali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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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농업 및 식품부문에 대하여 다
음의 지원 방안을 이미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통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보조금 신청 기한 연장
2020년 5월 15일이었던 CAP 보조금 신청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6월 15일로
변경되었다. 해당 연장은 먼저 이탈리아에서 조치되었고, 그 후 전 가맹국에 대해
서도 적용되었다.

･ 회원국들이 보조 Policy 증액
새로 채택된 회원국의 잠정적인 보조의 틀(프레임)을 통한 생산자 1호당 최대
10만 유로(1,200만 엔=1억 2,600만 원: 1유로=120엔=1,260원), 식품기업은 최대
80만 유로(9,600만 엔=10억 800만 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보조는 유럽위
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원국이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드미니미스(De-minimi
s27))’ 조성28)으로 추가로 지출할 수 있다. 전년에 이 지원 상한액은 2만 5,000 유
로(300만 엔=3,1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이에 따른 생산자 1호당 최대 보조액은
12만 5,000 유로(1,500만 엔=1억 5,750만 원)이다.

･ 식품유통에서 그린 레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치
농산품을 포함한 식품의 우선적인 유통으로 각 회원국과의 제휴에 의한 ‘그린
레인(Green Lane, 우선 레인)’을 창설하고, EU 단일 시장의 기능을 보장한다. 이
o.jp/chosa-c/joho01_001020.html)을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欧州委員会, 需給
動向の情報提供を行う果樹･野菜市場観測サイトを開設(EU)’(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海外情
報(2019년 10월 24일 발)(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533.html)을 참고하길 바란다.
27) 최소허용치(de-minimis, 最少許容値). ‘법률은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 관여치 않는다' 는 원칙이다.
UR 협정과 관련 덤핑 및 농산물보조금 감축의무 면제 등에 적용된다. 덤핑의 경우 덤핑마진이나 덤
핑수입량이 매우 미소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닐 경우, 덤핑으로 간주하지 말
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산물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총액이 총생산액의 5% 미만인 경우 감축
의무를 면제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산림임업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28) EU회원국이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유럽위원회에 통보하고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보조금 총액이 충분히 작고, 역내 시장에서의 경쟁과 무역 왜곡적이지 않다고 하
는 경우에는 ‘드미니미스(De-minimis)’조성으로 이 통지 및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각국의 보조금
총액 상한선은 각국의 농업생산액의 1.0%로 알려졌지만, 2019년 2월에 1.25%(특정조건에서는
1.5%)로 격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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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은 지정 주요 국경검문소에 들어서며, 검사는 15분 이내에 실시된다.
유럽위원회는 기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각 회원국에서
국경관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농업부문에서 필요한 계절노동자 등의 이동이 원
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증상을 보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강제적인 검역을 면제
하거나 의사에게 건강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는 등과 같은 대응을 추
진하고 있다.

5. (2020년 4월 10일) 유럽위원회, 학교급식용 과일･체소･우유공급
사업에 2억 5,000만 유로를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영향에 대한 대응도
유럽위원회는 3월 31일, 유럽연합(EU)29) 학생의 건강적인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2021년도(8월~이듬해 7월) 학교급식용 과일･채소･우유공급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000만 유로(297억 5,000만 엔=3,123.75억 원: 1유로=119
엔=1,249.5원)를 조치하여, 각 가맹국에 배부액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과일, 채소, 우유, 유제품 공급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건강적인 식생활 촉진 등 교육 프로그램도 대상이 된다. 예산액은
과일 및 채소에 총 1억 4,500만 유로(172억 5,500만 엔=1,811억 7,750만 원), 우
유, 유제품에 총 1억 500만 유로(124억 9,500만 엔=1,311억 9,750만 원)였다. 각
회원국은 국가 자체 예산을 추가할 수도 있다. 공급되는 농산품은 환경을 배려하
여 생산된 것, 계절성 있는 것, 현지산 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유럽위원회 야누슈 보이체호프스키 농업･농촌개발 담당위원은 이 발표에서 “학
생들은 이 사업에 의해 영양이나 농업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건강적인 식습관도
배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 “올해(2019/2020년도)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COVID-19) 확대에 따른 휴교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였다.
유럽위원회는 EU 전역에서 휴학의 영향을 배려하여, 학교에 공급되지 않은 과
일, 채소, 우유, 유제품에 대해서도 지불할 수 있으며, 공급되지 않은 푸른 과일,
유제품은 병원, 자선단체, 푸드뱅크 등에 기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9) 2020/2021년도 예산에는 영국이 포함된다. 영국은 2020년 2월 1일에 EU을 이탈하였지만 이행 기
간 중이며, EU법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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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또 이날 2018/2019년도 사업 보고서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에 따
르면, 해당 연도 이 사업은 약 15만 5,000개소가 참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학
생이 대상으로 하고 있다.
EU예산인 1억 9,200만 유로(228억 4,800만 엔=2,399억 400만 원)로 합계 7만
1,000kg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 16만 7,000kl의 우유가 EU학생들에게 공급되었다.
많은 회원국으로 공급된 신선 채소로는 당근(25개국), 토마토(22개국), 오이(19
개국), 유제품은 음용유(유당을 제거한 것 포함. 28개국), 플레인 요구르트(19개
국), 치즈류(15개국)였다. 수량 기준으로는 음용유가 16만 7,858kl, 플레인 요구르
트가 9,457톤, 치즈류가 2,116톤 공급되었다.

6. (2020년 4월 16일) EU 농업생산자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시장 급락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요구
유럽연합(EU) 최대 농업생산자단체인 유럽농업조직위원회･유럽농업협동조합위
원회(Copa-Cogeca30))는 4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가격 급락 등에 직면하고 있는 생산자나 그 생산자 조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유럽위원회에 요구하였다.
Copa-Cogeca에 따르면, “COVID-19 감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외식 등 산업의 다수 영업을 갑자기 막았기 때문에 업계에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유럽위원회에 “낙농, 소, 면양부문에 대
한 영향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통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예산 밖에서의 지원책을 조치”토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 단체의 페카 페소넨(Pekka Pesonen) 사무총장은 “4월 6일에 개최
된 유럽의회의 농업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Agriculture: SCA)에서
농업부문의 지원책이 조치되지 않자 실망하고 있다”라며, “농업부문은 그런 가운
데에서도 모든 EU 시민에 대한 식량안보를 확보하면서도 농업과는 동떨어진 요인
으로 야기된 미증유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유럽위원회 및 각 회원국이 EU 역내 시장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강구

30) Copa-Cogeca는 EU회원국의 농업 생산자로 구성되는 Copa(유럽농업조직위원회) 및 농업협동조합으
로 구성된 Cogeca(유럽농업협동조합위원회)에 의해 조직된 농업생산자단체. Copa 및 Cogeca는 독립
된 조직이지만, 양측은 공동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주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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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대처를 인정하면서도, “CAP 예산 범위 밖의 재원으로 하는 예외적인 조
치를 포함한 축산부문 대상 새로운 시장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낙농 부문
Copa-Cogeca는 현재의 우유･유제품 시장에 대해, “원유 생산량이 곧 절정을
맞게 되는데, 이 시기에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탈지분유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 수준31)까지 급락이 나타나면서 유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우유･유제품부문 책임자는 “EU 유제품 시장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
에 대해서는 용납될 수 없다”라며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럽위원회에 당
장 책임 있는 행동으로서 ‘모든 유제품에 대해서 PSA32)를 조치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다. COVID-19 대책의 하나로 학교폐쇄로 인한 우유･유제품 공급량 감소의
영향에 대한 정밀 조사와 이러한 ‘불가항력 사태’ 상태에서의 경쟁법에 따른 불필
요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쇠고기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부문도 COVID-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외식 등 산
업 및 케이터링33)에 대한 판매 기회가 소실되고, 송아지고기를 포함한 고급부위는
심각한 수요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쇠고기, 송아지고기부문 책임자는“현재의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부문은 전례 없
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고기의 총 가치의 30% 정도를 창출하는 고급 부
31) 유럽위원회는 유가의 보루로서 공적 매입 및 민간재고 보조(Private Storage Aid: PSA)라는 시장개
입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공적 매입은 가맹 각국의 버터나 탈지분유 도매가격이 미리 설정된 공적
매입가격을 밑돌았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제조업자 또는 취급업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이 가격으
로 사들이는 것으로, EU 전체에서 매입할 수 있는 상한 수량이 정해져 있다. PSA에 대해서는 아래
주 18을 참조할 것.
32) PSA는 버터, 탈지분유, 치즈를 대상으로 대폭 가격 하락 등 유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량을 일정 기간 시장으로부터 격리되어 재고로 보관하며, 보관하는 업체에 보관경비 보조가 이
뤄질 것. 바로 전에는 2014년 8월 러시아의 EU산 농축산물 금수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급조치로 버터에 대해서 2016년 9월까지, 탈지분유에 대해서 2017년 2월까지 실시되었다.
33) 케이터링(Catering). 호텔업과 레스토랑업을 함께 취급하는 나라도 있고, Hotel and Catering
Industry라는 말도 있으며, 협회도 있다. 1) 지급능력이 있는 고객에게 조리되어 있는 음식을 제공하
는 것을 뜻한다. 2) 사사로운 파티나 음식서비스를 위하여 식료, 테이블, 의자, 기물 등을 고객의 가
정이나 특정 장소로 출장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호텔용어사전, 레저산업
진흥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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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 중에서도 특정의 축군 유래의 쇠고기 수요 감소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
혔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급부위는 메르코수르(남미남부 공동시장,
Mercosur)34)에서 계속 수입되는 상황임을 상기시키며, 유럽위원회에 “비상시에
는 비상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고급부위에 관한 관세할당 제도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또 “특정 고급부위나 송아지고기를 위한 PSA와 CAP에 근거한 ‘단일 공통시장’
정책(Common Market Organization: CMO35)) 한도 내에서 실행 가능한 예외적
34) Mercosur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발족한 관세 동맹. 2019년 7월
2일 현재, 볼리비아가 가입에 대해 각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회원 자격 정
지 중이다. 위의 남미 4개국이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하면서 1995년부터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하였다. 영문 정식 명칭은 Southern
Common Market이며, 사무국은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소재해 있다. 1991년 아순시온 협약 체결
로 출범한 메르코수르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단기간에 관세동맹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예로
평가받는다. 메르코수르는 물류ㆍ인력ㆍ자본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촉구하며,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와 경제를 통합ㆍ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5년 이후 모든 관세를 철폐하면서
단순한 경제블록을 넘어 유럽연합(EU)과 같은 통합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창설 당시 회
원국 간 역내 교역액은 연간 7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995년에는 158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회원국
정부들도 메르코수르 공고화를 위한 관세동맹 완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관세동맹을 넘어 재정통합
까지도 시도하고 있다. 회원국은 2012년 7월 31일 베네수엘라의 정식 가입 승인이 나면서 5개국으
로 늘었으나, 2017년 7월 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이 당분간 정지되었다.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 외교장관은 2017년 7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 복구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정
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베네수엘라는 2012년 가입하며 4년 안에 정회원국 요건을 갖추겠다고 약속하
였지만 지키지 않았다. 메르코수르는 1998년 우수아이아 의정서에 근거해 회원국에 정치범을 풀어
주고 민주주의로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볼리비아가 메르코수르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가이아나, 수리남 등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35) CMO(Common Market Organization). 유럽 연합의 공동 시장 기구. 이 기구 목적은 가입에 의한 공동시
장기구에 대한 EU법률의 점진적인 채택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공통농업정책(CAP)과 CMO체제와 관련
된 식품 농업 축산물부의 제도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출처: https://www.afci.de/jobs/eu-legislation
-common-market-organizations-cmo). CMO는 설립 이후 공동 농업 정책(CAP)의 핵심 구성 요소로, 다
양한 농업 분야에서 구축된 시장 지원 체계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왔다. CMO는 CAP(40조 TFU)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되었으며, 특히 시장을 안정화하고, 농부들의 공정한 생활 수준을 보
장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CMO는 TFU의 부록 I에 열거된 제품을 다루며, 유럽 연합
내에서 이러한 제품의 생산 및 거래를 관리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에 따라
제공되는 보증은 개별 제품의 특정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CMO시장 척도는 CAP의 첫번째 필라 아래에
있다. 2007년에 단일 CMO가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전에는(EC규정(Council Regulations, EC) No.12345/
2007)각각 특정 제품을 다루는 21개의 CMO가 있었으며, 모두 각자의 기본 규정을 따르고 있었다. CMO
는 원래 주로 가격 보증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처음에는 직접 지원을 통해 점차 절감되고 상쇄되었다.
2003년 개혁(3.2.3)이후 CMO의 일부로 구성된 대부분의 직접 지원은 점차 생산에서 분리되어 CMO규
정(EC) No.17824/2003로 이전되었으며, 먼저 HealthCheck가 도입된 후 규정(EC)No.735/2009로 이전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개혁으로 인해 개입 도구가 크게 변경되었고, 이제는 '안전망'으로 간주된
다. 즉, 심각한 시장 붕괴와 관련된 위기 상황에서만 사용된다. 가격 지원 조치와 관련하여, 개입 가격(회
원국이 지정한 중재 기관이 생산량을 보충하여 저장하는 아래의 보장 가격)만 유지되었다. 개입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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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치를 긴급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4월 27일 및 28일
개최 예정인 다음 EU 농업장관 이사회까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Copa-Cogeca는 특히 계절적으로 전성기를 맞는 양 및 염소 부문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를 표시하고, 관세할당 제도나 PSA 등의 검토를 요구하였다. 또 “유럽
위원회가 고품질 EU 축산부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7. (2020년 4월 21일) 아일랜드 생산자단체, 육우농가 긴급지원의 즉

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CMO에 대한 규칙은 특히 복잡하다. 기본 CMO규정에는 232개의 조항이 있으며,
위임 및 이행 행동에서 발생하는 많은 규칙이 있다. CMO규정은 적용된 농산물을 규정하고 있다. CMO
는 내부적인 헤딩(시장 개입과 마케팅 및 생산 조직에 대한 규칙 포함)을 가지고 있으며, 제3국과의 무역
(수입 및 수출 증명서, 수입 관세, 관세 할당 관리, 수출 환불 등)을 다루는 외부적인 헤딩을 가지고 있다.
CMO는 기업에 적용되는 경쟁 규칙과 주정부 보조금에 관한 규칙을 다룬다. 또한 예외적인 조치(가격
변동이나 기타 사건으로 인한 시장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동물 질병 발생 시 시장 지원 조치 또는
공공, 동물, 식물 건강 위험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상실 조치, 합치된 실천 요강에 관한 조치 등)에 대한
일반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시장이 심각한 불균형을 겪을 때 채택)과 농업 부문 위기를 위한 새로운 예비
자금이 있다. 이 적립금은 위기가 생산 및/또는 유통에 영향을 미칠 때 해당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
된 새로운 도구이다. 그것은 금융 부문 메커니즘(규정(EU) No.13068/2013)에 따라 직접 지급액 감소를
통해 매년 설정된다. 금융 규율은 EUR 2,000을 초과하는 직접 지불에만 적용된다. 특정 연도에 사용되
지 않은 적립금은 농민들에게 지급된다. 2014-2020년의 경우, 예비 기금은 4억 유로의 7개의 연간 설치
금액(즉, 총 28억 유로)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기 준비금 기금은 시장 붕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
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대응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개입과 개인 스토리지 지원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버터 및 탈지 우유 분말의 개입 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으며, 우유 및 탈지 우유
분말에 대한 자동 입찰이 주어진 천장 위에 적용되며, 버터의 경우 고정 가격으로 최대 구매 부피가 5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보호되는 원산지 명칭(PDO)또는 보호되는 특정 치즈가 사용되었다. IMT20003GP
P-계층 3의 표시는 개인 저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제품 부문의 쿼터는 예정대로 2015년 3월
31일에 만료되었다. 우유 및 유제품 부문의 계약 관계에 관한 '미니 우유 패키지'규정이 새로운 규정(E
U) No. 261.2012에 포함되었다. 그들은 공급망 내에서 우유 생산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회원국들이 농부들과 유제품 가공업자들 사이의 서면 계약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들은
또한 농부들이 생산자 조직을 통해 일괄적으로 계약을 협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PDO/MPPG치즈의
공급도 마찬가지로 생산자 단체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 게다가, 학교에서 과일과 우유의 소비를 촉진하
기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학교 과일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은 EUR 9천만에서 EUR 1억 5천만으로
증가하였다. 규정(EU) No. 2016/i791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식을 개선하였다. 농업인의 협상
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단체, 생산자 단체 협회, 교류 기관에 대한 규정이 모든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필요한 자금은 농촌 개발 예산에서 나온다. 올리브유, 경작 가능 작물, 소고기 및 송아지 부문의 생산자
조직들도 특정 조건에 따라 회원들을 대신해 단체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위원회는 공인
생산자 조직, 해당 조직의 협회 및 공인된 상호 교류조직에 의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임시 조치(예: 민간
사업자의 시장 철수 및 저장)를 취할 수 있다. 제3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환불은 새로운 규정 하에서 유지
되어 왔지만,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유지되었으며, 예외적인 조치를 위해 규정된 조건과 일치할 때만
가능하다. 리스본 조약에 CAP를 맞추는 것(특히 이사회에만 의사 결정권이 있다고 명시된, 제43조(3)
TFU조항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은 CMO개혁 협상에서 논쟁 거리가 되었다. 따라서, 공공의 개입과
민간 저장, 학교의 유통 프로그램, 수출 환급, 설탕 부문에 관한 많은 조치들이 현재 위원회의 배타적
권한 안에 있다(규정(EU) No. 13708/2013)(3.2.1).(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factsheets/e
n/sheet/108/first-pillar-of-the-cap-i-common-organisation-of-the-markets-cmo-in-agr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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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시를 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에 대응
아일랜드 최대 생산자단체인 아일랜드 농업연맹(Irish Farmers' Association:
IFA36))은 4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따른 영향이 크
다”고 하며, “특히 육우농가의 긴급지원을 즉각 실시하도록 아일랜드 마이클 크리
드(Micheal Creed) 농업･식량･해양 장관에게 요청하였다”고 발표하였다.
IFA의 팀 컬리난(Tim Cullinan) 회장은 IFA의 가축 및 낙농부문 책임자들과 함
께 동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육우농가는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는 이유에 의해
위기와 싸우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부문에 대한 긴급지원으로서 “미사용 재원인 2,400만 유로(28억 5,600만 엔
=299억 8,800만 원, 1유로=119엔=1,249.5원)의 BEAM(BEEF EXCEPTIONAL
AID MEASURE: 쇠고기 특별원조조치37)) 자금으로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
하였다. 그는 전화 회담 후 “육우농가에 대한 긴급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신
과 의견이 일치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럽연합(EU)에서는 쇠고기 및 낙농부문의 민간재고 보조(PSA)의 발
동 등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논
의될 EU 농업장관 이사회의 다음 회합은 4월 27일 이후이며, “특히 육우농가는
36) IFA 홈페이지: www.ifa.le
37) 다음은 위원회 시행 규정(EU) 2019/1132에 따라 작성된 쇠고기 예외 지원 조치(BEAM; the Measure)의
이행에 관한 행정 규정이다(2019년 7월 31일). 부서가 이 규정 제3조에 따라 유럽위원회에 제출한 통지
서로, (일반 조항 2.1.) 이 조치의 규정과 약속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2.2.) 이 조치는 부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적격 가축과 관련하여 주 전역에 걸쳐 운영되어야 한다. (2.3.) 이 조치의 참여는
자발적인 것이다. ‘BEAM’은 쇠고기 특례 원조 조치를 의미한다. 이 조치의 목적은 제1.5절에 언급된 규
정에 따라 아일랜드의 쇠고기 분야의 농부들에게 임시로 예외적인 조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Measu
re5.1의 참여 신청의 조치는 요구되는 의무조치의 완료를 약속하는 적격 대상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 법안은 유럽연합과 국가 재정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한 지급액은 적격 가축군
(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적격 동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12개월 이상 된 소의 가축은 2018년 9월
24일부터 2019년 5월 12일까지 대상 가축당 최대 100유로의 비율로 도축장에 출품된다. 2) 쇠고기는
2018년에 태어난 새끼를 암컷으로 기르는데, 소 품종 숫소가 모종한 소는 대상 동물 당 최대 40유로의
비율로, 대상 동물 당 40유로의 비율로 기른다. 3) 1)에 규정된 미만의 동물이 마트에서 구매한 동물을
포함하여 구매 후 30일 이내에 대리점 또는 판매업자에 의해 도살용으로 제시된 경우, 해당 도살자가
신청자인 이전의 적격 집단 번호와 관련하여 지급될 수 있다. 4) 3.1절에서 정의한 다른 적격 동물의
경우, 도축장 또는 도축장을 대신하여 부서 시스템에서 도축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된 해당 동물은
적격하지 않는다. 5) EU 규정 1760/2000에 따라 태그가 부착되고 등록된 동물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6) 제도가 각 신청자에 의해 지불이 초과된 경우, 선형 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출처: MINISTER FOR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EEF EXCEPTIONAL
AID MEASURE (BEAM)｣, 2019.9.8.), pp. 2-5, https://www.agriculture.gov.ie/media/migration/farmin
gschemesandpayments/beefexceptionalaidmeasure/BEAMTANDC1508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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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대신들에게 호소하였다.
또 IFA의 가축부문 책임자인 브렌던 골든(Brendan Golden) 씨는 장관에게 “도
축장이 육우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부분의 농가들은 육우 처분이 불가능하다”
는 사정을 설명하고, “육우 가격은 과거 3주보다 1마리당 100 유로(1만 1,900엔
=124,950원) 하락하여, 손익 분기점보다는 200 유로(2만 3,800엔=249,900원) 정
도 낮다”고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전하며, 긴급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내용으로 IFA는 “시장이 폐쇄된 데 따른 송아지 및 비육부문도 소의 거
래가 밀린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아일랜드 정부가 생산자에 대한 일부 비고용 농
업노동자 등이 대상이 되는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주 350 유로의 지불을 하도록 요
구”하였다.
IFA의 낙농부문 책임자인 톰 페란(Tom Phelan) 씨는 장관에게 낙농업부문에게
전술한 “PSA 지원이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외식부문 폐쇄 등과 같
은 유제품 가격 하락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보인다. 매우 이상 징후
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식량공급은 시민 생활에 필수적이며, 각국에서 농업 생산자
들을 지원, 보호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IFA의 보도 자료](2020년 7월 1일 열람)
https://www.ifa.ie/ifa-president-seeks-immediate-action-from-minister
-creed-on-beef/

8. (2020년 4월 21일) 유럽위원회, 추가 지원 조치를 채택.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의 영향 하에 있는 생산자의 현금 흐름 개선 등
유럽위원회는 4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으로 어
려운 상황에 있는 유럽연합(EU) 농업 및 식품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추가
지원 조치를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생산자의 현금 흐름 개선과 관계 당국 및 생산
자의 행정 절차 부담 경감이 기대되고 있다.

선불금 증액
유럽위원회는 생산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선불금 분을 증액하겠다고 하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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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는 EU의 공통농업정책(CAP) 중 농업인의 수입 보장으로 실시되는 직접
지급 선불금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린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대책 등을 강구
하고 있는 농촌진흥정책의 선불금을 현행 75%에서 85%로 증액한다. 생산자는 10
월 중순부터 선불금을 받기 시작하게 된다.
또 추가 조건 완화로는 회원국들은 현지 확인 완료 전이더라도 생산자에게 선지
불할 수 있다.

현지 확인 경감
유럽위원회는 보조금에 관한 현지 확인의 수를 줄이기로 하였다. 원래대로라면
회원국은 생산자들의 보조금 수급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생산자와 현지 확인 검사관 사이의 물리적인 접촉을 최소
화하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확인에 관련된 추출률을 CAP 예산 중
5%에서 3%로 줄인다.
확인 시기에 대해서도 유연한 대응을 허가한 데다, 그동안의 농장방문 대신 위
성 영상을 활용한 농장의 활용 상황 확인, 위치 정보가 포함된 사진에 의한 조사
부분을 증명이라는 신기술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의 프레스 릴리스](2020년 7월 1일 열람)
https://ec.europa.eu/info/news/coronavirus-commission-adopts-additi
onal-measures-support-agri-food-sector-2020-apr-16_en

9. (2020년 4월 22일자) 영국 육류업계가 공동 성명,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지침 등. 영국 식육가공협회는 축산
물 가격의 영향을 보고
공동성명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FSA)을 비롯한 영국의 정육산업계
를 대표하는 13개의 조직은 4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 하에 있는 영국 식육산업계의 종합적 대응 등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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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 식육업계 대표자들은 4월 9일 회의를 개최하고, COVID-19 감염이 확대되
면서 생긴 업계의 과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에 대한 파악 등을 개최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COVID-19가 영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전례 없는 영향을 주고
있으며, 육류업계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나날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긴급
사태 속에서 육류업계에 초래되는 심각한 문제와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
혔다.
특히, 식량 관련 종사자에 언급하며, 많은 이들 관계자가 식량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최전선에서 무사무욕(無私無慾)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데에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업계로서는 이 중요한 역할 때문에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당국 및 업계단체로서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며, 업계로서는
안전한 식품생산, 소비자 보호, 높은 수준의 애니멀웰페어(동물 복지) 확보에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의 마지막에는 대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관계자의 협력에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몇 주 또는 몇 개월간 틀림없이 직면할 또 다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 지속을 결의하였다. 이어 “영국 전역에서 안전한 식량공급 유지에 유연하고
실용적이며, 즉응(卽應)할 수 있는 방법을 업계에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을 약속한
다”고 하였다.
13개의 조직은 이하와 같다(공동성명 원문 게재 순서).
1) 영국 식육공급자협회(Association of Independent Meat Suppliers: AIMS)
2) 영국 식육가공협회(British Meat Processors Association: BMPA)
3) 영국 가금협의회(British Poultry Council: BPC)
4) 영국 식품기준국(Food Standards Agency: FSA)
5)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Scotland)
6) 미트 프로모션 웨일스(Hybu Cig Cymru - Meat Promotion Wales: HCC)
7) 국제 식육수출입협회(The International Meat Trade Association: IMTA)
8) 전국 식육판매사업자조합(National Craft Butchers)
9) 전국 농업인연합(National Farmers Union)
10) 북아일랜드 식육수출 협회(Northern Ireland Meat Exporters Association:
NI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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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식량 수출입연맹(Provision Trade Federation)
12) 스코틀랜드 식육도매업협회(Scottish Association of Meat Wholesalers:
SAMW)
13) 식육수출입협회 스코틀랜드연맹(Scottish Federation of Meat Traders
Association)

축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상기 조직의 하나인 영국 식육가공협회(BMPA: British Meat Processors
Association38))은 4월 7일 CEO(최고경영책임자)인 닉 앨런(Nick Allen) 씨에 의
한 COVID-19의 축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고를 이 협회의 홈페이
지에서 발표하였다.
조사 회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3월 22일까지 4주간 소비자들의 사재기로 인해
다진 쇠고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고, 핵심 소매를 통해 판매된 전
쇠고기의 60% 이상이 다진 고기를 포함한 저 가격대의 제품이었다.
또 소매가 평상시에 다진 고기와 스테이크 등 컷트(cut)를 조합하여 발주하는
것을 대신하여, 이번 수요를 맞추어 다진 고기 및 기타 낮은 가격대의 것을 집중적
으로 대거 발주한 상황이다. 정부가 COVID-19 대책으로 외식을 폐쇄한 점이나
외출 금지령 등에 의한 이스터(Easter, 기독교의 부활절), 라마단(Ramadan, 이슬
람교 금식39))을 위한 가족 모임 등은 사라지고, 소비자의 고급 부위 구매기회를
38) 영국 식육류가공협회는 영국 육류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회사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회원들은
영국 전역의 소매상, 식당, 음식 서비스 회사에 신선한 육류와 육류 제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정부와 다른 조직들과 함께 경쟁력 있고 전문적이며 영국 고객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고 저
렴한 식품 공급을 제공하는 정육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육류 가공업
은 영국 경제에 연간 82억 파운드의 가치가 있다. 업계는 75,000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
며, 그 중 69%는 유럽 연합 국민들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교역하는 것이 그 상당한 부분을 차
지한다. 회원국들이 하는 무역의 75%에서 90% 사이는 유럽 연합 국가들과의 교역이다. 농업, 도축,
가공에서부터 제조, 포장,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육
류 가공 회사를 지원하고 공급하는 산업에서 일하는 준회원들도 보유하고 있다.(출처: 영국 식육가공
협회(BMPA) 홈페이지, https://britishmeatindustry.org/about/about-us/)
39) 라마단(Ramadan). 이슬람력(曆)에서의 9월. 아랍어(語)로 ‘더운 달’을 뜻한다. 천사 가브리엘(Gabriel)이
무함마드에게 ｢코란｣을 가르친 신성한 달로 여겨, 이슬람교도는 이 기간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날마다 5번의 기도를 드린다. 여행자･병자･임신부 등은 면제되지만, 대신 이후에 별도로 수일
간 금식해야 한다. 이러한 습관은 유대교의 금식일(1월 10일) 규정을 본떠 제정한 것인데, 624년 바두르
의 전승(戰勝)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달로 바꾸어 정하였다. 신자에게 부여된 5가지 의무 가운데 하나이
며, ‘라마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금식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뿐만
아니라 담배, 물, 성관계도 금지된다. 라마단의 마지막 10일간은 가장 최고로 헌신하는 시간으로,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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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고 있는 현실이 거론되고 있다.
또 공황적인 사재기 결과, 가정 재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매 수
요가 침체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 “종업원 부족으로 식육 가공라인이 지연되고 있
기 때문에 도축장 근로능력이 20% 가까이 떨어지고, 반입된 가축의 수도 감소하
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축산물 가격은 현재는 모든 품목에서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다진 고
기는 평상시의 균형 잡힌 시장에서는 도체의 약 40% 정도이지만, 가공업자가 제
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이익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그 증가는 도체 전
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소 도축의 약 3.5%를 차지하는 비교적 낮은
가격대 부위인 양지머리를 다진 고기로 하면, 도체의 전체적인 가치는 1kg당 0.14
파운드(19엔=199.5원: 1파운드=139엔=1,459.5원) 하락한다.
식육이 냉장판매가 아니라 냉동된 경우도 마찬가지의 하락이 발생한다. 등심은
통상 동 20파운드(2,780엔=29,19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냉동하면 가격은 몇 분
의 일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는 보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가공업자가 이러한 영향을 흡수하였
지만, 언젠가는 식품산업 자구 노력만으로는 생산자 가격 저하를 막을 수 없게 딜
것이다. 영국의 식량 안보를 유지하려면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개입을 할지, 아니면 소매업계가 고급 부위를 포함한 다양한 부위도 들
여놓고 판매 촉진을 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 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FSA의 업무부문 책임자인 마틴 에번스(Martin Evans) 씨에게 최근 영국
식육업계의 상황에 대해서 조회하였다. 그는 “최대 우려의 하나로 수출시장의 정
체가 있다”고 한다.
“고급 부위의 주요 수출 기반인 유럽 대륙에서도 영국과 같은 수요침체 속에서

교도들은 그 기간 사원 안에서 머물게 된다. 보통 27번째 되는 날을 ‘권능의 밤(Laylatul-Qadr 또는 Lailat
ul-Qadr)’이라고 하여 밤새워 기도한다. 라마단이 끝난 다음날부터 ‘이드알피트르(Eid-al-Fitr)’라는 축제
가 3일간 열려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주고받는다. 라마단은 해마다 조금씩 빨라진다. 윤달이 없는 이슬
람역은 12개의 태음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력보다 11~12일이 적기 때문이다. 해마다 라마단이 다가
오면 전문가단이 구성되어 초승달을 관측하고, 최고 종교지도자가 초승달을 육안으로 관찰한 후 라마단
의 시작날짜를 공포한다. 이 날은 같은 이슬람국가라도 교리에 따라 하루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많은
이슬람교도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달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라마단을 시작하지만, 지역에 관계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초승달이 보이는 날짜를 따르는 신자들도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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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급 부위 수출량은 한꺼번에 감소하였고, 영국 내에서 재고가 누적되어 있
다”고 한다. 현재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서도 영국 육류업계는 업계의 새로운
결속을 강화하고 공동성명 그대로 계속 대응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10. (2020년 4월 28일) 유럽 원유생산자 단체, 감산 프로그램 실시
를 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요 감소
원유 생산자단체인 유럽 밀크 보드(European Milk Board: EMB40))는 4월 15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의한 우유･유제품시장 위기 상황
에 대응하여야 할 EU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원유 감산 프로그램이 즉시 시행되도
록 유럽위원회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발표에서 EMB 회장인 어윈 쇼페스(Erwin Schö pges) 씨는 매우 위험한 수급
불균형에서 벗어나려면 수요감소에 대해 “일시적 공급 감소에 따라야 한다”라며,
유럽위원회 야누슈 보이체호프스키 농업･농촌개발 담당위원에 대한 자발적 원유
감산(프로그램)에 대해 즉시 실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EMB 부회장인 시에타 반 케임페마(Sieta van Keimpema) 씨도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원유 폐기에 대해, “EU차원의 자율적 원
유 감산이 실시되지 않으면 유럽 전체 낙농부문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
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MB는 “이 프로그램이 EU 전체적으로 수개월 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증산
을 제한하였다. 또한, “자주적인 원유 감산에 따라 생산자는 전년 같은 시기보다
감산 분 1kg 당 장려금을 내고 생산자가 감산에 응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자”고 제
안하였다.
한편, “EU 내에서 요청이 더해가는 버터나 탈지분유 민간재고 보조(PSA)나 공
적매입41)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는 유제품 재고가 시장 압력을 완화하지 못할 뿐

40) 2006년에 설립된 16개국의 21개 단체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로, 소규모 생산자도 배려한 정책 방향
을 지향하는 단체라고 한다.
41) 유럽위원회는 유가의 보루로서 공적매입 및 민간재고 보조(Private Storage Aid: PSA)라는 시장개입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공적매입은, 가맹 각국의 버터나 탈지분유 도매가격이 미리 설정된 공적매입
가격을 밑도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제조업자 또는 취급업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이 가격으로 사들
이는 것으로, EU 전체에서 매입할 수 있는 상한 수량이 정해졌다. PSA는 버터, 탈지분유, 치즈(지리
적 표시(GI) 제품만)을 대상으로 대폭 가격하락 등 유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량을
일정기간 시장으로부터 격리되어 재고로 보관하는 업체에 보관 경비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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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것 자체가 유해한 압력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 자율적 원유 감산
을 실시하여 잉여 원유 생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어윈 쇼페스(Erwin Schö pges) 씨는 “향후에도 뜻밖의 일이 몇 차례나 발생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라며, “우리 생산자는 이에 대해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고 발
표를 맺었다.
유럽에서는 2016년에 원유 거래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공통농업정책(CAP)의
공통 시장 규칙(CMO)에 규정된 시장 혼란 시 특별 조치로서, 원유 감산을 목적으
로 하는 자주적 원유 공급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EU 규칙을 수립하여 한시적
으로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요청된 자주적 원유 감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한편, 4월 17일에는 PSA 발동 요청을 포함하여 EU 전체 회원 27개국의 농업장
관의 유례없는 공동성명이 유럽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유럽위원회는 이에 응할 수
있도록 PSA 활동을 중심으로 한 예외적 조치 검토하고 있다.

11. (2020년 4월 30일) 유럽위원회, EU 27개국 농업장관에 의한 공
동성명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대책 방안을 발표. 4
월 말까지 채택 목표
추가 대책 방안
유럽위원회는 4월 22일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농산물 및 식품부문을 지원하기 위
해 추가 대책인 예외적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4월 말까지 채택을 목표로 한다.
유럽위원회 야누슈 보이체호프스키 농업･농촌개발 담당위원은 보도자료에서,
“농산물 및 식품분야에서 COVID-19 위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미 조치한
COVID-19 대책과 더불어 “신속한 행동을 취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또 제안하
는 예외적 조치에 대해, “시장안정을 위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의도한 것이며, 미
래의 가격과 생산 안정, 나아가서는 안정된 식량공급과 식량 안전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예외적 조치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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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고 보조(Private Storage Aid: PSA)
유제품(탈지분유, 버터, 치즈) 및 식육(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대상으로 민
간 재고 보조를 발동한다. 이로써 최소 2~3개월, 최장 5~6개월, 해당 제품을 시
장에서 일시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 이 조치로 시장 공급량이 감소하고 장기적으
로 시장을 다시 균형을 잡을 것이다.

･유연한 시장 지원 사업 등의 운용
와인, 청과물, 올리브 오일, 양봉을 대상으로 한 시장 지원 사업 및 우유, 유제
품, 청과물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 사업을 유연하게 운용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
마다 모든 부문의 위기관리 조치를 위한 자금 조달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EU 경쟁법의 적용 제외
원유, 화훼, 시금치를 대상으로 공통시장조직(Common Markets Organisation:
CMO)규칙 제222조에 근거한 경쟁법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공동으로 시장안정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원유부문이 공
동으로 원유 생산을 계획할 수 있고, 화훼 및 시금치 부문은 공동으로 시장에서 제
품을 철거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에 의한 공동 보관도 인정된다. 이에 의한 합의나 결정은 최장으로
도 6개월만 유효하다. 소비자 가격 동향은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주의 깊게 감시
된다.
유럽위원회는 4월 말까지의 채택을 목표로 회원국에 붙이도록 하고 있으며, 내
용 변경에는 계속 유의가 필요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PSA에 대해서는(원유 환산
기준이 아닌) 제품 기준으로 유제품 33만 톤, 식육 6만 1,000톤이 대상이 될 전망
이다.
하지만, 보관기간 등 자세한 것은 최종 채택 때 드러날 것이다. 한편, 채택을 내
다보는 업계 단체는 적용 대상 등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추가 대책은 국가보조 증액, 선불금 증액, 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등 유럽위원회가 COVID-19 대책으로 조기에 처리한 포괄적인 대책에 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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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표된 대책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欧州委員会、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対応する

農業･食品部門を引き続き支援’(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6월호(‘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EU 4번 정보), p.111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欧州委員会、追加支援措置を採択. 新型コロナウイルス

の影響下にある生産者のキャッシュフローの改善など’(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
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6월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EU 8
번 정보), p.116

공동 성명
EU 회원 전체 27개국 농업장관들은 유럽위원회에 의한 추가대책 방안 발표 5일
전인 4월 17일, COVID-19 위기에 대응하여야 할 EU 공동농업정책(CAP)에 근거
한 EU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럽위원회 공동성명을 제출하였다.
공동 성명에서는 공중위생 상의 긴급 사태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하
는 점, 위기적 상황에서 유럽의 식량 안전 보장과 식량 공급 유지, 생산자와 각종
농업･식품부문 및 이에 관한 CAP의 기본 틀이 맡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장래에는 강력한 CAP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위에서 모든 EU 회원국에 대한 연대와 공조를 외치며, COVID-19가 농업･
식품 시장에 준 지금까지 없었던 영향에 유의하면서, 유럽의 생산자, 식품산업, 농
촌경제에는 중장기적인 영향이 심각하고, 장기에 걸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유럽위원회가 조치한 잠정적인 국가 보조 완화의 틀 및 국경관리 및 노동
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경제 대책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투자
이니셔티브의 두 가지 패키지, CAP에 관한 몇몇 유연한 대응 등, 그동안의 대책을
평가하는 한편, “CAP 하에서 긴급하고도 적절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을 숙고하였으며, 회원국의 농업장관으로서 유럽위원회에 이하의
점을 촉진하도록 요청하였다”라고 하였다.

･ PSA를 포함한 CAP의 시장 관련 제도인 CMO 규칙에 근거한 조치 실시. 시장
의 큰 혼란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부문을 지키기 위한 CMO 규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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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조･ 제221조(예외적 조치)에 근거한 생산자에 대한 지원

･ 필요에 따라 CMO 규칙에 의거 추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모든
부문 검사, 감시

･ CAP의 두 기둥(가격･소득 정책 및 농촌진흥 정책 하에서 회원국의 새로운 유
연한 대응의 즉시 확대. 구체적으로는 보조금의 조기 지급, 이미 조치된 선불
금(률) 증가, 기타 농촌진흥 특정 조치의 실시 및 관리 시스템 유효성을 낮추
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 확인이나 행정 절차 완화

･ 강력하고 협조적인 유럽의 대응 계속. 구체적으로는 COVID-19 대응으로 유
럽의 생산자 및 각종 농업･식품부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음과 동
시에, 이 어려운 국면 및 장래에 있어 식량 안전보장, 환경보호, 미래 농촌지
역 지원, CAP강화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

･ 유럽의 생산자가 COVID-19 위기와 기후 변동과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포함
한 기타 현재 및 향후 과제에 대비할 것

12. (2020년 4월) 유럽위원회, 검역을 강화하고, 상품 및 인력 이동
제한 조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상품･인력
의 이동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는 농식품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에 부정적 영향
을 끼쳤다.
유럽 농업협동조합협회(Copa-Cogeca)는 현재 농식품 공급망의 위험 요인으로
1) 원유(原乳) 수집･운송･가공 능력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2) 시장에
서 투기나 불공정한 거래 행태가 나타날 수 있고, 3) 농작업 근무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유럽연합은 원활한 상품과 인력의 이동을 위해 녹색 차선42) 신설, 노동자 이동
에관한 가이드라인43)을 발표하여, CAP 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44).
42) 국경 통과를 위한 행정 절차가 15분 이하로 소요되는 차선을 뜻한다.
43) 농업부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중요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동을 보장
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44) 야누슈 보이체호프스키(Wojciechovski) 유럽연합 농업담당 집행위원 역시 2020년 3월 27일 인터뷰
를 통해 CAP의 간소화･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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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개최된 유럽연합 농업장관 회의에서 농업장관들은 현재 역내
에 농식품이 충분히 존재하며, 유럽연합이 취한 조치들이 공급체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1) CAP에서 요구하는 회원국의 관리･보고
의무를 간소화하고, 2) 제1축과 제2축 간 예산 전용을 유연하게 하며, 3)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언급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2020.5.18.)
- 원문출처 : 유럽연합의회, Protecting the EU agri-food supply chain in
the face of COVID-19 (2020. 4.)(https://www.europarl.europa.eu/thin
ktank/en/home.html)

13. (2020년 5월 8일자) 유럽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대책을 채택. 유제품, 쇠고기 등 민간 재고 보조(PSA)를 5월 7
일부터. 치즈는 최대 10만 톤 시장 격리에
유럽위원회는 5월 4일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
향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농산물 및 식품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2일에 발표한 예외적 시장 조치인 추가 대책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유럽위원회 야누슈 보이체호프스키(Wojciechovski) 농업･농촌개발 담당위원은
보도자료에서, COVID-19의 영향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생산자들에게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행동하였다”고 말하였다.
또 농업 및 식품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에 대해 언급한 다음, 이번에 채택
된 이들 조치가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고, 곧바로 일정한 안정을 가져올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유럽위원회는 “계속 관계자나 유럽의회, 각 회원국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추가 대책은 다음과 같다.

민간 재고 보조(Private Storage Aid: PSA45))
유제품(탈지분유, 버터, 치즈) 및 식육(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대상으로 민
45) 민간 재고 보조(PSA)은 대폭 가격 하락 등 유럽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일정량을 일정
기간 시장으로부터 격리되어 재고로 보관하는 업체에 보관비 보조를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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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재고 보조(PSA)를 발동하였다. 이로써 최단 2~3개월, 최장 5~6개월, 해당 제
품을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 시장 공급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시
장을 다시 균형으로 이끌 목적으로 시행되며, 신청은 5월 7일부터 개시된다. 종료
는 유제품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정육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공개되지 않
았다.
격리를 위해 보관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보관경비 보조가 이루어지며, 대상 품목
마다 주된 요건 등은 다음과 같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외식산업 폐쇄로 특별히 수요가 저하한 스테이크 컷트(cut)
용도로 한 등심46)과 설로인(Sir Loin47))을 포함한 월령 8개월 이상의 신선 또는
냉장 후 4분도체(四分屠體)에 대상이 맞추어졌다. 또 치즈만 상한 수량을 10만 톤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품목에 할당된 PSA를 포함한 이 대책에 관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연한 시장 지원 사업 등의 운용
와인, 청과물, 올리브 오일, 양봉을 대상으로 한 시장지원 사업 및 우유, 유제
품, 청과물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 사업을 유연하게 운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청
과물은 시행 중인 사업 변경이나 일시 중단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가 완화된다. 또

46) 등심은 소의 등골뼈에 붙은 살코기이다. 등심은 갈비뼈의 바깥쪽으로 붙어 있는 것이고, 갈비의 안
쪽에 붙어 있는 것은 안심이다. 등심은 안심보다 길고 크다. 이 부위의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갈비가 붙어 있던 부분에 가로로 지방이 끼어 있어 희끗희끗한 줄무늬가 보인다. 등심을 얇게 썰었
을 때의 특징은 반달 모양의 황색 인대가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등심으로 불고기를 한다. 고기를
질적으로 평가하면 등심은 가장 연하며, 등심 주위에 있는 지방은 맛이 좋으므로 고기 전체의 맛을
돋군다. 좋은 조건에서 사육한 소의 등심일수록 지방이 살 사이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런 고기
를 서양에서는 대리석 같다는 뜻에서 마블드 미트(marbled meat)라 하고 고가(高價)로 판매한다. 서
양에서는 등심을 갈비뼈가 붙은 채 갈비뼈 두께로 잘라 판매한다. 목에 가까운 등심을 리브(rib)라
하고 허리 부분을 로인(loin)이라고 한다. 갈비뼈 몇 개를 함께 큰 덩어리로 자른 것은 큰 덩어리째
로 오븐에 로스트로 굽고, 갈비 하나씩 두께로 자른 것은 스테이크용이다. 돼지고기의 등심은 한국
에서는 제육용으로 사용하고, 서양에서는 역시 갈비뼈째 잘라 판매하는데, 갈비 하나 두께로 자른
것은 포크 초프(pork chop)용이고 갈비 몇 개를 함께 자른 것은 로스트용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
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47) 소지육의 부분육의 명칭으로 스트립 로인(strip loin)이라고도 부른다. 등심의 제1 요추부터 제6 요추 사
이에 상당하는 부분이다. 가슴최장근으로 섬유결이 곱고 육질이 부드럽다. 쇠고기의 부위 중에서는 육
질이 가장 좋다. 근내지방이 적절히 들어간 것은 풍미도 뛰어나고, 주로 스테이크용 고기로 이용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과학기술대사전, 한국식품과학회, https://terms.naver.com/). 영국의 찰스
Ⅱ세가 즐겨먹던 고기로서, 이 스테이크는 남작의 작위를 받을 만큼 훌륭하다 하여 Loin에다 Sir를 붙여
Sirloin이 되었다고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용어해설,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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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사업에서는 학교가 폐쇄된 기간을 보완하면서, 실시 기간을 9월 30일까
지 연장하고, 집행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EU 경쟁법 적용 제외
원유, 화훼, 가공용 시금치 모두에 공통시장조직(Common Markets Organisation:
CMO)규칙 제222조에 근거한 EU 경쟁법 적용 제외가 인정되어, 사업자 스스로 공
동으로 시장 대책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시장안정에 생산자나 관련 단체 스스로 공동으로 상품시장으로부터 격
리, 무료배포, 공동 판매촉진, 계획 생산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원유 부
문은 공동으로 원유 생산을 계획할 수 있고, 화훼 및 시금치부문은 공동으로 시장
에서 제품을 철거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에 의한 공동보관도 인정된다. 예외 적용
기간은 6개월간이며, 화훼, 가공용 시금치는 5월 5일부터, 원유는 4월 1일부터 소
급 적용된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원유 생산량의 계획 등의 대책과 결과를 회원국 당국에
보고하고, 회원국은 유럽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 소비자 가격을 비롯하여
EU 단일시장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감시된다.
또한 일부에서 요구되고 있던 원유 감산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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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민간재고보조(PSA) 개요
대상
품목

제품 요건

보관 기간

신청 최소
수량

보조 단위
(1톤당)

신청
개시일

신청
최종일

상한
수량

탈지
분유

제조로부터 60일
이내 포장(25kg)
또는 대포장
(1,500kg 미만)

90-180
일

10톤

고정보관보조액: 5.11유로
1일당 보조액: 0.13유로

5/7

6/30

-

버터

제조부터 60일
이내

90-180
일

10톤

고정보관보조액: 9.83유로
1일당 보조액: 0.43유로

5/7

6/30

-

치즈

최저한
성숙기간을
경과한 보존
가능한 치즈
(HS코드 0406)

60-180
일

0.5톤

고정보관보조액: 15.57유로
1일당 보조액: 0.40유로

5/7

6/30

10만
톤

쇠고
기

8개월령 이상
신선 또는 냉장
쇠고기 중
지육등급 S, E,
U, R, O
클래스의
후(後)사분도체
(등심, 서로인을
포함)

90일,
120일,
150일

10톤

보관 보조액
90일: 1,008유로
120일: 1,033유로
150일: 1,058유로

5/7

-

-

12개월령 미만
신선 또는 냉장
지육 및 2분도체
양
지육의 램육
고기･
염소 12개월령 미만의
고기 신선 또는 냉장
지육 및 2분도체
염소고기

90일,
120일,
150일

5톤

보관 보조액
90일: 866유로
120일: 890유로
150일: 915유로

5/7

-

-

주: (-)는 현 시점에서 공표되지 않은 것.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참고(링크)
‘欧州生乳生産者団体、減産プログラムの実施を要請.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

により需要減少’(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6월호(‘新型
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EU 10번 정보)(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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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채택된 추가 대책은 국가 보조 증액, 선불금 증액, 보조금 신청 기간 연장
등 유럽위원회가 COVID-19 대책으로 조기 채택한 포괄적인 대책에 이은 것이다.
또 유럽위원회는 이번 추가 대책 외에 EU 회원국들이 EU의 공통농업정책
(CAP)의 두 번째 기둥인 농촌 진흥정책의 재원인 농촌진흥기금의 미사용 분에 의
한 생산자 및 중소규모 농업･식품사업자에 대해 최대 각각 5,000유로(59만 5,000
엔=6,247,500원: 1유로=119엔=1,249.5원), 5만 유로(595만 엔=6,247.5만 원)의
보상을 연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를 유럽의회, EU 이사회에 제안
하였다.
지금까지 채택된 대책(링크)
‘欧州委員会、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対応する農業･食品部門を引き続き支
援’(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6월호(EU 4번 정
보)(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69.html)
‘欧州委員会、追加支援措置を採択.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下にある生産者の

キャッシュフローの改善など’(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
년 6월호(‘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EU 8번 정보)(https://www.alic.
go.jp/chosa-c/joho01_002681.html)

[조지아]
1. (2020년 5월 12일) 가하리아 총리, COVID-19로 피해를 입은 농
민들에게 3억 라리(한화 약 1,146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 발표
5월 12일 기오르기 가하리아(Giorgi Gakharia) 조지아 총리는 부처간조정위원회
회의에서 COVID-19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3억 라리(1,146.9억 원48))의 지원
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조지아 정부가 발표한 지원 계획에는 농업제품 생산업자, 연료 지원금, 요금 면
제, 기금에 대한 접근성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지원 계획을
통해 0.25~10 ha 규모의 토지를 갖은 농민들은 ha당 200 라리(76,458원)를 지원
받게 된다.

48) 1 조지아 라리=382.3원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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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반 다비타쉬빌리(Levan Davitashvili) 조지아 농업부 장관은 위 지원조치가 5
월 20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토지를 등록한 토지 소유자들도 위의 혜
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종합지식포털(EMERiCs) (2020.5.14.)
- 원문 출처: Civil.ge, Georgia Announces USD 94 Mln Aid for Farmers
to Offset Impact of Pandemic (2020. 5. 12.)

[크로아티아]
1. 크로아티아 농업부와 재건개발은행, 농촌개발을 위해 1억 3,000만
쿠나 규모의 융자금 마련
5월 29일 크로아티아 농업부와 크로아티아 재건개발은행(HBOR; Croati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농촌개발을 위해 1억 3,000만 쿠
나(약 232억 5,700만 원49)) 규모의 융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융자금은 HBOR
가 연이율 0.5%의 저리(低利)로 직접 제공하며, 대출을 받는 경제 주체는 수수료
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융자 프로그램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피해를 겪은 농업･임업 경제 주체이다. 크로아티아 농업부는 이번 대출 프로그램
의 목적이 농업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한도 19만 쿠나(3,399만 원)와 최대
한도 152만 쿠나(2억 7,193만 원)로 제공될 예정이다. 대출 상환 기간은 5년이며,
대출 후 12개월간은 이자 상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단, 76만 쿠나(1억 3,596.4
만 원) 이하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 3년에 이자 상환 유예기간이 6개월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6.2.)
- 원문 출처: Reuters Latino Amé rica, Argentina anuncia segundo pago de
unos 145 dlr a trabajadores con ingresos afectados por coronavirus
(2020.5.30)(https://lta.reuters.com/articulo/salud-coronavirus-argenti
na-asistencia-idLTAKBN2360UG-OUSLT)
49) 1 크로아티아 쿠나=178.9원을 적용하였다.

63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2. (2020년 5월 28일) 크로아티아 정부,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COVID-19 피해 기업 지원하겠다고 발표.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일부 국가를 대상 입국 제한도 해제
크로아티아 정부는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COVID-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5월 21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 크로아티아 총
리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관광･운수(運輸)･접객업 부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봉쇄 조처
가 전면 해제되더라도 전년도 동기간 대비 산업별 매출을 비교해서, 피해 규모가
큰 산업 부문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하였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일자리 보전을 위해 임금 보상을 제공하기로 하고, 유럽연합
집행위도 정부의 구제금융안을 승인하였다. 플렌코비치 총리는 정부가 민간 부분
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4월과 5월에 노동자 1인당 4,000 쿠나(71만
5,600원)의 임금 보상금을 제공하여왔다고 강조하였다.
5월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도 관광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
로 크로아티아 정부가 내놓은 3억 2,200만 유로(4,250.4억 원50)) 상당의 신규 대
출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해
제하였다.

5월 28일 크로아티아 시민보호본부(Croatian

civil

protection

authorities)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크로아티아 입국 금지 조처를 해제한다고 발
표하였다. 이에 따라, 체코･헝가리･독일･에스토니아･라트비아 등 인접국 10개국
국민이 특별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크로아티아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플렌코비치 총리는 “정부가 COVID-19 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해당 국가에
서의 COVID-19 전개 과정이 크로아티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였으
며, 정부가 앞으로도 COVID-19 상황이 호전된 국가를 중심으로 크로아티아 입국
제한을 풀어, 관광 성수기를 맞은 업계의 시름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6.4.)
- 원문 출처: Croatia Week, Croatia completely opens borders to nationa
ls of 10 countries (2020. 05. 28.)(https://www.emerics.org:446/issue
Detail.es?systemcode=07&brdctsNo=303843&mid=a10200000000)
50) 1유로=1,320원을 적용하였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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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6월 26일) 크로아티아 정부, 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지원 대책 발표
크로아티아 정부가 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지원 대책을 내놓았
다. 크로아티아 농업부와 크로아티아 재건개발은행(HBOR; Croati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농촌개발을 위해 1억 3,000만 쿠나(232.57
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번 융자 프로그램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로 인해 피
해를 겪은 농업･임업 경제 주체이며, HBOR가 연이율 0.5%의 저리(低利)로 최소
한도 19만 쿠나(3,399.1만 원)와 최대한도 152만 쿠나(2억 7,192.8만 원)로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크로아티아 농업부는 이번 대출 프로그램의 목적이 어려움에 처
한 농업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6.26)
- 원문 출처: Total Croatia News, Moratorium On Farmland Sale To
Foreigners Extended For 3 Yrs, (2020. 06.17.) 등

[라트비아]
1. (2020년 5월 27일) 라트비아 정부, 2023년까지 22억 유로 규모
공공･민간 투자 계획을 포함한 COVID-19 이후 경기부양책 제시
라트비아 정부는 COVID-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5월 27
일 라트비아 정부는 2023년까지 22억 유로(2조 9,740억 원) 규모의 공공･민간 투
자 계획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후 경기부양책을
제시하였다.
라트비아 경제부가 민간 부분 연구개발(R&D)에 3억 유로(3,960억 원), 대출･보
증에도 13억 유로(1조 7,160억 원)치 예산을 투여할 방침이다.
라트비아 경제부는 2020년에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2021~2022년에 경제 회복
에 주력하는 한편, 2023년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에 시동을 건다는 3단계 경기부양
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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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라트비아 정부는 인적 자본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계획을 내놓았다.
라트비아 정부는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16만 5,000명이 참
여하고, 기업들의 수출 물량을 30% 증대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6.4.)
- 원문 출처: The Baltic Course, The ministry plans to fuel Latvia's econ
omics with EUR 2.2 bln (2020. 05. 26.) 등(https://www.emerics.org:4
46/issueDetail.es?brdctsNo=303845&mid=a10200000000&&search_opti
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
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curr)

[러시아]
1. (2020년 4월 26일) 러시아 농림부, 2020년 7월 1일까지 대부분의
곡물 수출을 종료한다고 선언
4월 26일 러시아 농림부는 2020년 7월 1일까지 대부분 곡물 수출 종료를 선언
하였다. 러시아 농림부는 4월 1일 도입한 곡물 수출 할당량 700만 톤을 모두 소진
했기 때문에, 다음 농업 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7월 1일까지 수출이 중단된다고 발
표하였다. 러시아의 농업 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에 종
료된다.
러시아 농림부는 당초 곡물 수출 할당량이 2020년 5월 중순경에 소진되리라 예
측하였지만, 해외 수요가 늘어나면서 조기에 할당량을 채웠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 관세청은 밀, 호밀, 보리, 옥수수 등의 수출신고 접수를 받지 않게 되
었다.
한편, 러시아 농림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구성원
인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는 곡물 수출이 계
속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정부, 국내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출 제한을 선택
러시아는 COVID-19로 인한 국내 식품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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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러시아의 국내 곡물 재고가 최소
1,750만 톤을 유지하고, 수출이 4,170만 톤을 넘지 않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2020
년 3월 31일 기준 러시아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약 1억 1,070만
톤의 곡물을 수확하였다. 이 중 국내에서 6,950만 톤을 소비 혹은 저장하고, 3월
31일까지 3,240만 톤을 수출하였다.
러시아는 2018년 기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곡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 또한 러시아는 2017-2018 농업 연도(2017년 7월~2018년 6월)부터 2년
연속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러시아는 2018-2019 농업 연도(2018
년 7월~2019년 6월)에 3,500만 톤의 밀을 포함하여 총 4,300만 톤의 곡물을 수출
하였다.
COVID-19 위기가 도래하기 전 러시아 농업부는 2019-2020 농업 연도(2019년
7월~2020년 6월)에 약 3,600만 톤의 밀을 포함하여 약 4,500만 톤의 곡물 수출
을 전망하였다. 러시아는 방글라데시, 이집트, 터키 등으로 주로 곡물을 수출하고
있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종합지식포털(EMERiCs) (2020.5.7.)
- 원문 출처: Radio Free Europe, Russia Cuts Off Wheat, Other Grain Ex
ports (2020.4.26.)(https://www.rferl.org/a/russia-cuts-off-wheatother-grain-exports/30577633.html)

2. (2020년 6월 19일) 러시아 농림부, 2020년 7월 1일까지 대부분의
곡물 수출을 종료한다고 선언
러시아 농업부가 ｢2025년까지 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목표치를 재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러시아 농업부는 2017년에 발표한 ｢2025년까지 농업 발
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서 가축생산지수와 농업생산지수에 대한 지표를 축소
하여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표 수정은 러시아 국내 인구 소득 감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재배 비용, 광물 비료 비용, 기술 장비
및 농업 기계 부품 비용에 대한 다른 국가가 취한 제한 조치가 주원인으로 작용하
였다.
이에 따라 가축생산지수는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15.8%에서 10.8%로 감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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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농업생산지수는 기존의 15.1%에서 13.9%로 줄일 것을 제안하였다. 농업부는
또한 COVID-19 대유행의 결과로 관련 업계의 투자 활동이 감소하였으며, 일부
투자 프로젝트는 건설, 현대화, 재건, 기술 재설비를 위한 이행 기간 연장으로 인
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몇 년간 농업은 러시아 경제의 원동력이었으며, 정부는 농산물 수출 증가
에 상당히 의존해 왔다.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불리한 기후 조건과 COVID-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현지 생산작업은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2020년 총 곡물 생산량은 밀을 포함하여 1,250만 톤에 이를 수 있으며, 최대
7,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2020/21시즌에 필요한 물량
의 이월량을 유지하면서 곡물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사나 룻(Oksana Lut) 농업부 차관은, 최근 몇 년간 농업은 러시아 경제의 원
동력이었으며, 곡물, 채소, 가축 및 가금류 생산에서 모든 주요 분야에서 좋은 성
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내 농업은 COVID-19 유행에도 불구하
고 작년 동기간 대비 3%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수입대체산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적
인 식량 부족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농업부의 농산물 수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COVID-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
해 러시아 소비자가 가격이 높은 채소류 대신 저장이 용이한 곡물류를 구입하며,
쇠고기를 싼 닭고기로 대체하는 등의 소비 형태의 변화도 농업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북방물류리포트 Vol.132(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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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1. (2020년 5월 15일) 폴란드 정부, 공공투자에 약 300억 즈워티를
지출하여 공공 인프라 개발, 학교, 낙후된 병원시설 개선, 디지털
화, 지방자치단체 발전 등 지원을 발표
폴란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에 약 300억 즈워티(약 8조 7천억
원)를 지출하여 공공 인프라 개발, 학교 및 낙후된 병원시설 개선, 디지털화, 지방
자치단체 발전 등을 지원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폴란드 재정부는 올해 폴란드 정
부 부채가 GDP의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경제 전문기관들은 올해 말 폴란드 재정적가 폴란드 GDP의 5% 이상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3% 이상으로 하락할 것이
라는 어두운 전망들이 정부 및 국제기관들의 발표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모라비에츠키(Mateusz Jakub Morawiecki) 총리는 정부투자 정책 브리핑을 통
해 COVID-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공공인프라 투자에 주력하여 경제위기 탈출의 기반을 마련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총리는 공공투자가 늘어나야 민간기업들의 투자도 활성
화되며 이는 곧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종 공공투자 사업을 발
굴하고 적극 집행할 것을 언급하였다.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폴란드, COVID-19 대응 경제규제 완화 중
(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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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시아
[중국]
1. (2020년 4월 6일자) 신종 COVID 바이러스의 낙농업에 대한 영향
에 관한 조사에 대해(중국)
1) 개요
중국 국가유우산업 기술체계 산업경제연구실51)에서는 2020년 3월 21일, 아래
와 같이 ‘신종 COVID 바이러스의 중국 낙농업에 대한 영향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
표하였다.
(1) 조사 기간: 2020년 2월 28일~3월 5일
(2) 조사 방식: 온라인 설문
(3) 조사 대상: 낙농장
(4) 샘플 수: 128개소
(지역 분포는 표 7을 참조)
<표 7> 대상 농장의 지역 분포
성･자치구･직할시

샘플 수

점유율(%)

하북성

31

24.2

흑룡강성

27

21.2

내몽고자치구

22

17.2

산동성

12

9.4

기타(12개 성)

36

28.1

합계

128

100.0

주: 하북성, 흑룡강성, 내몽고자치구, 산동서은 낙농 주산지이며, 2018년 4개 성 원유 생산량의 53.1%를 차지함.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51) 국가 유우산업기술체계 산업경제연구실(National Dairy Industry and Technology System)은 2007년
10월 중국 농업부(현 농업･농촌부)의 허가를 얻어 중국 농업대학 시절에 설립된 낙농 관련 산업 기
술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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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대상 농장의 기본 정보(표 8, 9)

<표 8> 대상 농장의 경형형태 측면 분류
경영형태

농장 수

점유율(%)

사육 마릿수 비율

개인경영

59

46.1

28.9

낙농단지

6

4.7

2.4

합작사

25

19.5

10.6

주식회사

30

23.4

44.1

국유기업

8

6.3

14.0

합계

128

100.0

100.0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표 9> 대상 농장의 규모 측면 분류
규모

농장 수

점유율(%)

사육 마릿수 비율

1,000마리 이상

41

32.0

71.9

500-999마리

43

33.6

19.4

499마리 이하

44

34.4

8.7

합계

128

100.0

100.0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대상 농장의 2019년 1마리당 연간 착유량 평균은 8,500kg.
･대상 농장의 거주 지구(마을)까지의 평균 거리는 2.6km.
･대상 농장 6% 농장의 소재지에서 신종 COVID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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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결과
(1) 방역 기간 중에 농장이 직면한 문제
① 물류 면의 문제(표 10)
<표 10> 물류에 관한 문제
문제점

연 농장수

점유율(%)

사료 등 자재 조달 어려움

62

48.4

사료 등 자재 가격 상승

89

69.5

노동력 부족

51

39.8

원료유 반출 곤란

15

11.7

기타

6

5.0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방역 기간(특히 1월 하순)에는 각지에서 도로 통행을 규제하고, 사료 등 자재
수송이 제한되면서 공급 부족에 빠졌다.

･공급 부족으로 사료 등 가격이 상승하였다.
･기타 설비 수리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고, 필요한 방호용품도 부족하였다.
② 판매측면의 문제(표 11~13)
<표 11> 원유 판매에 관한 문제
문제점

연 농장수

점유율(%)

매입(수령) 거부

8

6.3

매입(수령) 수량 제한

35

27.3

매입(수취)가격 하락

111

86.7

원유 폐기

16

12.5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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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원유판매에 관한 문제(사육규모별)
문제점

연 농장수

점유율(%)

1

2.4

매입(수취 거부)
1000마리 이상

500-999마리

499마리 이하

매입(수령) 수량 제한

7

17.1

매입(수취)가격 하락

34

82.9

원유 폐기

4

9.8

매입(수취 거부)

2

4.7

매입(수령) 수량 제한

13

30.2

매입(수취)가격 하락

38

88.4

원유 폐기

3

7.0

매입(수취 거부)

5

11.4

매입(수령) 수량 제한

15

34.1

매입(수취)가격 하락

39

88.6

원유 폐기

9

20.5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표 13> 원유가격 인하 폭
인하 폭

농장수

점유율(%)

10% 미만

46

36.0

10-20%

52

40.5

20-30%

18

14.4

30-50%

7

5.4

50% 이상

5

3.6

합계

128

100.0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물류 정체에 따라 유제품시장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원유 매입 거부와 매수 제
한, 매입량 줄이기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다.

･16개 농장에서 원유 폐기가 있었고, 1농장의 폐기 수량은 수 톤에서 100톤 이
상이었다. 이 폐기량은 방역 기간 중 원유 생산량의 15%~60%에 해당한다.

･중소 규모 농가에서 원유 폐기 등에 의한 매출 감소가 큰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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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금측면의 문제(표 14, 15)
<표 14> 자금 측면에 관한 문제
문제점

연 농장수

점유율(%)

자금 조달 곤란

95

74.2

부채 증가

46

35.9

채무 변재기간 초과

60

46.9

원유매상금 회수 지연

16

12.5

차입 곤란

38

29.7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자금 조달 문제를 안고 있는 농가가 많다. 자재 등의 가격상승에 의한 부채를 변
제할 수 없다. 유업체로부터 원유 매출금 지급 지연에 따라 자재비와 광열비를
내지 못해, 은행 업무의 정체 등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

･2019년 말 사육 마릿수로 계산하면, 농장의 1마리당 손실액은 평균 476위안(
7,430엔=78,015원52))이었다53). 대규모 농가의 평균 손실은 334위안(5,210엔
=54,705원), 중규모 농가의 평균 손실은 498위안(약 7,770엔=81,585원), 소
규모 농가의 평균 손실은 587위안(9,160엔=96,180원)으로 소규모 농가의 손실
이 가장 크다.
<표 15> 자금측면에 관한 문제(사육규모별)
문제점

1000마리 이상

연 농장수

점유율(%)

자금 조달 곤란

25

61.0

부채 증가

12

29.3

채무 변재기간 초과

12

29.3

원유매상금 회수 지연

6

14.6

차입 곤란

11

26.8

52)1 중국 위안=163.9원을 적용하였다. 이하 같다.
53) 착유우 1마리당 수익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中国における酪農･乳製品生産の現状と今後
の需給見通し’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19년 9월호(https://www.alic.go.jp/content/001168402.pdf)
p.81을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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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500-999마리

499마리 이하

연 농장수

점유율(%)

자금 조달 곤란

34

79.1

부채 증가

14

32.6

채무 변재기간 초과

21

48.8

원유매상금 회수 지연

7

16.3

차입 곤란

11

25.6

자금 조달 곤란

36

81.8

부채 증가

20

45.5

채무 변재기간 초과

27

61.4

원유매상금 회수 지연

3

6.8

차입 곤란

16

36.4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2) 신종 COVID 바이러스의 영향에 대한 대응 조치(표 16)
<표 16>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
주요 조치

연 농장수

점유율(%)

착유우 조기 건유

49

38.3

착유우 도태 가속

37

28.9

사료 급여량 감소

40

31.3

사료 배합비율 조정

45

35.2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농장은 착유우의 조기건유나 퇴출의 가속, 사료 조정 등으로 원유 생산량을 조
정하였다.

･중소규모 농장은 대규모 농장과 비교하여 조기건유나 갱신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중소규모 농장이 경영 리스크에 약하다는 점, 또 규모가 작아 생
산량을 조정하기 쉽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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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 조치의 결과(표 17~19)

<표 17> 1일당 원유 생산량 변화
변화의 정도

연 농장수

점유율(%)

영향을 받지 않았다.

50

39.1

10% 미만 감소

52

40.6

10-20% 감소

11

8.6

20% 이상 감소

5

3.9

미확정

10

7.8

합계

128

100.0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표 18> 1일당 원유생산량 변화(사육규모별)
문제점

1000마리 이상

500-999마리

499마리 이하

연 농장수

점유율(%)

영향을 받지 않았다.

18

43.9

10% 미만 감소

14

34.1

10-20% 감소

1

2.4

20% 이상 감소

3

7.3

미확정

5

12.2

영향을 받지 않았다.

17

39.5

10% 미만 감소

20

46.5

10-20% 감소

3

7.0

20% 이상 감소

1

2.3

미확정

2

4.7

영향을 받지 않았다.

15

34.1

10% 미만 감소

18

40.9

10-20% 감소

7

15.9

20% 이상 감소

1

2.3

미확정

3

6.8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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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사육마릿수 변화
문제점

착유우 마릿수(두)
2018년말

1000마리 이상

500-999마리

499마리 이하

1,426

2019년말

1,599

2020년 2월말

1,633

2018년말

392

2019년말

414

2020년 2월말

424

2018년말

189

2019년말

194

2020년 2월말

199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대응 조치 결과, 많은 농장에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소규모 농가는 중･
대규모 농가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조기 건유와 착유우 도태의 결과, 원유 생산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장
기적 생산 능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2. (2020년 7월 2일) 중국, COVID-19로 인해 브라질 공장 3곳에서
육류 수입 중단을 조치
중국이 COVID-19로 인해 브라질 공장 3곳의 육류 수입을 중단 조치하였다. 브
라질 농업부는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가 브라질 공장 세 곳에서 생산되는 육류
수입을 잠정 중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브라질 내 COVID-19 확산세가 계속
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 농업부는 중국이 공식적인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해당 공장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국 세관 당국(海關總署)은 최근 브라질 내 육류 공장 노동자들 중 COVID-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브라질 정부에 중국으로 육류를 수출하
는 사업장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브라질 최대 육류 가공업체 중 하나인 마르후리그(Marfri
g54))의 베르제아 그란데(Várzea Grande)에 위치한 공장이 중단 업체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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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농업부 웹사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브라질 내 또 다른 최대
가공업체 JBS의 파소 풍두(Passo Fundo) 지역 닭고기 공장과 미누아노(Minuan
o55))가 운영하는 라자도(Lajeado) 지역 공장에서의 육류 수입을 중단하였다고 한
다. 마르후리그, JBS 그리고 미누아노 모두 이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은 하지 않
고 있는 상황이다.
브라질 농업부 장관은 중국의 육류 수입 중단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며, 중단 해
제를 위해 중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브라질은 세 공장
이외에 다른 공장 한 곳에서 생산되는 육류 제품에 대한 중국 수출을 자발적으로
중단하였다고 전해졌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7.2.)
- 원문 출처: Reuters, Brazil says China bans three meatpacking plants
amid COVID-19 pandemic (2020.6.30.) 등

3. (2020년 7월 9일) COVID-19로 중국 식품 소비 트렌드 빠르게 변화
COVID-19가 가지고 온 식료품 시장의 수요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중국 식품시
장이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먼저 단체식사를 피하고 1인이 식사하는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혼자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1인 식당이 생겨나고 있으며, 식품
54) Marfring Global Foods S.A.(웹 사이트: www.marfrig.com). Marfrig는 JBS에 이어 두번째로 큰 브라
질 식품 가공 회사이다. 그 회사는 상파울루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22개국에 걸쳐 100개
이상의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쇠고기 생산국이다. 마르후리그는 약 9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소 산업 33개(브라질 24개, 아르헨티나 5개, 우루과이 4개), 닭 산업 21개
(브라질 14개, 유럽 4개, 미국 3개), 공산품 48개(브라질 16개, 아르헨티나 5개, 우루과이 3개)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미국 8개, 중국 1개, 태국 1개, 말레이시아 1개, 한국 1개, 호주 1개, 유럽 11
개), 브라질 4개 산업 돼지 사육장, 터키 2개 산업 단위(브라질 1개, 우루과이 3개, 칠레 1개), 닭 사
료 공장 27개, 칠면조 사료 공장. 그리고 돼지(브라질 21개, 유럽 3개, 미국 3개, 칠레와 영국 3개),
가죽 관련 14개 산업 및 상업 사무소(브라질 1개, 우루과이 4개, 중국 1개, 독일 1개, 미국 2개, 아
르헨티나 1개, 멕시코 1개, 남아프리카 3개). 일일 수용 용량은 31,200 마리의 소, 10,400 마리의 돼
지, 10,400 마리의 양, 350,000 마리의 칠면조, 370만 마리의 닭이다. 또 가공품 12만 6,000톤과 월
17만 8000매 이상의 가죽을 생산할 수 있다. 2010년 6월에 맥도날드와 다른 회사들을 위한 가공
육류 공급 업체인 키스톤 푸드의 인수를 발표하였다. 2018년에 Marfrig는 Keystone을 Tyson Foods
에게 팔았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Marfrig)
55) 브라질의 식육기업이다. 미누아노의 의미는 브라질 남부의 리오 그란데 도 솔 주와 우루과이에서
불어오는 찬 남서풍이다. 포르투갈어로 된 토종 미누네 사람들의 이름과 같다. 그것은 그 지역의 구
우초 민속에서 널리 언급되고 있다. 이 바람은 남 아메리카의 남서쪽에서 오는 한랭 전선으로부터
발생하며, 보통 한랭 전선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대기 압력의 시기에 발생한다.
(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Minu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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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에는 1인에 맞춰 포장 크기에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중국 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식
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식물을 기반으로 만든 식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IPSOS 조사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86%의 소비자가 ‘COVID-19 이후 육류 소비
습관을 바꿀 것’이라고 답하였고, 약 40%의 소비자가 ‘육류가공품 소비를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고 답하였다. 즉 인공육에 대한 시장성 확대의 발전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제품 시장 또한 18년 연평균 시장증가율이 14.7%에 이르는 만큼 발전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유제품이 가지고 있던 기능에 더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례로, Probio LG21(헬리코박터균 억제 및
암예방률 제고), R-1(독성물질예방), Probio PA-3(통풍 완화, 요산 수치 저감)
등과 같은 건강 관련 첨가제를 추가함로서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소비자층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다.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변화하는 중국 식품시장 트렌드’(2020.7.9.)
- 원문 출처: 입소스, mintel, food daily, 중국언론매체, KOTRA 선양 무역
관 자료 종합

[일본]
1. (2020년 6월 26일) 농림수산업･지역 활력창조본부, 농업정책 추
진 시 식량안보 강화 강조
일본 정부는 2020년 6월 26일, 농림수산업･지역 활력창조본부에서 COVID-19
로 인한 식량 공급망 차질을 우려하여 농림수산정책 추진에 있어 식량안보 강화를
강조하였다. COVID-19로 인한 식량 공급 우려의 내용을 살펴보면, COVID-19 감
염확대에 따른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규제로 인해 식량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COVID-19에 의한 제재에 따른 불안정한 식량 공급으
로 인해 폭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COVID-19 발생 초기에 양파 등의 농산물 수입이 일시적으로 중단
되었으며, 쌀과 파스타 등 일부 식품의 구매 증가 및 사재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식품 생산 확대 및 사재기 자제 요청으로 상황이 완화되어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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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식량 안정공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량 공급을 위협하는 요소로 COVID-19 장기화로 인한 생산･유통 영향 및 아
프리카 돼지열병(Africa Swine Fever, ASF56)), 사막 메뚜기떼 등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면서 식량 안정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졌다.
COVID-19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식량공급에 관한 큰 문
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곡물 비축량도 충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수
출규제 등 불안정한 식량 공급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식량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 국내 생산기반 강화, 2)
식품 공급망 강화, 3) 수입 식품 안정적 확보, 4) 국내에서 기술기반 확보, 5) 국민
이해 양성을 통한 종합적인 식량 안전보장 정책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농림수산업은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반면, 수확 적기가 짧아
COVID-19와 같은 수요의 급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단기적 수요 변화로 인한
생산 변동은 장기적 식량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일시적 변동에 의
한 생산 변동을 저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농업생산기반강화 프로그램

56)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이병
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
는 질병이다. 따라서,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
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
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
(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데, 사육돼지와 유럽과 아메리카대륙의 야생멧돼지가 자연숙주
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돼지인 혹멧돼지(warthog), 숲돼지(giant forest hog) 또는 bushpig는 감
염이 되어도 임상증상이 없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보균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돼지 말고
는 유일하게 Ornithodoros spp. 에 속하는 물렁 진드기(soft tick)가 이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가
돼지나 야생멧돼지를 물어서 질병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
용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프리카에서 1920
년대부터 발생해왔으며, 대부분의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다. 유럽,
남아메리카 등에도 과거에 발생해서 결국에는 대부분 근절이 되었지만,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1960년대에 풍토병으로 되어 이 질병을 완전히 근절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렸다. 이탈리아의 사르
디니아 섬에는 1978년 이후 아직까지 풍토병으로 남아 있다. 2007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지아
공화국을 통해 유럽으로 유입된 이래 이 지역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 바이러스가 널리 전파됨으
로서, 현재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에 풍토병으로 존재한다. 또한, 사육돼지와 야생돼지 집단이 널리
감염된 러시아 연방의 일부 지역에서도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다. 2018년 1월~5월까지 세계동물
보건기구(OIE)에 보고된 총 14개 발생국 중 10개국이 유럽(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
튜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국가들이고, 나머지 4개국(코트디부아
르, 케냐, 나이지리아 및 잠비아)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우리나라에도 2019년 말 경 발생하였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animal/prevent/ani_africa_pig_feve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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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월)에 따라 수출확대 및 육우･낙농 생산 확대 등 농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
한 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이와 함께 2020년 3월에 발표된 식량･농업･농촌 기본계
획에 근거한 국내 농업생산기반 강화 및 국내외 수요 변화에 대응한 생산･공급 추
진을 통해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 정책 개혁을 위해,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 플랜(2013년)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농림수산업 분야 전반의 정책 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산업정책
과 지역정책의 두 축을 중심으로 농림수산정책 개혁을 추진하여, 젊은 세대가 농
촌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 할 수 있는 강한 농림수산업과 아름답고 활력 있는 농산
어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으로 1)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단지화･규모화, 2) 농림수산
물･식품 수출 촉진, 3) 쌀 정책 재검토, 4) 농협 개혁, 5) 생산자재 및 농산물 유
통･가공 구조 개혁, 6) 스마트 농업 추진 등을 대응책으로 내놓았다.
지역정책으로는 1) 일본형 직불제도 수립, 2) 포획육 활용 추진, 3) 농박(農泊,
체류형 농촌관광)추진, 4) 농업과 복지 연계 추진 등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산림･
임업 정책 개혁, 수산정책 개혁 등도 추진한다.
일본의 농림수산정책 개혁 성과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은 7년간 두 배로 증
가하였으며, 생산농업소득은 6년간 5,300억 엔(5조 5,650억 원)이 증가하는 등 꾸
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과제 대응으로, 기존의 농림수산정책 개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1) 새로운 수출 목표 달성 정책 강화, 2) 신기술 개발･도입
가속화, 3) 생산･유통 비용 감소, 4)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등의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 대응 방향으로는 1) 중국 수출 및 식품산업 해외 활성화, 2) 신기술
을 활용한 농업지원 서비스 육성, 3) 축사건축 시 건축기준법 적용, 4) 농산물검사
규격 고도화, 5) 종합적인 안전망 대책 시행방법 검토, 6) 다양한 토지이용, 7) 농
촌 활성화지원 시행방법 검토 등이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7.13.)
- 원문 출처: 日本首相官邸 홈페이지, ‘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本部(第28
回)議事次第(資料 2)’, 政策會議, https://www.kantei.go.jp/jp/singi/nousui
/dai28/gijisida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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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1. (2020년 4월 24일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 수출에의 영향
제1분기의 농업 분야의 GDP는 다소 저하
태국 농업･협동조합성 농업경제국은 2020년 제1분기 농업분야 GDP(국내총생
산57))를 공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
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저하되었으며, 연간으로는 0.3%의 미묘한 감소를 전
망하고 있다.
이는 소독용 알코올에 사용되는 수요가 증가 경향에 있는 카사바58)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ASF(Africa Swine Fever,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
하여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 경향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외출 규제로 외식에서
소비가 비교적 많은 닭고기, 설탕 원료인 사탕수수 등의 수요가 저하 경향에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연말이나 춘제(2020년 1월 하순) 시기에 출신국으로 귀성하였던 노동자들이 태
57)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
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
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GDP
는 당해연도 및 기준년도 중 어느 해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생산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 및
실질GDP로 구분된다. 명목GDP는 생산액을 당해년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분이 반
영된 것이고, 실질GDP는 생산량에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을 곱해서 계산하므로 가격 변동은 제거되고
생산량 변동만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이 GDP를 명목과 실질로 구분하여 추계하는 것은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나 구조변동 등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명목계
열을 사용하며,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생산활동 동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질계열을 이용한다. 한편,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 부
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
제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실질GDP의 증감률로 나타낸다. 현재 한국 GDP 통계는 UN이
각국에 권고한 국제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한국은행에
의해 작성되어 분기별로 공표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통계용어･지표의 이해,
https://terms.naver.com/)
58) 카사바(cassava) 또는 마니옥(manioc)은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다년성 작물이다. 높이는 1.5~3미터
이고 지름은 2~3센티미터이다. 덩이뿌리가 사방으로 처져 고구마와 비슷하게 굵으며, 겉껍질은 갈색
이고 속은 하얀색이다. 이 덩이뿌리에는 칼슘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20~25%의 녹말이 들
어있다. 하지만 사이안화물 계열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음식으로 섭취 전에는 충분한
독의 제거 과정이 필수적이며, 영양학적으로 단백질, 지방은 거의 없고, 탄수화물에 아주 치우쳐 있
어서 카사바만 주식으로 할 경우엔 심각한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카사바 녹말을 타피
오카라 부르며, 버블티에 들어있는 타피오카 펄은 카사바 녹말로 만든 것이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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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향후 노동자 부족문제에 빠질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태국 사료생산자협회는 2020년 축산물 생산량이 5~10% 정도 줄어들 것으
로 전망하였다.

2020년 1~2월 냉동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의 일본 수출이 크게 증가
태국 상무부 국제통상협상국 발표에 따르면, 태국은 일본으로 냉동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던 가운데, 2020년 1~2월 수출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9% 늘어난 2만 3,000톤과 동 5.2% 늘어난 4만 8,000톤이었다(표
20, 21).
<표 20> 수출 대상국별 냉동 닭고기 수출량
단위: 만 톤,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2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일본

11.1

12.6

13.7

12.2

2.3

37.9

중국

-

-

2.1

7.6

1.3

13.1

말레이시아

1.8

2.7

3.2

4.1

0.7

18.7

라오스

5.2

3.9

3.4

1.5

0.1

81.8

기타

4.2

5.4

7.4

9.0

1.3

72.4

합계

20.5

21.9

26.5

30.3

5.0

4.7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이는 일본과 태국 경제제휴협정에 따른 관세 측면에서 다른 나라산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며, 양국 모두 COVID-19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향후에도 여전히 성
장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중국으로의 냉동 닭고기 수출은 2018년 3월 해금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량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 1~2월 수출량은 동 13.1% 늘어난 1만 3,000톤이었다(표
20). 중국에서는 ASF(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를 대신하여 닭고
기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태국 농업･협동조합성 축산국은 이달 들어 태국의 닭고기 수출시설이 새로 7개
시설이 추가 인정되었다고 공표하였으며, 수출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보였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총수출량은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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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4.7% 늘어난 5만 톤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유럽의 도시봉쇄 등 조치로 유통이 일부 제한되면서,
2020년 1~2월 영국으로의 닭고기 조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2만
7,000톤, 네덜란드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8.9% 줄어든 6,000톤이 이었다(표 21).
또 한국으로의 수출도 COVID-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전년 대비 10.4% 줄어든
4,000톤으로, 각 국에서 상당한 정도 감소하는 등 수출 둔화가 확인되었다(표 21).
<표 21> 수출 대상국별 닭고기 조제품 수출량
단위: 만 톤,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2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일본

23.7

27.4

28.1

29.5

4.8

5.2

영국

13.4

13.8

15.8

16.5

2.7

2.7

네덜란드

2.8

3.1

3.4

3.6

0.6

8.9

한국

1.1

2.2

2.5

3.0

0.4

10.4

기타

5.2

5.0

5.1

6.4

0.9

6.5

합계

47.7

53.3

56.0

59.0

9.5

0.1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号

[말레이시아]
1. (2020년 6월 17일) 말레이시아 사바 주 당국, 총 2억 4,000만 링
깃 규모 사바 뉴딜 경기 부양책 발표
말레이시아 사바 주(Sabah State59)) 당국은 ‘사바 뉴딜(Sabah New Deal)’이라
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사바 뉴딜이라는 이번 정책은 총 2억 4,000
만 링깃(679억 9,200만 원60)) 규모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지난 3월에 발표한
6억 7,000만 링깃(1,898억 1,1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사바 주 자체
경제 회복 패키지이다.
지난번 정책이 사바 주가 디지털 경제 체제로 변신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59) 말레이시아 사바 주는 말레이시아 북부에 위치한 지방 정부이다.
60) 1 말레이시아 링깃=283.3원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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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번 정책은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사회적 시스템 확보를 좀 더
신경 쓰는 정책이다. 사바 주는 이번에 배정한 예산을 이전 실시한 사바 주 디지털
경제화 정책을 좀 더 강화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바 주는 먼전 공공기관의 서버를 교체하고,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
여 공공 서비스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번 예산을 더할 계획이다. 다음
으로 식량 자원 강화를 위해 사바 주 농가를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2021년 1월
에 시작하여 2021년 12월에 종료할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대할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 플랫폼 도입 비용 지원을 포함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
의 경우 사무실 임대료 경감 등의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6.17)
- 원문 출처: Bangkok Post, The Business Times 등

2. (2020년 6월 29일) 말레이시아 정부, 국가경제회복계획에 따라
플랜테이션 농장을 비롯하여 소규모 농가와 어업 가계에 재정 지
원 실시 방침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가경제

회복계획(Penjana,

National

Economic

Recovery Plan)에 따라 플랜테이션 농장을 비롯하여 소규모 농가와 어업 가계에
재정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COVID-19 팬데믹의 여파는 농업과 식품 산
업 섹터도 피해갈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식량 안보가 악화되기도 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식량 생산 및 식품 유통 체인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농장과 가구들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
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특히 지원 대상을 세 종류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영세 농가에 대한 미소(微小) 금융 지원, 2) 혁신 기
술을 도입하려는 선도 기업 또는 농장, 3) 수요지와 가까운 도심지 농업 종사자 등
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밝힌 주요 지원 대상이다.
한편, 이번 정책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각 산업 섹터 지원을 위해 실시한 경제 회
복 토털 패키지 이후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농가와 수산업 종사자가 실제로 필
요한 사항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었다.
이번 정책은 개인은 물론 커뮤니티 단위로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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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농가에 종자, 비료, 자문 및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1인당 500링깃(141,650
원)을 지원하며, 커뮤니티에는 최대 5만 링깃(1,416만 5,000원)을 지원금으로 배
정하였다.
또한 수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COVID-19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인해 어업 기
구의 수리나 필요한 제품의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어
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지원책은 농수산업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과 종자 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6.29.)
- 원문 출처: Malay Mail, New Straits Times, Malaysia Kini(https://ww
w.malaymail.com/news/malaysia/2020/06/25/penjana-provides-capi
tal-for-plantation-owners-farmers-fishermen/1878854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0/06/598264/financial-reli
ef-agriculture-food-commodity-sectors-nsttv; https://www.malays
iakini.com/news/52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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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1. (2020년 5월 5일) 캄보디아 쌀 협회 재생 에너지 설비 도입과 항
만 이용료, 각종 선적 비용, 세금 부담 저감 위해 관련 법안 도입
요청
COVID-19로 인해 생활필수품을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캄보디아의
쌀 수출량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캄보디아 쌀 협회는 COVID-19 상
황에서도 유례없는 쌀 수출 성장세를 기록한 쌀 업계에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한
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1) 쌀겨와 같은 부산물 수출 제한 품목 해지, 2) 운송료 부담이 높은 품
목에 대하여 세제 혜택, 3) 농가 설비, 저장고, 운송차량 등 각종 설비에 대한 면세
정책 시행 등을 요구하였다. 캄보디아 상업개발부(Ministry of Commerce and
Development)와 실무 협약을 맺고 있는 캄보디아 농업 밸류체인 프로그램
(Cambodia Agriculture Value Chain Programme)은 캄보디아의 쌀 산업이 성장
하기 위해서는 수출 부문에서 역량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쌀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운송비용과 전력 조달
비용이라고 말한다. 이들 비용 때문에 캄보디아의 쌀 판매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
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이에 캄보디아 쌀 협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쌀 농
가에 비용이 저렴한 재생 에너지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출 시 거치게
되는 항만 이용료와 각종 선적 비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낮
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종합지식포털(EMERiCs) (2020.5.15.)
- 원문 출처: Cambodia Daily, Cambodia’s rice exports surge in first
four months (2020. 5. 5.)

66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몽골]
1. (2020년 5월 22일) 몽골은행, COVID-19 위기 대응 위해 2,400
억 투그릭 규모 모기지 프로그램을 발표
몽골은행(Bank of Mongolia)은 COVID-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 연이율 8% 모기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 모기지 프로그램은 저소득
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인에게 최대 1억 투그릭(한화 약
4,400만원)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몽골의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몽골의 COVID-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통
화기금은 9,900만 달러(약 1,208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아시아개발은행은
1억 달러(1,128.6억 원)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종합지식포털(EMERiCs) (2020.5.22.)
- 원문 출처: Montsame, Central bank to continue mortgage program with
total funding of MNT 240 billion (2020. 5. 20.)(https://montsame.mn
/en/read/226090)

[인도]
1. (2020년 5월 13일) 모디 총리, COVID-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
하기 위한 20조 루피 규모 지원책 발표, 여당 환영 의사 표명
인도 모디 총리는 COVID-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조 루피 규모
지원책을 발표하였으며, 여당은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5월 12일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COVID-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20
조 루피(324조 4,000억 원61))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부양책 규모는
2019년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며, 파키스탄의 1년 GDP 수준이다.
이번 부양책에는 이전 인도준비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이 발표하였
61) 1 인도 루피=16.22원을 적용하였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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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5조 5,000억 루피(89조 2,100억 원) 규모 부양책을 포함하고 있다. 모디 총리
는 이번 지원책이 토지, 노동, 유동성, 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인도의 자
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노동자, 상인, 정직한 납세자, 중
소기업, 가내 공업 등이 지원책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첨언하였다.
여당인 인도 인민당(BJP, The Bharatiya Janata Party)은 이번 지원책이 인도
사상 가장 큰 규모라며 모디 총리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모디 총리 연설 이후인 5월 13일 니르말라 시따라만(Nirmala Sitharaman) 인
도 재무부 장관은 5차례로 나누어 지원금을 제공하는 계획을 밝혔다. 1차 지원금
은 5조 9,455억 루피(96조 4,360.1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비은행 금융 기업
(non-banking financial companies), 전력 기업이 은행에서 무담보 대출 지원
등이 포함된다. 3조 1,000억 루피(약 50조 2,820억 원)의 2차 지원금은 향후 2개
월간 수백만 이주노동자에게 식용 곡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2차 지원금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점상, 소규모 농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지원금은 농업 인프라, 농산품 관련 기업과 농업인 단체에 제공될 예정이
며, 1조 5,000억 루피(24조 3,200억 원)가 책정되었다.
시따라만 장관은 4차 지원금과 5차 지원금은 각각 4,810억 루피(7조 8,018.2억
원)로 할당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전문가들은 COVID-19로 인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번
부양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학자와 산업 전문가들은
COVID-19 대응을 위한 국가 봉쇄로 인도 GDP가 1% 이하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인도산업연합(CII, The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은 COVID-19의
발병과 확산이 지속되면, GDP 성장 전망치가 0.9%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신
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인도의 GDP 성장률이 4~6월 -0.2%, 7~9월 -0.1%를
기록하였으며, 2분기 연속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피치의 자회사인 피
치 솔루션즈(Fitch Solutions)는 정부 발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질적인
지원금은 그것보다 적고, 현재 인도의 재정,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것
이라고 논평하였다. 피치 솔루션즈는 연금 자원, 임시 세금 면제, 농업 인프라 개
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식품 지원 등은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피치 솔루션즈는 위 지원책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급 측에 중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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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수요 측의 문제는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피
치 솔루션즈는 5월 31일까지 봉쇄를 연장한 것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
였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0.5.22)
- 원문 출처: The Economic Times, India's mammoth' COVID-19 package
much smaller than it seems, says Fitch Solutions (2020.05.19.)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indiasmammoth-covid-19-package-much-smaller-than-it-seems-says-fi
tch-solutions/articleshow/75823604.cms)

2. (2020년 5월 25일) 저렴한 인도산 쌀에 대한 수요 증가로
2020/2021년 인도 쌀 수출 15% 증가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주요 쌀 생산국가들이 수출을 제한하면서, 상대적
으로 저렴한 인도산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2020/2021년(4월1일 회계연도
시작) 인도의 쌀 수출이 15% 증가하였다.
루피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당분간 인도산 쌀에 대한 수요
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산 쌀 가격은 톤당 385~389달러 수준이며,
태국산 쌀 가격은 톤당 480~505달러 수준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5.25.)(http://www.
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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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1. (2020년 5월 14일) 카자흐스탄, 3월 수출금지 조치를 하였던 농산
물 수출 제한 조치를 6월 1일부터 해제
카자흐스탄은 COVID-19로 국내 곡물 시장 가격이 요동치자 도입하였던 농산
물 수출 제한 조치를 6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20년
3월, 밀 20만 톤, 밀가루 7만 톤 수출 할당량과 메밀, 백설탕, 감자, 양파, 마늘,
해바라기씨유 등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COVID-19 각종 제한 조치 완화에 맞춰 농산물 수출 제한도
해제하였다. 사파르한 오마로프(Saparkhan Omarov) 카자흐스탄 농림부 장관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COVID-19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농산물 수출 제한 조치
도 해제한다고 설명하였다.
카자흐스탄은 5월 15일부터 봄 경작에 돌입하였으며, 오마로프 장관은 올해 경
작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수요를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편, 카자
흐스탄은 COVID 바이러스 전염병과 관련된 검역조치가 완화되면서 교역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2020. 5. 14.),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5.26.)
- 원문 출처: Astana Times (2020.5.22)(https://astanatimes.com/2020/0
5/kazakhstan-to-lift-export-restrictions-on-agricultural-products
-by-beginning-of-june/)

2. (2020년 6월 5일) 석유가스 산업이 위기로 석유가스 서비스기업
연합회장 석유가스 산업 종사자들의 인사권을 정부가 관할할 것을
청원. 석유가스전 지대 지자체장들은 유정 수리, 시추 및 프래킹
전문 근무자들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양해각서 체결
COVID-19 및 전 세계적인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 산업
이 위기를 겪고 있다. 카자흐스탄 북서부 아티라우 주(Atyrau Region)에 위치한
텡기즈(Tengiz), 카라차가낙(Karachaganak) 석유가스전 지대에서 작업 중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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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 사이에서 COVID-19 대량 감염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COVID-19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전 세계적인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 텡기즈 석유가스전을 비롯
한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으며, 해고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를란 주마굴로프(Nurlan Zhumagulov) 카자흐스탄 석유
가스 서비스기업 연합회장은 “현재 저유가와 COVID로 인해 신규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석유가스 산업 종사자들의 인사권을 정부가 관할할 것
을 청원하였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분야에서 인력 감축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 또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
연합회 측의 인사권 관리 요청은 최근 COVID-19와 저유가로 인한 대규모 해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5월 26일 기준 텡기즈 석유가스전에서 근무하는 1만 8,000여
명이 해고되었으며, 추가로 7,500명 규모의 인력 감축까지 논의되고 있다.
텡기즈 유전지대를 총괄 운영하는 컨소시엄 ‘텡기즈쉐브로일(Tengizchevroil)’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3분기에 추가적으로 9,000명이 직장을 잃을 수
있으며, 연말에 이르러 실업자 수가 3만 6,000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
다. 또한 인력 감축으로 석유가스 생산량 또한 30%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누를란 노가예프(Nurlan Nogayev) 카자흐 에너지부 장관 또한 “현재의 위기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3,500명 또한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고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에너지부는 석유가스기업에 세
제혜택을 발표하고, 석유가스전 지대에 위치한 지자체장들은 최근 대규모 인력감
축으로 인해 중단된 업종인 유정 수리, 시추 및 프래킹(fracking, 수압파쇄를 통해
석유 및 가스를 분리하는 공법) 전문 근무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북방물류리포트 제130호 (2020.6.5.)
- 원문 출처: https://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88&i
dx=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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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1. (2020년 6월 2일) 우즈베키스탄 정부, 전국적인 COVID-19 제한
조치를 6월 15일까지 연장, 일부 제한 조치는 해제 발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COVID-19 제한 조치를 6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
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국에 내려진 COVID-19 제한 조치를 6월 15일까지
연장하면서, 일부 제한 조치는 해제한다는 내용이 조치를 발표하였다. 우즈베키스
탄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진 상황에 따라 전국을 3단계
로 구분하고 있는 데, 가장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빨강, 주의 지역을 노랑, 안전지
역을 초록 단계로 구분하여 제한 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COVID-19 확진이 상대적으로 덜한 몇 개 주의 경제 활동 재개
를 승인하였다. COVID-19 확진 초록 단계로 분류한 페르가나(Ferghana)주, 부
하라(Bukhara)주 등 6개 주에서 가족 행사 개최를 허가하고, 숙박 시설과 스포츠
시설 영업을 허가하였다. 한편, 여전히 외출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길에서 세 명 이상이 모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COVID-19로 출입국을 중단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출입
국 중단 조치에 따라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비자 유효기간을 9월 1일까지로 연장
하고, 무비자 외국인의 체류 허가 기한 또한 9월 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6.2.)
- 원문 출처: фергана, Карантин в Узбекистане продлен до 15 июня
(2020.5.30)(https://fergana.ru/news/118663/)

2. (2020년 6월 5일) 우즈베키스탄 정부, 2020년 안으로 국영 항공
사인 우즈베키스탄 항공 지분 49%, 우즈베키스탄 국영 에너지 회
사인 우즈베크네프트가즈 지분 24% 등을 매각할 예정. 일부 농업
기업도 민영화 추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취임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개혁을 표방하면서 각종 국영 기업의 민영화 혹은 지분 매각
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월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국영 기업은 총 2,965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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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중 554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분을 매각하거나 민영화
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2020년 안으로 국영 항공사인 우즈베키스탄 항공(Uzbekistan Airways)
의

지분

49%,

우즈베키스탄

국영

에너지

회사인

우즈베크네프트가즈

(Uzbekneftegaz)의 지분 24% 등을 매각할 예정이다.
2020년 3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목화산
업을 주도하던 우즈파흐타사노아트(Uzpakhtasanoat)와 우즈베키스탄 국영 곡물
회사인 우즈돈마흐술로트(Uzdonmahsulot)의 민영화를 발표하였다. 두 회사가 민
영화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정부 주도로 목화 및 곡물의 정부 수매와 농업인에
게 수확량을 할당하여 생산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농업인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6.5.)
- 원문 출처: фергана, Уцененную «Узбечку» купила сингапурская компания
(2020.05.28.)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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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
1. (2020년 5월 30일) UAE 토후국 중 하나인 라스알카이마,
COVID-19에 대응하여 국가 경제 지원을 위한 통합경제자극 패키
지 출시 발표
5월 30일 아랍에미리트(UAE)의 토후국 중 하나인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응하여 국가 경제 지원
을 위한 통합경제자극 패키지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라스알카이마의 이
번 정책은 국가 전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UAE 정부의 정책과 마찬가지
로, COVID-19 위기에 직면한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관
광, 환경, 정부 서비스 등 일부 산업군과 현지 중소 기업을 위주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은 라스알카이마 경제지구(RAKEZ, Ras Al Khaimah Economic
Zone), 라스알카이마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라스알카이마 관광개
발청(Tourism

Development

Authority)

및

환경보호개발청(Environment

Protection and Development Authority)과 공동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정
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경제 지원을 크게 지불 유예, 각종 요금 납부 연기, 상
담 및 원조 서비스 제공 등 3단계로 추진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라스알카이마 내 사업 허가 갱신 수수료는 25% 감면되며, 유효 기간
만료 일자도 기존의 만료 기간에서 60일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호텔, 리조트 등
숙박업을 포함한 모든 관광업에는 상업등기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라스알카이마 경제지구는 현지 기업 1만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등의 경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6.2.)
- 원문 출처: Gulf News, COVID-19 response: Ras Al Khaimah launches
integrated stimulus package to support its economy (2020.5.30)(http
s://gulfnews.com/business/covid-19-response-ras-al-khaimah-lau
nches-integrated-stimulus-package-to-support-its-economy-1.717
6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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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1. (2020년 6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COVID-19로 인한 식량
위기 예방 위해 사우디 농업개발기금 통해 24억 5,000만 리얄 규
모 경제 지원 정책 시행 발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COVID-19로 인한 식량 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우
디 농업개발기금(ADF, Agricultural Development Fund)을 통해 24억 5,000만
리얄(8,135억 2,250만 원62)) 규모의 경제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사우디 농업개발기금은 해당 정책에 대해 COVID-19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 지원
정책이자, 국내 농업 활동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여 식품 공급 과정을 안정
화함으로써 국내 식량 안보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무니르 빈 파하드 알사흘리(Munir bin Fahad Al-Sahli) 사우디 농업개발기금
사무총장은 국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여러 농업 프로젝트 추진에 3억 3,000만
리얄(1,095억 7,650만 원)의 대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사우디 농업
개발기금은 쌀, 설탕, 옥수수, 대두 등의 수입을 늘리는 계획에 직접 수입 계약 4
건을 포함하여 약 20억 리얄(약 6,641억 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각종 채소의 온실 재배를 위해 가금류 및 야자열매 가공공장 운영 등에 필
요한 운영 자금 9,100만 리얄(302억 1,655만 원) 가량도 사우디 농업개발기금을
통해 지원되었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6.8)
- 원문 출처: Bloomberg Australia-NZ, Arab News, Saudi Gazette 등

62) 1 사우디 리얄=332.05원을 적용하였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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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2)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Ⅰ. 북미
[미국]
1. (2020년 3월 22일) 미국 Farm Policy News, ‘COVID19로 인한
미국 농업의 영향 및 대응’을 발표
세계 코로나19(COVID-19) 펜데믹 선언 이후 미국 농산물 선물가격 하락 폭이
커졌다. 곡물 선물가격은 옥수수 10%, 밀 2%, 대두 4% 하락하였으며, 연료 소비
위축으로 에탄올 생산량 감소가 옥수수 가격을 더 떨어뜨렸다. 한편, 외식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비육우 선물가격이 13% 하락하였다.
수급 측면에서는, COVID-19는 생산 충격보다 소비 위축으로 미국 농업에 영향
을 미치지만, 최근 사재기로 인한 미국 농산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었다. 단기적으
로 수급 불균형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COVID-19가 농가의 영농활동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식업에 미친 영향으로는, 자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소비되는 식품은
증가하는 반면, 외식업에서 소비하는 식품은 감소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정부는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에 COVID-19에 대한 대응으로 총 500억 달러(약 62조 5천억 원
규모)를 농가소득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하였다. 미국 상품신용공사는 미국 농무부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
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
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에 이어 이번 2편에서도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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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로, 1933년 농가소득과 가격안정 지원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인력측면에서는 임시 노동자(guest worker)가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도 미국 내
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H-2A 비자를 소유한 농업
종사자들은 멕시코로부터의 입국 금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COVID-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280

2. (2020년 3월 27일) 미국 FAPRI, ‘COVID-19에 대한 식량안보 대응’
발표
FAPRI는 COVID-19로 채소나 야채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지만, 필수 농산물인
쌀, 밀, 옥수수 공급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2007-2008년
식량 위기 때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 정책으로 인해 가격 폭등을 부추긴 바 있다.
수출 제재로 필수 농산물2)의 시장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국은 낮은 관세 추진에
도 불구하고 비싼 원자재 가격과 시장 가격 상승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
다. 특히, 2007-2008년 동안 쌀 가격은 50% 이상 상승하였다.
2007-2008년 식량 위기 때처럼 COVID-19로 인한 주요 농산물 수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시리얼, 유지작물, 채소 수출을 4월 15일까지 제
재하길 하였고, 베트남은 쌀 수출을 전면 통제하였으며, 러시아는 밀 수출을 제재
하였다.
각 국가별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제재는 전 세계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수 농산물의 재고량 부족은 아직 없다. 하지만, 수요 대비 재고량
(stock-to use ratio)은 식량위기 때보다 높다. 특히, 중국을 제외하고 2019년 수
요 대비 재고량은 지난 20년의 중간값 수준이기 때문에 필수 농산물에 대한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필수 농산물 작황이 좋을 전망이다. 미국 농무부는 필수 농산물 중 밀과 쌀 생산
량은 각각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좋은 작황은 COVID-19로 인한 공급
차질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농산물 수출은 주요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 밀 수출 3%를 차지하는 카자흐스탄의 수출 제재, 밀

2) 주요 식량 작물로 쌀, 옥수수, 밀, 콩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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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베트남의 쌀 수출 제재는 필수 농산물 수입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제재는 지양해야 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COVID-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282

3. (2020년 4월) 미국 식량농업정책연구소, ‘COVID-19 미국 농업부문
영향 및 전망’ 분석
미국 식량농업정책연구소(PAPRI) 는 2020년 4월 ‘Early Estimates of the
Impacts of COVID-19 on U.S.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 Farm
Income and Government Outlays’를 분석⋅발표하였다. 2020년 거시경제전망을
기존 전망치보다 하향 전망하였다. 기존 전망치 대비 실질소비지출은 –5.0%, 식료
품소비지출은 –2.5%, 유가는 –15.0%, 금리는 –0.5% 하향 조정하였다.
<표 1> 미국 거시경제전망

발표 자료에 의하면, COVID-19로 인해 대부분의 2020/21년 곡물가격이
5~10% 하락하고, 2020년 축산 가격은 8~1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9/20년 밀은 COVID-19 확산 이전에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영향이 미미하지
만, 2020/21년 밀 가격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축산물 가격
은 소비위축으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지만, 2021년에 COVID-19 충격은 완화되어
0.5~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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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OVID-19 여파로 인한 가격변화

한편, 곡물 가격 하락으로 정부 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에탄올 소비 감
소로 2021년 옥수수에 대한 정부지출은 10억 달러로 그 규모가 다른 작물(대두 2
억 달러, 면직 6억 7천만 달러)에 비해 크다.
2020년 농가소득은 곡물(119억 달러)보다 축산(202억 달러) 농가소득이 더 낮
아지지만, 2021년 곡물 농가소득(73억 달러)은 축산(26억 달러)보다 더 낮아질 전
망이다. 회계연도 2021년 곡물 농가소득은 마케팅 연도 2020/21년 가격변화에 영
향을 받기 때문에 하락 폭이 큰 반면, 축산은 사료값 하락, 유가하락에 따른 영농
자재비 하락, 금리하락으로 인해 2021년 축산 농가소득 하락 폭이 작아진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83-284

4. (2020년 4월 14일) 미국 Project Syndicate가 ‘포스트 COVID-19
농업 변화’ 분석⋅발표
미국 Project Syndicate는 2020년 4월 14일 ‘Agriculture After the
Pandemic’을 발표하였다. COVID-19로 인한 경제 불안 심리는 각 국가의 농업분
야를 포함하여 보호주의가 팽배해져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의존하던 서부 유럽은 국경이 폐쇄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농업에서도 기간
제 멕시코 근로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COVID-19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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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도 COVID-19 이후 농업 활동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원상태로 돌아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 수급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드론, 자동화 트렉
터, 파종 및 수확에 특화된 로봇 등 농업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
되고 있다.
COVID-19로 인해 농산물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급망 다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프리카의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Plan)은 농업의 노동력 증대를 2030년까지 100만 명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동집
약적이고 농경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NDP는 관개시설 확충 투자, 생산성 향상,
수출국가 확대를 자동화 시스템과 함께 발전시킬 계획이다.
COVID-19 이후 많은 국가들의 정책입안자와 산업 종사자는 자동화 시스템 발
전 추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의존하는 국가일
수록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인력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83-284

5. (2020년 4월 17일) 미국 정부의 COVID-19 대응 농업부문 지원
정책을 홍보
2020년 4월 1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COVID-19 대응 농업부문에 190억 달
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농업분야 지원 중 미국 코로나 지원금
(Coronaviurs Relief Bill)으로 2조 2천억 달러 지원하는데, 이는 총 지원 규모 대
비 0.86% 수준이다.
미국 상원은 COVID-19에 대응하여 595조 원의 추가 지원 예산안을 통과
(2020.4.22.)시켰다.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160억 달러를 COVID-19로 실질 피해
를 받은 농업인에 지원하며, 미국 농무부는 지역단체를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신
선식품, 유제품, 육류를 구매3)하고, 푸드뱅크, 지역커뮤니티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미국 농무부는 지역 사회 및 푸드뱅크 요청이 있으면 8억 7,330만

3) 신선식품, 유제품, 육류를 1억 달러씩 매달 구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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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규모의 식료품을 구매하고 푸드뱅크에 제공할 예정이다. 가족우선
COVID-19 대응 긴급법(FFCRA)과 COVID-19 지원, 구제, 경제안전법(CARES)
에 의거하여 최소 8억 5천만 달러를 푸드뱅크 행정 비용 및 농무부 식료품 구매에
지원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83-284

6. (2020년 4월 22일) COVID-19로 인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증액
미국

농업부는

‘USDA

Increases

Monthly

SNAP

Benefits

by

40%(2020.4.22.)’을 통해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
한다고 발표하였다. 내용에 따르면, 미국 농업부는 COVID-19 여파로 실직과 기
아에 고통받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 20억 달러의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
램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의 40%를 증액하여 저소득층과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
지는 국민4)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존에 매월 45억 달러의 영양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매
월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긴급 지원금이 제공된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성인
2명, 아동 3명에 소득이 없는 5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768달러를 지원받지
만, 신고대상 수입 및 다른 요인으로 인해 5인 가구의 평균 지원금은 매월 528달
러이다. SNAP 혜택을 받는 모든 가구는 기존에는 최대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SNAP 지원금 증액을 통해 모든 가구는 최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긴급 지원금을 통해 평균 5인 가구에 추가적으로 매월 240달러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us Response Act, FFCRA)에 의거한 공공 건강 긴급 지원으로 매
월 지속적으로 SNAP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83-284

4) 미국 50개 주와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워싱턴 D.C.를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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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년 4월 28일) 미국 JDSUPRA, ‘COVID-19 식품지원프로그
램(CFAP)’ 발표
미국 농업부는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공급망 유지와 식량안보 지원
목적으로 식품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최소 19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으로
직접지원과 상품구매 방식으로 나누어 지원된다. 직접지원은 160억 달러로, 생산
자 그룹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식품 공급망 차질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금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2020년 1월 이후 최소 5% 가격 하락이 발생한 농
산물에 지급되며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고 있다.
<표 3> 품목별 예상 지원금 규모

지원금 수준은 두 가지 계산 방식을 통해 결정된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발생된 가격 손실의 85%를 지원, 2) 2020년 4월 15일부터 다음 두 분기
까지 예상되는 손실의 30%를 지원한다. 품목당 12만 5천 달러, 농가당 25만 달러
로 지원이 제한되고, 전체 소득에서 농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75%에 못 미
쳐 조정된 총소득이 90만 달러이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식품지원프로그램에
서 농가 직접지원은 2020년 5월 초부터 등록이 시작되고 2020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부의 상품신용공사(CCC)는 2020년
7월에 14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보충할 것이다.
상품구매 지원은 30억 달러이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농식품 위주의
식품 박스를 푸드뱅크나 지역 단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단, 신선품, 유제품, 육류
는 미국 내에서 생산 및 가공된 것을 대상으로 구매 지원이 이루어진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83-284
- 원문 출처: https://www.jdsupra.com/legalnews/usda-s-coronavirus-fo
od-assistance-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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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0년 5월 19일) COVID-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미
국의 돼지고기 수출 현황 및 전망
COVID-19는 2020년 4월 초 미국 돼지 가공처리 시설의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인해 돼지고기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30일 동안 미국
돼지 가공처리 시설 가동률은 75% 수준이다. 2020년 4월 돼지 도축과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고, 2020년 5월 초 가공처리 시설 가동률은 다소
상승하여 5월 첫째 주(2020.5.1.~5.8.) 가동률은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60.3%였
다. 여기에서는 미국 Farm Policy News의 ‘A Closer Look at U.S. Pork
Exports from USDA’s Economic Research Service(2020.5.19.)‘의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그림 1> 미국 돼지 가공처리 시설 가동률

2018년 8월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국 돼지고기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국 수입 수요가 증가하여, 2020년 1분기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40% 증
가한 20억 파운드였다. 미⋅중 무역마찰로 중국의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 비중이
높았으나, 2020년 1월 무역합의로 미국산 돼지고기 비중은 11%p 상승한 18%였다.
중국발 돼지고기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COVID-19 여파로 2분기부터 본격
적으로 미국 돼지고기 생산 차질과 전 세계 소비 위축으로 미국 돼지고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농업부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미국 돼지고
기 수출량은 전기보다 1억 파운드 감소한 16억 파운드, 4분기에는 18억 파운드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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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88-289
- 원문 출처: https://farmpolicynews.illinois.edu/2020/05/a-closer-lookat-u-s-pork-exportsfrom-usdas-economic-research-service/#

9. (2020년 5월 29일) USDA-ERS의 COVID-19로 인한 미국 농산
물 무역 영향 전망
미국 USDA-ERS는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2020.5.29.)’를 발
표하였다. 여기에서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2020년 미국 농산물 수출은 1,365억 달러로 전망하며, 이는 COVID-19 이전인
2월에 발표된 전망치보다 30억 달러 낮아진 수준이다. 대두의 경우, 브라질의 대
두 수출 증가로 COVID-19 이전 전망치 수준보다 19억 달러 줄어든 165억 달러로
전망한다. 면화의 경우에는 COVID-19로 인한 해외 수요 감소로 COVID-19 이전
전망치 수준보다 10억 달러 낮아진 52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옥수수의 경우에는
충분한 수출물량 재고와 에탄올 연료 소비위축으로 COVID-19 이전 전망치 수준
보다 5억 달러 줄어든 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밀의 경우, 충분한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고 미국 밀 가격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COVID-19 이전 전
망치 수준보다 3억 달러 줄어든 61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축산과 유제품의
경우에는 돼지고기와 유제품의 수입 수요 증가가 쇠고기와 닭고기 수입 수요 감소
를 상쇄하면서 COVID-19 이전 수준과 비슷할 전망이다.
2020년 미국 농산물 수입은 1,302억 달러로 전망하며, 이는 COVID-19 이전인
2월에 발표된 전망치보다 23억 달러 줄어든 수준이다. 맥주, 신선과실, 신선채소
와 같은 원예 작물의 수입 감소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2020년 무역수지는 2019년보다는 개선되겠으나, COVID-19 이전에 발표된 2020
년 무역수지보다는 수입액 감소 폭보다 수출액 감소 폭이 더 커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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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 농산물 무역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89-290
- 원문 출처: https://www.ers.usda.gov/webdocs/outlooks/98517/aes-112.p
df?v=8070.4

10. (2020년 6월) COVID-19로 인한 미국 농식품 산업 영향 분석
여기에서는 미국 Council for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CAST)의

‘Economic Impacts of COVID-19 on Food and Agricultural Markets(2020.6.)’
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전례에 없던 COVID-19 전염병 확산으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WTO는 V형, U형, L형자의 세 가지 시나리오의 COVID-19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
률 전망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별로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4.8%,
-9.2%, -11.1%로 전망하고,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4.2%, 8.1%, 2.8%
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무역은 COVID-19 사태 이전부터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농업에 큰 타격
을 받는 상황이고, COVID-19 이후 자국 산업 보호 및 이동 제한과 소비 위축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은 더 감소할 것이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으로 미국의 농
업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지만, COVID-19로 인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 제한으로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간 협조가 절실히 필
요하다.
COVID-19로 인한 공급망 차질은 식품업과 소매업에 영향을 미친다,
COVID-19 사태로 집에서 육류를 소비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식품 서비스업은 크
게 위축된 반면, 식료품점 4월 매출은 13% 증가하였다 육류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서 차질이 발생하고, 산림 및 목재 분야에도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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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COVID-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공급 불가변성은 식품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친
다. 특히 소비자들이 인접 지역의 COVID-19와 관련된 정보를 접했을 경우와
COVID-19 관련 장려책을 지원받았을 때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농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나 이동 제한으로 농식품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판
단할 경우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COVID-19로 인한 사재기 현상, 식료품 재고 관리, 소득 감소, 농산물 가격 상
승으로 소비자 소비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 위축으로 COVID-19
기간 동안 우유는 370만 갤런을, 달걀은 10만 7천 개를 폐기 처분하였다.
COVID-19로 인해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의 농산
물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다가오는 곡물 추수 기간에 노동력 부족으로 인
한 폐기물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COVID-19는 미국 식량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20년에는 2018년보다
1,700만 명 많은 5,400만 명의 미국인이 식량안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어린이 그룹의 경우에는 식량안보 취약율이 높아져 2020년 어린이 대상 식량안
보 취약자 수는 2018년보다 700만 명 많은 1,8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한 소비 위축은 미국 곡물 시장에 중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소
비 위축으로 인한 글로벌 곡물 재고량이 증가하고, 가격 하락으로 수익률을 감소시
키고 있다.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원(FAPRI)에 따르면, 2020년 곡물(△47억 달
러), 대두(△21억 달러), 밀(△4억 달러), 면(△6억 달러), 기타 곡물(△41억 달러)
소득은 감소하고, 축산업의 경우, 2020년 소(△96억 달러), 돼지(△22억 달러), 닭
(△0.5억 달러), 우유(△40억 달러), 기타 축산(△4억 달러)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농가 유동성 악화로 1~2년 내 농가 파산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일시적인 해고와 높은 실업률은 농업 고용 인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큰 반면, 농업 외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했을 경우 다시 농업분야로 안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비자(H-2A)에 대한 제재 완화로 농
업인력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COVID-19 확진자 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농촌지
역 내 범죄자, 양로시설, 육류 유통업체, 저소득층 거주자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
로 발생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에 취약한 농촌 지역의 병원이나 요양시설 관리
감독, 원격의료지원 시스템 확대 및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교육 확대와 같은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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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COVID-19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장기적인 대비와 함께 학계와
정책 입안자의 논의를 통해 포스트 COVID-19를 대비하여야 한다. COVID-19로
인해 농산물 서플라이 체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농산물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의 제도개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기반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
헬스케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농업인력 확
보 등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91-293
- 원문 출처: https://www.cast-science.org/wp-content/uploads/2020/06/
QTA2020-3-COVID-Impacts.pdf#page=5
https://www.cast-science.org/wp-content/uploads/2020/06/Ag-quickC
AST-QTA2020-3-COVID-Impacts.pdf

11. (2020년 2년 6월 9일) USDA와 FD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식량 공급 체인 보호 강화에 관한 각서를
체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안전하고 충분한 양의 식량 공급 체인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미국 농
업부(USDA)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5월 19일 대통령령 13917호5)를 실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과일 및 채소 가공시설을 포함한 FDA 감독에 의해 식품시설 가
동 중단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각서6)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5) COVID-19에 관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 적용되는 사이에서 국방 생산 법(Defense Production Act)에
근거하여 미국 국민에게 단백질을 계속 공급하기 위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가금육 처리장
이 조업을 계속할 것을 명하는 대통령령. 이 대통령령이 농업장관이 육류 및 가금육 처리장 이외에
특정 식량 공급체인 공급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번의 각서에 따른 USDA의 관할 밖이
며 FDA의 관할 하의 식품 시설을 인정할 때의 합의 사항이 정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日本農畜産
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トランプ大統領、食肉⋅食鳥処理場の操業継続を命じる大統領令
を発出(米国)｣(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1.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6) 각서(PDF):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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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에는 FDA가 수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6개 항목, USDA에 대해 3개 항목,
두 기관의 합의 사항에 대해 2개 항목을 명기하고 있다. 이 각서의 발효에 따라,
FDA 관할 하에 있는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보관을 하는 국내 식품 관련 시설 및
식품 재배나 수확을 제공하는 곳에 대해, USDA가(대통령령 13917호에 의해 대통
령이 농업부장관에게 위임한) 국방생산법에 기초한 권한 행사를 위한 절차가 작성
된다.
발표는 “미국 내에서 재배된 많은 과일⋅채소를 냉동 시설과 통조림 공장으로
보내는 수확 전성기를 맞고 있어, 이 각서에 따른 이들 시설의 조업을 담보하는 것
은 중요한 대처이다. 또 FDA는 앞으로도 주와 지방 규제 당국과 협력할 것, 식품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에 대응하고, 국방생산법에 의거 추가 조치
가 강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필요하면 주, 지방 등 규제 당국이나 공중⋅위생 담당
부서, 산업 생산품 부문, 보건복지부 질병대책⋅예방센터(CDC)와 노동성 노동안
전⋅위생청(OSHA)등 관계자와 협의한 후, 노동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시설 재
가동 및 유지를 위한 길을 표시하는 것”이다.
또 발표에서는 “USDA 또는 FDA 중 어디에서 규제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모
든 식량⋅농업부문은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CDC
과 OSHA의 가이드라인에 준거하여 조업을 계속하는 것은 공중위생을 위하여 불
가결한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 대한 식량 공급을 위해
매일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
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mou-between-fda-usda-dp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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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 6월 9일) 외식 지출액, 2019년은 과거 최고이며, 2020년
2월 이후 급락
미국 농업부 경제조사국(USDA/ERS)이 6월 2일에 공표한 ｢Food Expenditure｣
에 따르면, 2019년 식품 지출액(명목 기준, 알코올 음료 제외)은 가정 내 식품 지
출액이 7,994억 달러(86조 3,352억 엔=966조 908억 원7): 1미국 달러=108엔
=11.19원), 가정 외식품(외식)지출액이 9,694억 달러(104조 6,952억 엔=1,171조
5,392.88억 원)로 모두 전년을 웃돌아, 과거 최고를 갱신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미국의 식품 지출액 추이

또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 기준도 완화되면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가정 내 식품 지출액(실질 기준)을 업종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많은 ‘식
료품점’은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여 12.6% 증가하고, 비중은 58%(2014년과 동
일한 수준)(그림 3)이다. 이어 비율이 높은 ‘회원제 할인점, 슈퍼 센터8)’는 2014년

7) 1엔=11.19원, 1달러=1,208.52원 적용
8) 비식품의 할인점에 식품 슈퍼나 약국 등을 조합한 대형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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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13.6% 증가하였고, 비중은 22%(2014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또한 ‘통신 판
매⋅택배’는 비중이 3%로 작지만, 2014년 대비 36.0% 증가하는 등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3> 미국의 업태별 가정 내 식품 지출액 추이

2019년 가정 외 식품 지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패스트푸드점 등의 ‘주문, 지불
을 계산대나 드라이브 스루에서 하는 음식점’은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여
24.7% 증가하고, 비중은 39%(2014년 대비 4포인트 증가)로 가장 비중이 많은 업
태가 되었다(그림 4). 이어 비율이 높은 ‘완전한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은
2014년 대비 9.2%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35%(2014년 대비 1%포인트 감소)로 2번
째로 많은 업태로 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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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의 업태별 가정 외 식품 지출액 추이

최근의 월별 식품 지출액(명목 기준)을 보면, 2020년 1월까지는 대부분의 월에
서 ‘가정 외’가 ‘가정 내’를 넘었으며, 외식 비율(식품 총 지출액 중 가정 외 식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대 전반에서 추이하여 왔다(그림 5).
<그림 5> 미국의 식품지출액 추이(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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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으로 각 주에서 외출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2월 및 3월의 ‘가정 내’지출액
은 전년 동월보다 각각 7% 증가, 20% 증가하였지만, ‘가정 외’지출액이 각각 37%
감소, 50% 감소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지출액도 16% 정도 감소하였다.
그 결과, 2월 외식 비율은 38%(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감소), 3월은 31%(전년
동월 대비 21포인트 감소) 되었다. 5월 이후 외출 제한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오
고 있어 ‘가정 외’는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어디까지 회복할지, 향후 동향이 주목
된다.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
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13. (2020년 6월 12일) 식육 처리장, 식조 처리장의 처리 능력, 전년
같은 시기의 95% 이상까지 회복
이전의 보고9)에서 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감염 확대에 의한
조업 정지, 일시 휴업 등이 이루어졌던 미국의 식육⋅식조 처리장의 처리 능력은
전년 같은 시기의 95% 이상까지 회복하였다.
미국 농업부(USDA)는 6월 9일 퍼듀 농업부 장관이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인
식육⋅식조 처리장이 안전하게 재개하고 있음을 치하하였다는 보도 자료를 발송
하였다.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6월 9일 아침 시점에서 소, 돼지, 브로일러의 처리 능력
은 모두 전년 같은 시기의 95% 이상(쇠고기 작업장은 동 98%, 돼지고기 처리장은
동 95%, 식조 처리장은 동 98%)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 미국의 식육⋅식조 처리장은 “보건복지부의 질병대책⋅예방센터(CDC)와 노동
부의 노동안전⋅위생청(OSHA)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명령하였는데, 국방생
산법에 근거한 대통령령10)에 의해 안전성을 담보하고11) 조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9)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米国の大手食肉パッカー、相次ぎ操業停止’,‘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
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號,(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8.html)
10)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トランプ大統領, 食肉⋅食鳥処理場の操業継続を命じる大統領令を発出(米国)’,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號(https://www.alic.go.jp/c
hosa-c/joho01_002691.html)
11)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食肉⋅食鳥処理場の操業維持に関する大統領令に基づき, 米農務省が対応を講
じる(米国)’,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號((https://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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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퍼듀 장관은 이 보도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식육⋅식조 처리
장이 안전한 방법으로 재개하고, 미국의 생산자와 목장주가 자신들의 생산물을 시
장에 확실하게 출하할 수 있도록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였다. 국민을 뒷받침하는
식육⋅식조 처리장 종업원, 기업, 현지 당국이 신속하게 조업을 재개한 것은 거국
적으로 치하하기에 어울리며, 식육⋅식조 처리장에 식량을 의존하고 있는 수백만의
미국인에게 몹시 희망적으로, 다양한 식육을 다시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미국 식육 시장은 식육⋅식조 처리장 가동률 저하와 레스토랑 휴업 등에 따른
수급 양면에서의 혼란에서 도매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로 4월 도축 마릿수를 보면, 소가 전년 동월 대비 78.5%, 돼지가 동 88.9%, 브로
일러가 동 98.8% 각각 감소하였지만, 식육⋅식조 처리장 가동률을 회복함으로써
5~6월 이후의 공급 면에서의 불안이 불식되고 시장 안정화, 진정이 기대된다.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
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14. (2020년 6월 29일) 농업계는 공동 1단계의 미⋅중 경제⋅무역협
정을 지지하는 서한을 발표(미국)
6월 16일 미국 농업 단체와 기업을 포함한 약 200개 관련 조직들이 연명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농업부(USDA) 퍼듀 장관 등에게 제1단계 미⋅중 경제⋅무
역 협정(이하 ‘협정’)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협정이 체결된 데 대한 미국 정부 당국에 감사의 말부터 시작되며, 미
국 농업 단기 및 장기적 성공과 성장에 협정은 필수적이며, 농업부문에서의 수 백
만의 미국인 일자리 유지에도 공헌하고 있다는 미⋅중 무역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또 “현재 미국산 농산물의 중국 수출 페이스는 협정 노력 목표를 밑도는 페이스
이긴 하지만, 미국 농가, 목장주, 농촌 커뮤니티는 중국이 향후 수입 속도를 가속
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며 중국의 미래
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였다.
2020년 미국 농업 총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9%에 해당하는 110억 달러(1조
1,880억 엔=13조 2,042억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협정에 따
w.alic.go.jp/chosa-c/joho01_002695.htm). (참고) USDA보도 자료( https://www.usda.gov/media/pre
ss-releases/2020/06/09/americas-meatpacking-facilities-operating-more-95-capacity-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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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산 농산물 및 식품의 대 중국 수출 측면에서는 과거에 없던 뛰어난 호기라
할 수 있다. 미국 농업의 고용을 증가시켰고,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물류, 중요
한 항만 네트워크 유지 등 서플라이 체인 전체 경제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메
커니즘을 제공하였다.
또 “중국은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3번째 미국산 농산물 수출국으로,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산 계급은 미국에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서한에서 미⋅중 무역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2020년 2월 14일 발효된 협정에 따른 서한에서, 협정의 영향으로 알려진 항목
이나 기타 지금까지 중국 수출 접속이 개선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옥수수
중국은 세계 수요의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시장이다. 미국산 옥수수
는 2013년 후반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12)) 문제로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90% 이상에서 10%미만으로 감소하면서, 협정에 의한 GMO 취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두
2017년에는 대두 수출액이 139억 달러(1조 5,012억 엔=16조 7,984.3억 원) 규
모로, 중국에 대한 미국산 농산물 수출액의 52%를 차지하였다. 그 뒤 2018년 이후
의 보복 관세로 수출 물량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2020년 수출량은 증가 경향에 있
다. 협정에 따른 농산물 구매 목표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12)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전자 재조합기술(Biotechnology)로 생
산된 농산물로, 미국 몬산토사가 1995년 유전자변형 콩을 상품화하면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한 개
념이다. 대표적인 GMO로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라고 많이 부르지만 공식 용어는 LGMO(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다. 반면 유
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비유전자변형(Non-GMO)'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이란 특정
작물에 없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특성의 품종을 개발하는 유전공학적 기술을 말
한다. 즉,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 등 유용한 유전자만
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물 A가 특정 병충해
B에 취약할 경우 동종 또는 이종의 작물에서 병충해 B에 강한 유전자를 추출, 식물 A에 결합시켜
또 다른 품종 A1을 개발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선택적 증식 ▷이종교배 ▷성전환 ▷염색
체 변형 ▷유전자 이전 등 생명공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
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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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료
협정에 따른 가공용 미국산 보리, 사료용 건초 티모시, 알팔파 덩어리와 큐브,
아몬드 밀 덩어리와 큐브 등 가축 사료 수출 해금과 옥수수 주정박(DDGS13)) 등의
가축 사료를 다루는 수출 시설 목록 갱신이 이루어졌다.

쇠고기
2017년에는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으나, 그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협정으로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 수입 제한이 철폐되었고,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쇠고기를 생
산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하여 사용이 허용된 3가지 종류의 성장 호르
몬(제라놀 초산 트렌보론, 초산 멜렌게스테롤)에 대한 중국에서의 최대 잔류 기준
치 설정, 중국 수출시설 목록 갱신 등 수출 접속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2019년에는 최대 47%인 보복 관세를 현재에는 12%까지 삭감되고 있는 등 협정에
의한 혜택이 크다.

돼지고기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협정에 의해 중국 수출 시설
목록 갱신이 이루어졌고, 2019년에는 최대 72%이던 보복 관세를 현재는 33%까지
삭감되어 있다. 보복 관세로 중국 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은 감소하면서, 협정에
따른 저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럽과 브라질 등 경쟁국과 경쟁에서 중요하다.

가금육
협정에 따라 미⋅중 양국은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14)) 또는
13) DDGS(Dried Distiller's Grain with Solubles). 양조 또는 에탄올 제조의 부산물로 우리말로는 주정박이라
고 한다. 주정박이 사료적 가치로 인해 기존(옥수수 및 대두박)의 대체물로 조명을 받고 있다. 고단백
DDGS의 조단백질 함량(45%)은 대두박의 조단백질 함량(47.5%)과 비슷하고, 고단백 DDGS의 총 라이신
및 트립토판 함량은 훨씬 적다. 고단백 DDGS는 성장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두박
을 100% 대체 가능하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명AG, https://blog.naver.com/qkdnlcl160317/22156
2169735)
14)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HPAI). 조류인플루엔자(avian flu)란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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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성 뉴캐슬병15)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질병 발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부터 수출을 계속하는 것을 인정하는 지역주의(地域主義) 협정에 서명하였다. 중
국산 가금육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해당 질병의 청정화가 확인된 후에 이 지역주의
가 적용될 예정이다.

유제품
중국은 미국 낙농업계의 장기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협정에 의한 인간용 우유 한외여과 분말(牛乳 限外濾過16) 粉末)의 수출 해금
에 이어지는 중국 국내 기준 공표 및 중국 수출 시설 목록 갱신이 이루어졌다. 그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Virus)의 하나로서, 일종의 동물전염병이다. 일반적으로 인플루
엔자 바이러스는 A, B, C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A, B형이 인체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그 중 A형
만이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hemagglutinin(HA)
과 neuraminidase(NA)라는 두 가지 단백질이 있는 데, HA는 18종이, NA는 11종이 있으므로 이론상
으로는 두 가지 단백질의 조합에 따라 모두 198종류(=18×11)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 분비물, 대변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
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되고, 특히 인플루엔자에 오염된 대변이 구강을 통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에 오염된 기구, 매개체, 사료, 새장, 옷 등은 조
류인플루엔자 전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철새들이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철새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자연 병원소로서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철새들의 저병원성 바이러스
가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에 옮겨졌을 때에는 고병원성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닭의 경우에는 조
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이 되면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폐사
하게 된다. 폐사율은 병원성에 따라 다른데 병원성이 높은 경우 폐사율이 높아지게 된다.(출처: 네이
버 지식백과 농식품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
15)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 닭에 발생하는 병이다. 파라믹소군(群)에 속하는 뉴캐슬병 바이러스에
의하여 일어나며, 닭에게는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다. 한국에서는 1926년부터 발생되어 오늘날까지
닭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폐사율(斃死率)이 높고 전염성도 강하며, 주로 호흡기증세와 신
경증세, 때로는 소화기 장애까지 일으키는 법정전염병이다. 이 병은 병원성이 강한바이러스에 의해
서 일어나는 악성 아시아형과 병원성이 약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메리카형이 있다. 한국
에서는 주로 2년 주기로 크게 발생한다. 이 병에 걸리면 원기쇠약⋅호흡기증세⋅신경증세⋅산란율
저하 등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아시아형은 원기쇠약⋅녹색설사⋅산란율 저하⋅호흡기증세가 생기며,
폐사율은 일령에 관계없이 100%이다. 아메리카형은 원기쇠약⋅녹색설사⋅개구호흡⋅연란(軟卵) 및
산란율 저하가 일어나며, 며칠 경과하면 회복하기 시작하나 목이 굽어지고 다리마비 등의 신경증세
를 나타내는데, 폐사율은 아시아형에 비해 낮다. 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비동화(非動化) 백신이나 생
독(生毒) 백신을 사용하며, 병아리 때의 기초 백신 접종과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정기적으로 보강접종
(補强接種)을 하면 예방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6) 한외여과(ultrafiltration, 限外濾過). 막분리 기술방법의 하나이다. 큰 용질분자를 작은 용질분자나 용매
분자로부터 체로 분리하는 분자수준의 여과이다. 막분리 기술은 보통여과, 정밀여과, 한외여과, 역삼투
등으로 분류된다. 분리하는 물질의 크기에 따라 보통여과는 10μm까지, 정밀여과는 30nm까지, 한외여
과는 2nm까지, 그 이하는 역삼투의 관계에 있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등 합성폴리머로부터 만들어
진 구멍이 없는 막을 이용하여, 가압에 의하여 소분자를 침투시킨다. 고분자용액의 농축, 탈염, 분획 등
에 이용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영양학사전, 채범석, 김을상,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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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미국산 유제품에 대하여 부과된 보복 관세는 유지되었다.

애완동물 사료
협정에 의하여, 가금육 유래 재료를 함유한 애완동물 사료 제품 수입 해금과 반
추 동물 유래 재료를 함유한 애완동물 사료 수입 제한이 철폐되었다.
협정에서 합의된 조항 가운데 이미 실시된 조항과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항이
존재한다. 미국 농업분야에 따라서는 협정의 혜택에 농담(濃淡)이 있는 것처럼 보
인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의 영향으로 중국이 협
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미국에서 농산물과 공업제품 등을 구입하겠다는 목표를 달
성하는 페이스로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미⋅중 간에 다양
한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농업계로서는 협정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산
농산물 수출국을 확보하고, 향후 전망을 조금이라도 밝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의사가 느껴진다.
또한 중국의 해관총서(세관)는 6월 21일 미국의 식육 대기업 패커인 타이슨 사
스프링데일 공장에서 COVID-19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공장에서 닭고기 수
입을 중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은 홍콩에서 도입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법
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것에 대한 대항 조치로서 돼지고기, 대두 등 미
국산 농산물의 일부 수입 중단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6월 24일 USDA와 미국 식품안전⋅의약국(FDA)은 여러 외국의
COVID-19에 관련된 식품 수입 제한은 과학에 근거한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
한 대응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정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정치적
과제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이 혼재하며,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
각되어, 향후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링크))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米中経済貿易協定の第1段階の合意と農業団体
の声明（米国)｣ (令和 2年 1月 23日発)’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
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https://www.alic.go.jp/chosa-c
/joho01_002600.html)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
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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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0년 7월 11일) COVID-19로 인한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산
물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
여기에서는 미국 Columbia Daily Tribune의 ‘COVID-19 causes food prices
to move in opposite directions for farmers and consumers(2020.7.11.)’ 내용
을 소개 한다.
미국 농업부에 따르면, 농가판매가격지수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 하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노동부 통계국에 따르면, 농산물 소비자물가
지수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 동안 4% 상승하여 최근 들어 가장 높게 상승
한 수치이며, 동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0.1% 상승하였다.
COVID-19 여파는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를 상승시켰지만 농가 판매가격지수
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행태가 바뀌면서 식료품점에서
의 소비는 증가한 반면, 외식 횟수가 크게 감소하여 소매업자들은 수요가 증가하
는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였다. 육류 유통업체 종사자들의 COVID-19
전염이 증가하면서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급량이 감소하여 육
류 가격이 상승하였다. 최근 육류 유통업체 공급망 작동률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육류 농가판매가격지수와 육류 소비자물가지수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바이오에탄올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농가판
매가격지수는 낮아졌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기회복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
며, 소비자의 소득 감소로 농산물 지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값싼 식품 소비를 더 선
호하게 되는 소비행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봄에 소비되
지 않았던 옥수수의 재고량 증가가 2020년 수확기까지 지속된다면 곡물 가격 하
락폭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29 (2020.7.20.)
- 원문 출처: https://www.columbiatribune.com/business/20200711/covid-19
-causes-foodprices-to-move-in-opposite-directions-for-farmers-and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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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미
[브라질]
1. (2020년 6월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따른 육류
검사에 미치는 영향(제3회 보고)
브라질 농목식량공급부의 농목방역국 동물제품검사부(DIPOA/SDA/MAPA)는 6
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대에 따른 연방검사서비스
(SIF)의 검사에 대한 영향에 대해 3차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 가운데 2020년
1~5월 도축장에서의 검사 상황 및 도축장의 정지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동물성 제품검사와 위생인증은 2020년 3월 20일 정령 10282호에 의해 국
민의 생존, 건강, 안전을 위해 불가결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2020년 4월의 도축장에서의 검사 상황
브라질에서는 주를 초월한 거래와 수출되는 동물 제품의 경우에는 SIF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 4월에 검사된 소 개체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4% 감소하였다(표 5).
또한 소에 대해서는 COVID-19가 브라질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인 1, 2월
에도 전년을 밑돌았다. 돼지에 대해서는 동 0.2% 감소로 거의 전년 수준, 가축에
대해서는 동 1.4% 증가로 전년을 조금 웃돌았다.
<표 5> 2020년 식육처리장에서의 SIF 검사 상황
단위: 천 마리

1월

2월

3월

4월

검사수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검사수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검사수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검사수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소

1,814

15.4

1,742

9.6

1,796

7.6

1,614

19.4

돼지

3,222

3.4

3,117

0.6

3,460

9.8

3,221

0.2

가금

473,396

2.2

410,879

2.0

482,882

13.0

445,473

1.4

자료: DIPOA.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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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집계 중이지만, 일부 도축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한편 SIF에 등록된 소 도
축장 가운데 8%인 18곳에서 정상 근무 외에 이동 시간 연장 및 도축일 증가에 따
른 추가 검사 요청이 있었고, 그 중 95%에서 검사가 치러졌다.
돼지에 대해서는 29%인 26곳, 가축에 대해서는 38%인 49곳에서 추가 처리에
걸리는 검사 요청이 있었고, 각각 95%, 94%로 추가 검사가 치러졌다. 또 이 보고
에서 5월 가축 SIF검사 건수는 작년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였다.

식육처리장 정지 상황
DIPOA는 식육처리장에 COVID-19 관련 상황 등의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관
련 기업과 생산부문 책임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보
고서에 따르면, 5월에는 47개소의 식육처리장이 활동을 정지하였다(표 6). 다만,
중단 일수는 각 도축장마다 다르며, 5월 중에 가동을 재개한 처리장도 있다고 밝
혔다.
<표 6> 2020년 5월 식육처리장 정지 상황
지역

북부

주

식육처리장 종류

아크레 주

소 도축장(1개소)

아마조나스 주

소 도축장(1개소)

파라 주

소 도축장(4개소)

론도니아 주

소 도축장(1개소)

토칸친스 주

소 도축장(1개소)

바이야 주

소⋅돼지⋅산양 도축장(1개소)
소⋅산양⋅말⋅양 도축장(1개소)
산양 도축장(1개소)
산양⋅양 도축장(1개소)

북동부

중서부

피아우이 주

식조 처리장(1개소)

페르나부코 주
바라이바 주
마토그롯소 주

식조 처리장(1개소)
식조 처리장(1개소)
소 도축장(5개소)

마토그롯소 도 술 주

소 도축장(3개소)

고이아스 주

소 도축장(4개소)
돼지 도축장(1개소)

연방직할구

돼지 도축장(1개소)
식조처리장(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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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식육처리장 종류

미나스제라이스 주

소 도축장(1개소)
돼지 도축장(1개소)

상파울로 주

소 도축장(1개소)

리오그란데 도 술 주

소 도축장(3개소)
돼지 도축장(3개소)
식조 처리장(2개소)

산타 카타리나 주

돼지⋅식조 처리장(1개소)
식조 처리장(2개소)
양 처리장(1개소)

남부

소 도축장 합계
돼지 도축장 합계

28개소
8개소

식조 처리장 합계

10개소

산양 도축장 합계

4개소

말 도축장 합계

1개소

양 도축장 합계

3개소

총 합계

47개소

부 록

주: 축종별 합계 수치는 복수 축종을 처리하는 복합형 식육 처리장이 일부 있어, 각각의 축종에서 카운트하였으며,
축종별 합계 수치의 합계와 총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자료: DIPOA.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에서 재인용

[참고(링크)] 제3차 보고서(2020년 6월 16일 공표),
https://www.gov.br/agricultura/pt-br/assuntos/noticias/relatorio-mostra
-andamento-dos-servicos-de-inspecao-e-fiscalizacao-de-produtos-deorigem-animal-no-pais/copy_of_3RelatoriodeatividadesSIF.pdf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따른 육류 검사로의 영향(제2차 보고)
(브라질)(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
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月號 南美 1番 情報) (https://www.alic.go.jp
/chosa-c/joho01_002697.html) 또는 이 보고서의 전편(2020년 8월호(9권 4
호))을 참조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
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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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6월 25일) 도축장 등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규칙을 공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급속한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
데, 농목식량공급부(MAPA) 및 경제성(ME), 보건성(MS)은 공동으로 도축장이나
유제품 공장 등의 COVID-19 감염을 방지⋅관리⋅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
한 규칙을 공포하였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은 노동검찰청(MPT)과의 협의를 거
쳐 작성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국민에게 식량 공급, 고용 경제 활동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달 브라질 정부는 이미 COVID-19 확대에 대처하기 위한 식육 처리장에
대한 권고를 담은 대책 프로토콜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6월 19일(금)에 해당 가
이드라인을 정한 합동 성령 제19호가 관보에 공포되었다. 대책 프로토콜은 공포일
부터 시행되면서 관계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 라인(일부 발췌)
∙ COVID-19의 감염 확인자,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자 및 감염 확인자
의 접촉자인 종업원을 14일 출근 중단한다.

∙ 종업원 간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어려운 경우에는 근무 시간대
를 미루거나 개인 보호구와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수성 파티션을 종업
원 사이에 설치하거나 플라스틱 페이스 쉴드를 사용할 것.

∙ 개인 보호장구 등 사용과 처분에 대해, COVID-19에 대응한 절차를 정비하
고, 종업원을 지도한다.

∙ 기업은 가능한 한 원격 워크를 추진한다, 입⋅퇴소 때 종업원의 혼잡을 피하
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공기 재순환을 피하고, 밖에서 깨끗한 공기를 도입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 기업이 식당이나 탈의실 종업원의 통학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책을 강화
할 것.
또, 가동 재개 요건으로서 전 종업원의 검사는 의무화하지 않고, 산업의(産業醫)
에 의한 종업원 검사에서 COVID-19 감염자,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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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염 확인자의 접촉자를 출근 정지하거나, 재개 이전에 시설 등을 소독할 필요
가 있으며, 종업원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 방법과 검사 결과 해석에 대해서
는 보건부가 권장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테레자 크리스티나 MAPA장관은 “이 성령으로 COVID-19가 확대되고 있는 가
운데, 도축장 종업원의 안전성을 높이고, 통상 업무 및 생산의 지속, 심지어 브라
질 국내나 해외를 향해 식량 공급을 가능한 조화롭게 활동을 초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참고(링크)] 가이드라인을 정한 합동 성령 제19호가 게재된 관보
http://www.in.gov.br/en/web/dou/-/portaria-conjunta-n-19-de-18-de-j
unho-de-2020-262407973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
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3. (2020년 6월 26일) 브라질 곡물산업 대표 협회인 ANEC, 브라질
대두 수출업체들이 중국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는 화물 보증하
라는 데에 대해 약속할 수 없다”고 밝혀
브라질의 현지 곡물상인을 대표하는 협회인 ANEC에 따르면, 곡물 수출업자들
은 중국이 새로운 화물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다고 요구한 보증서를 제공해 줘서
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ANEC의 계약위원회 국장 Marcos Amorim은 목요일 법무
법인 Mattos Engelberg가 주최한 웹 세미나에서 “중국의 요청에 대한 수출업체들
의 반응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식품으로 전염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ANEC의 회원은 미국의 Cargill 및 중국의 Cofco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농산물
거래 업체를 포함한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대두 구매국이며, 2019/20년 작년부터
약 9,4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브라질과 미국에서 수입될 것이
다. “ANEC은 업체들이 동등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한을 준비하고 있다. 가급
적, 우리는 수출업체들이 여기에 서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ANEC은 중국 법률을 준수한다고 선언하는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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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 soy exporters cannot promise China
coronavirus-free cargos, ANEC says(ANEC은 브라질 대두 수출업체들
이 중국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는 화물을 약속할 수 없다고 밝혀)‘ ｢해
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6월 26일자 게재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32/page/2)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4. (2020년 7월 1일) 브라질 산업 그룹 ANEC, 브라질이 전염병 속에
서 정상적인 항만 활동으로 곡물 수출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해
산업 그룹 ANEC은 “브라질은 코로나19 전염병 속에 중국의 수요가 강세를 유지
하고 항만이 정상 가동되어 6월 대두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증가한
1,19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NEC은 보고서에서 “이달 들어
브라질산 옥수수의 수출은 출하량 기준으로 77만 4,850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ANEC은 또 4월 7,300만 톤으로 전망하였던 대두의 2020년 연간 수출 전망치
를 7,80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7월 대두 수출량은
725만 톤, 해외 옥수수 판매량은 390만 톤으로 추산되며, 브라질의 두 번째 옥수
수 수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대두 수출은 7월 말 6,900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옥수수 수출은
648만 톤으로 예상하고 대만산 옥수수 수요 증가를 강조하였다. 이 기간 브라질
옥수수 수출의 32%가 대만으로 나타났고, 베트남(16%), 일본(14%), 이란(9%)이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브라질 대두 수출의 72%는 중국이 차지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 on grain exporting spree as port activity
normal amid pandemic, says Anec(Anec은 브라질이 전염병 속에서 정
상적인 항만 활동으로 곡물 수출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함)’ ｢해외곡물
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1일자 게재(http://www.
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42)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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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 7월 23일) 브라질 COVID-19 기간 중 수요 증가로 메르
코수르 지역 외에서 쿼터를 늘린 후 러시아 밀을 구입
러시아는 이번 달 브라질에 밀 화물 2대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올해 첫 거래에
서 총 6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 말하였다. 무역회사
firms Sodruzhestvo and Glencore [RIC:RIC:GLEN.UL]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
아산 곡물 구매는 브라질의 주요 밀 공급국 이웃인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메르코
수르 블록 밖에서 수입되는 브라질 밀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신설하였다.
브라질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지난해 전체에서 9만 1,700톤의 밀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반면, 2018년에는 2만 6,200톤의 밀만 수입하였다. 브라질
의 밀 산업 그룹인 Abitrigo는 러시아와 캐나다, 그리고 미국이 작년에 만들어진
75만 톤에 대한 새로운 무관세 수입 쿼터를 통해 이득을 볼 것 같다고 말하였다.
브라질은 COVID-19 기간 동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에 사상 최대인
73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아르헨티나의 가뭄과 경제 투쟁으로
인해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을 문제 삼았다. 그래도 아르헨티나는 올 상반기에
브라질의 밀 수입량 350만 톤 중 312만 톤을 공급하였다. 그다음 2위는 미국 17만
2천 톤, 이어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각각 9만 7천 톤과 8만 톤으로 뒤를 이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 buys Russian wheat after expanding ex
-Mercosur quota(브라질은 메르코수르 지역 외에서 쿼터를 늘린 후 러
시아 밀을 구입)‘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23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
_id/5386/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아르헨티나]
1. (2020년 7월 21일) 중국 수출국에 ‘COVID-19 free’ 보증 요구에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업자들 ‘부적절한 보증 요구’라고 반발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업자들은 지난 6월 말 중국 수입업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남미 국가에서 출하되고 있는 곡물에 대해 ‘부적절한’ 보증을 요청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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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이 화요일에 본 이 서한은 CIARA-CEC 곡물 수출업과
석유 시추업자들의 회의실에 의해 서명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CIARA-CEC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협회는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돼지, 가금류, 소를 살찌우는 데 사용되는 대부분의 대
두, 옥수수, 대두박 가축 사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수출국들도 중국이 요구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보증에 반대하고 있다
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중국 수입업자들은 중국으로 보내진 작물이 코로나바이러
스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수출업자들의 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피해
를 주고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COVID-19 free’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기괴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캐나다 곡물위원회 위원장 Cam Dahl은

“캐나다 곡물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 유
사한 단체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다른 단체들이 공통된 반응을 보
이고 있지 않다며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그 목적은 곡물 거래에 대한 과학 기반의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달은 말하였다.
Dahl은 “중국이 요구한 대로 보증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수출기업에
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Dahl은 중국의 보증 요구에 대해 “이것은 무역을 제한
할 또 다른 잠재적인 임의적 이유”라고 말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e grains exporters object to Chinese ‘Co
vid-19 free’ guarantee(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업자, 중국 ‘Covid-19 free’
보증에 반대)‘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22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
384/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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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럽
[EU]
1. (2020년 3월) EU 집행위는 이탈리아 요청에 의해 직접지불금과
일부 농촌개발프로그램 상의 지원금 신청 기한을 한 달 연장을 허
가하였고, 독, 영, 이탈리아 등도 코로나 19 대응조치 강구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당국 요청에 따라 직접지불금과 일부 농촌개발프로
그램 상의 지원금 신청 기한을 한 달 연장하도록 허가하였다. EU 집행위는 마감
일시를 2020년 5월 15일에서 6월 15일로 변경하였다.
이는 COVID-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연장 여부는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농림부 장관 율리아 클뢰크너(Julia Klö ckner)는 입국제한 조치※로 인한
농업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농
업은 매해 약 28만 6천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양한 조치 중에는 ⅰ) 외국인 근로자가 COVID-19에 감염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과, ⅱ) 외국인 노동자 체류 허용 기간을 일시적으
로 7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독일은 다른
산업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직업을 변경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슈퍼마켓과 기타 소매상들이 야간에도 상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이는 위생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상대적으로 고립감이 큰 취
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영국 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해 운전기사의 근무시간 연장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농식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
감소를 우려해 국가적 홍보를 실시하고, 이탈리아산 농식품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
규제⋅차별이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이메일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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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95-296
- 자세한 내용은 EU집행위원회 보도자료(Commission offers to all Member St
ates possibility to extend CAP payments application deadline, 2020.3.1
7.),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보도자료(New measures on night time deliveries
to supermarkets to support coronavirus response, 2020.3.9.),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Germany considers special measures to ensure seasonal
farm labour, 2020.3.18.),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Italy moves to prot
ect agri-food exports amid COVID-19 outbreak, 2020.3.18.)을 참고하기
바란다.

2. (2020년 3월) EU 국가들의 COVID-19 대응 동향 정보
여기에서는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 유럽투자은
행 보도자료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소개한다.
EU 집행위원회는 COVID-19로 위기에 직면한 농식품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 먼저, CAP 지원금 신청 기한을 연장하였다. 신
청 기한을 기존 2020년 5월 15일에서 6월 15일로 변경하였다. 둘째, 보조금을 증
가하였다. 임시 지원체계 채택으로 농가는 최대 10만 유로, 농식품 제조업체와 유
통업체는 최대 80만 유로를 지원받는다.
단, 회원국이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aid)와 병행하는 경우, 농가는 정부로
부터 총 12만 유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소 허용보조란 회원국이 3년간 EU
집행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직접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도 줄어든다는 장
점이 있다.
셋째, 회원국 간 농식품 이동 원활화 조치를 하였다. 국경 통과 절차에 15분 이
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함으로써(‘Green Lanes’) 농식품 유통 속도를 개선
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농업부문 계절 근로자를 포함한 중요 노동자들이 자유
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회원국들은 자국 내 계
절 근로자 수요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계절 근로자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
한 구체적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계절 근로자의 보건⋅안전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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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영국 농식품협회는 앱(App) 개발사 시프트(Syft)와 16주간의 협정을 맺고 실직
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프트는 외식업･운송･물류 부문 숙련 근로자
들의 일자리를 신속･정확히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학교에 과일⋅채소, 우유를 납품하는 업체
들에게 COVID-19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한편, 학
교에 납품되지 못한 농산물들은 병원, 자선단체와 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전달될 것이다.
다섯째, 유럽연합투자은행은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목적으로 농업
협동조합과 농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7억 유로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했으
며, 신규 자금은 환경보호, 자원/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혁신, 경쟁력 관련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96-297
- 자세한 내용은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Coronavirus: Commision stands
ready to continue supporting EU’s agri-food sector, 2020.3.25.), EU 집
행위원회 보도자료(Coronavirus: seasonal workers included in new
guidelines to ensure free movement of critical workers, 2020.3.30.), 농
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Food industry turns to recruitment app to fill
vacancies with “furloughed” staff, 2020.4.1.),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
사(Suppliers of fruit, veg and milk to EU schools can get COVID
reimbursement,

2020.4.1.),

유럽투자은행

보도자료(Agriculture

and

bioeconomy: EIB approves €700 million of financing under the
Investment Plan for Europe amid coronavirus pandemic, 2020.4.2.)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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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4월 3일) COVID-19로 인한 유럽 주요국의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책
여기에서는 농업전문지 IEG Policy에서 발표한 ‘Analysis: COVID-19 triggers
acute farm labour shortages across Europe(2020.4.3.)’의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모로코 정부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폐쇄하였다. 그 결과
스페인 우엘바에서 작업하는 모로코 출신 근로자 수는 평년 딸기 수확기에 비해
절반 정도이며, 오이⋅고추⋅토마토와 같은 품목 역시 생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매해 모로코에서는 딸기 수확기에 약 1만 5천 명의 모로코 농업 근로자가 스
페인으로 유입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공백을 자국민이 채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에 농민조합은 호스피탈리티 산업(술집⋅식당) 실직자를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
할 것이다.
COVID-19 확산이 가장 먼저 시작된 이탈리아는 확산 초기 많은 외국인 근로자
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탈리아 농민조합은 매해
투입되던 약 37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약 10만 명이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딸기⋅체리⋅복숭아 수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화훼류 농가 역시 큰 타격
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 역시 전국 2만 5천 ha에 달하는 아스파라거스 수확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
자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 농림부 장관 율리아 클뢰크너(Julia Klö ckner)는
아스파라거스 수확을 위해 노동수요자와 타 부문 노동 공급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였으며, 계절근로자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연장하
여 사회보장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115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클뢰크너 장관은 다른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3월 말 클뢰크너 장관은 자국 노동력이 기존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독일 역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와 가격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농업인들은 3~5월 보통 20만 명의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며, 이들 중
7~8만 명이 외국인 근로자(스페인⋅포르투갈⋅폴란드⋅튀니지)이다. 외국인 근로
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프랑스 농민조합(FNSEA)은 농업 노동 수요-공급 매칭을

71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였다. 공급 매칭의 주된 농업 노동 공급자는 학생, 단
기 근로자, 자영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농업은 보통 6만 명의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하나 올해(2020년)는 약 25%
만이 영국에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 역시 신규 미취업자들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노동 공급
을 위한 캠페인(Feed the Nation)을 지원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9만 명의 신규
농업 진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등록 인원은 1만 명에 그쳤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99-300

4. (2020년 5월 6일) 영국 정부, COVID-19 관련 낙농가 지원책 발표
여기에서는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에서 발표한 ‘New funding to support dairy
farmers through coronavirus(2020.5.6.)’의 내용을 소개한다.
낙농업은 영국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COVID-19 발생 이
후 과다 생산,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2018년 영국 농업 생
산액에서 낙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85%였다.
COVID-19 발생 이후에도 낙농가들은 매일 4천만 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점, 식당, 카페가 폐쇄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였다. 농가들이
소매점 입고량을 늘리고 있으나, 감소분을 상쇄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영국 정
부는 낙농가들이 COVID-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과 5월 중 소득
이 25% 이상 감소한 낙농가에 농가당 최대 1만 파운드 지원을 결정하였다. 지원
대상 농가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 해당 농가 모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낙농가에서 발생한 2020년 4월과 5월 소득 감소분의 70%(최대 1만
파운드)를 보상할 것이며, 이를 통해 농가들이 현재의 동물복지 수준을 유지하며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는 영국 가계 우유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판촉 활동을 시작하였다. 판촉 활
동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신선 우유와 낙농업이 지닌 가치를 부각시킬 것이며, 정
부는 1백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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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20년 4월 영국 정부는 경쟁법 상 규제를 완화하여 낙농 산업 내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이 함께 생산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여기에
는 노동력과 설비를 공유하거나, 일시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협력, 우유가
추가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가공식품(예: 치즈, 버터)을 식별하는 것이 포함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301

5. (2020년 4월) 유럽연합의 농식품 공급체인 관리 동향
여기에서는 유럽연합 의회에서 발표한 ‘Protecting the EU agri-food supply
chain in the face of COVID-19(2020.4.)’의 내용을 소개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상품⋅인
력의 이동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는 농식품 공급체인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소비자들은 공황 구매, 사재기와 같은 과열된 반응을 보였으며, 이동 제한 조치는
냉장 컨테이터,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생산요소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공적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화훼류, 외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농촌 관광도 크게 위축되었다. 유럽 농업협동조합협
회(COPA-COGECA)는 현재 농식품 공급체인의 위험 요인으로 △원유(原乳)의 수
집⋅운송⋅가공 능력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투기나 불공
정한 거래 행태가 나타날 수 있고, △농작업 근무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유럽연합은 원활한 상품과 인력의 이동을 위해 녹색 차선 신설, 노동자 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CAP 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녹색 차선이란 국경 통과를 위한 행정 절차가 15분 이하로 소요되는 차선을 뜻하
며, 가이드라인이란 농업부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중요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안
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동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2020년 3월 25일 개최된 유럽연합 농업장관 회의에서 농업장관들은 현재 역내
에 농식품이 충분히 존재하며, 유럽연합이 취한 조치들이 공급체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CAP에서 요구하는 회원국의 관리⋅보고
의무를 간소화※하고, △제1축과 제2축 간 예산 전용을 유연하게 하며,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언급하였다. 워시에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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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ciechovski) 유럽연합 농업담당 집행위원 역시 2020.3.27.일 인터뷰를 통해
CAP의 간소화⋅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302
- 원문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6. (2020년 5월) COVID-19가 EU 각국 농업 노동력에 미친 영향
여기에서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Meeting labour demand in
agriculture in times of COVID 19 pandemic(2020.5.)’의 내용을 소개한다.
COVID-19 이전에도 EU 농업노동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
다. EU 농업취업자 수는 2009년 1,080만 명에서 2018년 890만 명으로 줄어들었
는데, 이는 대부분 내국인 농업취업자 수 감소에서 기인한다.
<그림 6> EU 농업취업자 수 추이(2009~2018년)

2018년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최소 6만 8,300
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현재 데이터들은 단편적⋅부분
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계절근로자 이동 및 입국 승인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서는 추가적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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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8 데이터와 로짓(Logit)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해 본 결과, 농업에 새
로운 내국인 노동력이 유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상태에 있거
나 휴직(inactive) 상태에 있을 때 농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업자가 농업으로 유입될 확률 역시 1%에 불과하였다. 이 외에 농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인구 특성은 △19세 이상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교육 수준
이 낮은, △이민자 남성이었다.
단기적으로는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 공백을 자국 내 인력으로 대
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현재 임금 수준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동제
한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숙박업계 종사자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업 임금은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농업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전체
임금 분포에서 하위 3분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 농업 근로자 감
소로 농업 임금이 상승한다면 내국인이 농업으로 유입될 수 가능성이 있다.
내국인-외국인 간 농업 임금 격차는 회원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벨기에⋅키프
로스⋅프랑스⋅그리스⋅헝가리⋅이탈리아에서는 외국인 농업 근로자가 내국인보
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스페인⋅아일랜드

⋅루마니아⋅슬로베니아⋅슬로베키아에서는 외국인 농업 근로자 임금이 내국인보
다 더 높았다.
따라서 농업 인력 고용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이동제한 조치 대상에서 농업에 종사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예외로 하는 정책전
환이 필수적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295-304
-원문 출처: https://ec.europa.eu/jrc/en

7. (2020년 6월 11일) EU농산물⋅식품 음료들, 영국 EU⋅FT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 ‘합의 없는’ 경
우, 이행 기간 연장, 대체 안 조치를 요구
유럽 연합(EU) 최대 농업 생산자 단체인 유럽 농업조직위원회⋅유럽 농업협동조
합 위원회(COPA-COGECA17)) 유럽 식품⋅음료산업연맹(Food Drink Europe18)),
유럽 농산품교역연락위원회(CELCAA19)) 3자는 연명으로 6월 4일 영국과 EU의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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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협상 종료를 앞두고, “그 동안 3차 협상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점과, 이행 기간 종
료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의가 안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
다.
3자는 보도 자료에서, “EU의 대 영국 농식품 무역규모는 2019년에 580억 유로
(7조 2,500억 엔=81조 1,275억 원: 1유로=125엔=1,398.75원)에 달하였고, 관세
및 할당 물량이 없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실패하면 EU과 영국 양쪽의 농산
물⋅식품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관세 도입에 더하여 관
련 규제의 차이가 뒤따른다면, 서플라이 체인에 현저한 혼란이 온다”고 하였다.
3자는 양측의 혼란을 한정적으로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며, 구체적으로는 장래
의 EU와 영국의 무역협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하였다.

∙ 관세, 수수료와 과징금 전체 쿼터 물량을 도입하지 말 것.
∙ EU와 영국 간 공평한 경쟁 조건 확보. EU 및 영국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확
보하기 위해서 불가결

∙ 위생⋅식물검역(SPS) 조치 및 규격 기준에 관한 고도의 협력과 그 적용의 차
이를 최소화할 것. 이어 유럽 식품안전청(EFSA) 및 영국 식품기준청(FSA)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가장 중요

∙ 세관 심사와 사업상 절차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관 협력.
∙ EU 및 영국 사업자만을 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산지 규칙.
∙ EU단일 시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일랜드⋅북 아일랜드에 관한 협
정이 확실히 실시될 것.

∙ 장래에 걸친 EU 및 영국의 지리적 표시(GI)의 상호 보호.
또 현재는 2020년 말까지 이행 기간 중에 있지만, 특히 무역협정 체결 및 비준
까지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우려하고, “영국 정부가 이행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에 유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행 기간은 사업자들의 혼란을 회피하기 위한 충
17) 유럽 농업조직위원회⋅유럽 농업협동조합위원회(COPA-COGECA)는 EU회원국 2300만 명 이상의 농
업 생산자로 구성된 Copa(유럽 농업조직위원회) 및 2만 2000 농업협동조합으로 구성된 Cogeca(유럽
농업협동조합위원회)에 의해 조직된 EU최대의 농업 생산자 단체이다. Copa및 Cogeca는 독립된 조
직이지만, 양측은 공동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18) 유럽 식품⋅음료산업연맹(Food Drink Europe)은 EU회원국 29만 4000개 사업자와 470만 명의 노동
자로 구성된 EU최대 식품제조업 단체이다. 거래량은 EU 전 농산물의 70%를 차지한다.
19) 유럽 농산품교역연락위원회(CELCAA)는 EU회원국 3만 5000개의 농산물 무역 사업자로 구성된 EU단
체이다. 곡물 사료, 설탕, 와인, 육류, 유제품, 청과물, 계란, 향신료, 절화 등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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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행 기간 내에 FTA 체결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하여, 2021년 초부터 실
시하는 것이 가능한 대체 방안의 검토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관세와 할당 물량이
없는 자유무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COVID-19)에 의한 중대 영향에 대응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
서, 협상 담당자들에게 또 다른 시간을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3자는 프레스 릴리즈 마지막에서 “합의를 얻지 못하고, 이행 기간 연장도 하지
않을 경우, EU의 농산물⋅식품부문에게 EU에서 영국으로 수출 물량이 많이 줄어
들어 수입의 대폭 감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상실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그 영향은 중소기업 생산자, 농업협동조합에 특히 클 것”
이라며, “이행 기간 연장 여부의 판단도 포함하여 기존 협상의 진척 평가를 위해
6월 중으로 예정된 정상급 회합 중에서 이번의 우려가 고려되었고, 협상 과정이
신속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진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야심적이고 높은 수준의 합의를 위한 영국과 EU 모두에게 공평한 경쟁 조건
을 확보하고, 쌍방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질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충
분한 시간을 확보하기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EU 이탈 협정에서는 올해 6월 말까지 양측 합의에 의한 1회에 한하여, 1년부터
2년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럽 위원회의 미셸 발니에 수석 협상관이 6월
5일 비디오 회의에서 열린 이번 협상을 마치고, 이행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영국
의 입장에 언급한 뒤, “비준 절차를 감안하면 올해 10월 말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
러야 한다”며, “이행 기간을 1년 내지 2년 연장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며 EU측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또 협상에서 영국의 입장이 ‘공평한 경쟁 조건 확보’, ‘돈 세탁 및 테러 활동 자
금 공여에 대한 대책’, ‘어업’등의 점에서, 2019년 10월에 양측이 합의한 정치 선언
의 내용에 맞지 않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이들이 주요 논점이라고 말하였다.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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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0년 6월 16일) 영국 국책농업단체, 코로나 사태의 소비동향
조사결과를 공표. 락 다운으로 다진 고기와 닭고기 수요가 증가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는 6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영향으로, 영국에서
실시된 도시 봉쇄(락 다운, Lock Down20))의 영향을 포함한 소비동향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상에서 공표하였다.
조사는 영국 조사회사인 YouGov 사와 공동으로 4월에 실시한 것이다. 또한 영
국의 락 다운은 3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5월 이후 점차 완화되고 있다.

소비자 행동과 음식 습관의 변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늘어났다. 가정에서
요리를 즐기는 사람의 비율은 락 다운 전(72%)에 배해 증감은 없지만, 전체 응답
자 중 27%가 이전보다 재료를 ‘처음부터 요리하는’" 것처럼 되었다고 답한 반면,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가져가는(take away21)) 것은 줄었다는 응답자는 48%에 달
하였다. ‘처음부터 요리하는 기회’의 증가는, 범용성 높은 다진 쇠고기와 닭 가슴
살 등의 이용 확대로 이어지면서, 조사 기간의 다진 쇠고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 닭 가슴살은 동 33% 증가였다.

가격⋅품질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의식은 식비를 줄이고 있고,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3분의 1정도로, 코로나 사태에 의한 다양한 영향으로부터 양극화도 보인다고
한다. 한편 외식에 대해서는 타자와의 접촉 회피와 쪼들리는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았으며, 3분의 1이상이 절약을 위해 외식을 줄였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고가의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사람은 외식을 그만두고, 고가의 식품을 소매점에서 구입하
20) 움직임⋅행동에 대한 제재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 사람들의 이동을 제재하는 ‘이동제한령’, ‘봉쇄령’
을 말한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외출 제한 및 상점들의 영업
중단 등 락다운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전 인류의 생활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었다.(출처: 네
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21) 테이크아웃 전문점(다른 데서 먹을 수 있게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 또는 이런 식
당에서 파는 테이크아웃 음식(출처: 네이버 영어사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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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반면, ‘식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외식을 줄인다’라는 응답자는 보다 소매점에
서 저렴한 가격대의 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측면
일반적으로 소비자 의식이 가격 등에 쏠릴 경우 건강의 우선순위는 낮아지는 추
세에 있다. 건강에 좋은 식품 섭취를 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락 다운으로
몸을 움직이는 기회가 줄면서, 식품을 통해 건강 유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건강하다는 말과 함께 관련 레시피를 검색하는 건수
는 락 다운 기간 중인 4월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식육, 유제품, 시금치22)
락 다운으로 쇼핑 횟수가 줄어든 데서 식육, 유제품, 시금치 구입에 있어서 소비
기한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락 다운 하에서 구입에 해당하는 중시 점은 식육
에 관해서는 소비 기한 등이 41%, 가격이 25%, 용량이 21%, 유제품에 관해서는
소비 기한 등이 36%, 용량이 17%, 가격이 16%, 시금치에 관해서는 소비 기한 등
이 33%, 영국산 또는 현지산인 것이 19%, 용량이 18%였다.
AHDB는 락 다운 실시 이후 불과 2개월 사이에 영국의 소비 동향은 크게 변화
하고, 그 영향은 락 다운을 풀어 나가는 중에 있어서도 크게 남을 것으로 생각한
다. 소매업에 있어서는 락 다운이 완화되는 추세로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다.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22) AHDB의 업무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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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년 6월 29일) EU 유업단체, 진전을 볼 수 없는 영국과의
협상을 우려하며, 영국⋅EU간 서플라이 체인이 유지되도록 요청
유럽 유제품수출입⋅판매업자연합(EUCOLAIT: European Association of
Dairy Trade23))은 6월 16일 영국이 이행 기간 연장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표명하
면서, “하드 브렉시트(강경 이탈)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준 절차를 감안하여 올해
10월 말까지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합의하여야 하며,
나머지 4개월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EUCOLAIT는 “이번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의 대유행과 그 경제적 영향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EUCOLAIT의 기본자세는 종전부터 변함없이, “장래 EU⋅영국 간 무역 관계는 관
세 할당물량 또는 불필요한 비관세 장벽이 없이, 자유롭게 무역이 생기고 가능한
현상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영국이 올해 말에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정된
기한 내에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하는 강한 정치적 의사가 필요하다, 협정은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관세, 양적 제한의 비적용
EUCOLAIT는 “현재 EU와 영국 유업체들은 통합된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사업
을 전개하고 있으며, 2021년 1월에 EU⋅영국 간 무역에 EU 밖의 관세가 적용되게
되면, 그 타격은 클 것이다. 추산에 따르면, 현재의 무역 90% 이상이 해소된다고
전망되기 때문에, 관세가 없는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EU에서 영국 수출용 유제품은 연간 35억 유로(4,270억 엔=4조 7,781.3억 원:
1유로=122엔)을 넘어, 최대 대응하여야 할 곳이 되고 있다. 수출의 대부분은 치즈
이지만, 요구르트, 버터, 육아용 조제분유, 음용유도 상당량 수출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EU수출은 이 20억 유로(2,440억 엔=2조 7,303.6억 원)에 가깝다.
이행 기간이 끝난 뒤 영국과의 무역에 역외 관세가 부과되면, 영국에서 EU에
수출되는 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기존 영국에서 EU에 수출
23) EUCOLAIT(유럽 유제품 수출입⋅판매업자연합)는 EU의 유제품 수출 촉진을 위한 조직이며, 우유와
유제품 수출업자, 도매사업자 등의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500개 이상의 주요 기업⋅단체가 가맹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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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제품이 영국 국내 시장에 나돌기 때문에, 이로써 EU의 수출품은 더욱 점유율을
빼앗기게 된다.

“유제품의 자급률이 낮은 영국에서는 치즈를 주로 하는 많은 유제품 수입이 계
속되지 않으면, 제품 부족과 가격 급등 등이 불거지게 되고, 동시에 EU에서는
COVID-19에 의한 역내 수급이 불안정하게 되는데, 대체 수출시장을 찾을 필요성
을 재촉 받게 된다, 유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하였다.

특혜 원산지 규칙
EUCOLAIT는 유제품에 관해서는 EU가 체결되는 대부분의 FTA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원산지 규칙과 크게 다른 규칙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유제품
(HS4류)에 대해서는 EU 외의 국가와의 교역에서는 ‘완전 생산품’에 의한 판정 기
준을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영국과의 무역에서는 EU 및 영국산 원료 양쪽이 인정
되어야 한다. 가공 제품(HS19류의 영양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는 이 제품에 이용되
는 일부 원자재에 대해 유럽의 생산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비원산유(非原産乳)
성분의 역치(閾値)를 중량 기준으로 20% 또는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과 같은
유연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공평한 경쟁 조건
EUCOLAIT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평한 경쟁 조건의 유지
에 대해서 타개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해결이 급선무라고 하였다. 유럽 이사회에서
채택된 협상 지령에서는 광대한 EU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노동기
준, 경쟁, 식품안전 등의 분야에서 타협 없는 약속을 통한 공평한 경쟁 조건 유지
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양측 모두 2019년 10월 합의한 EU 이탈에
대한 정치 선언에서 정한 원칙을 실현해야 하지는 않겠지만, 규제의 자유를 되찾
기 위해 EU 이탈을 한다는 영국의 선택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영국 측의 입
장에도 일정한 이해를 나타냈다.
이에 EUCOLAIT는 EU가 캐나다, 일본 등 다른 무역 상대국에 대하여 매우 포
괄적인 시장접근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공평한 경쟁 조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EU의 일원이었던 영국의 기존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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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관련 분야에서 EU에 비교하여 기준을 낮추는 일이 일어난다고는 믿기 힘들
다. 영국을 EU의 아키⋅커뮤노테일(EU에서 축적된 법 체계의 총칭)에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넓게 동등한 성과를 얻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였다.

통관의 원활화
EUCOLAIT는 통관의 원활화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완전히 견
해의 차이 없는 국경 조치는 불가능하며, 규칙에 따른 세관 절차와 국경 관리가 필
요하다”며, “영국과 EU의 오랜 관계성에 의한 신뢰성을 고려하고, EU의 세관 규
약의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식품 위생 및 동물 위생의 해결책
EUCOLAIT는 식품 안전과 동물위생 분야에서 계속적인 연계와 협력을 기대한
다고 하였다. EU와 영국 간에 완전한 제휴가 구축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식품
안전에 관한 규칙은 장래까지 EU와 영국 간 완전히 부합할 필요는 없지만, 원활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의 유사성은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U⋅스위스 간에 유제품을 수출입할 때, 위생 검사를 구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면서, 영국과의 사이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또, “EU⋅영국
간 식품 안전상의 문제에 계속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결론
EUCOLAIT는 “관계 유지가 둘 간의 이익이 될 것은 분명하며, 영국이 요망하는
EU규칙이나 정책에서 이탈함에 있어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가 회원국과 동등한 이익이 제공되면 되겠느냐”면서도 “불
필요한 벽을 추가하여 사태를 악화시킬 일이 아니다”라며, EU와 영국 시민과 사업
자를 위해 공고한 관련성 유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제품 무역에서 세관 절차상 일어날 수 있는 다소의 마찰에 대처
할 수 있지만, EU⋅영국 간 유제품 서플라이 체인이 유지되려면, 기타 무역조건도
변경 없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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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유럽)]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EU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英EU⋅FTA交渉が難航し

ていることに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と懸念を表明. ｢合意なし｣ の場合, 移行期間の
延長, 代替案の措置を要求(1番の情報)｣ (2020年 1月 23日発)’,‘新型コロナウイル

ス感染症関連の情報’,｢畜産の情報｣ 海外情報(https://www.alic.go.jp/chosa-c/
joho01_002724.html)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10. (2020년 7월 6일) EU 집행위원회, 2020년 EU 농업시장 단기
전망보고서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6일 2020년 EU 농업시장 단기 전망보고서를 발
표하였다.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식량 공급망의 회복
력을 확인하였고, 물가 상승과 긍정적인 생산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수출 역시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에 따르면, 곡물의 경우, 2020/21년 EU의 곡물 생산량은 2019/20년 대비
2.7% 감소한 2억 8,630만 톤으로 전망되지만, 해당 수치는 5년 평균 곡물 생산량
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이 시기의 곡물 생산량 감소는 겨울 곡물의 적은 재배
면적과 건조한 기후 때문이다.
육류의 경우, 쇠고기, 가금류의 생산량은 각각 1.7%, 2%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
만, 돼지고기의 경우 낮은 가격, 소비증가, 긍정적인 수출 전망, 돼지고기에 대한
투자 등의 이유로 생산량이 0.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에 따른 외
식감소로 2020년 1인당 육류소비량은 2.5% 감소한 65.4kg에 그칠 것으로 보았
다.
과일 및 채소의 경우, 사과는 2019/20년 작황 부진과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
리두기 시행에 따른 소매 수요 증가가 맞물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복숭아 생산량은 비싼 생산비용과 낮은 가격의 구조적 문제와 기상악화로 인해 사
상 최저수준인 310만 톤으로 전망하고, 토마토 생산량은 스페인의 생산 감소가 폴
란드의 생산증가로 상쇄돼 2020년에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유제품의 경우, 2020년 EU의 우유 생산량은 봄, 여름의 긍정적인 목초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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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저렴한 사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한 1억4,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치즈의 경우 소매 수요 증가보다 외식감소에 따른 손실이 커 2020년 치즈
소비량은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유지종자 및 단백질 작물의 경우, 2020/21년 유채 생산량은 2019/20년과 비슷
한 수준인 1,540만 톤, 해바라기 생산량은 2019/20년 대비 3.7% 증가한 1,040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대두와 단백질 작물의 생산량은 각각 280만 톤과 450만 톤으
로 전망되지만, 사료와 식물성 기름 수요 회복이 더딤에 따라 분쇄량은 소폭 감소
할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의 경우, 2019/20년 대비 2020/21년 사탕무 재배면적이 3% 감소하는 반
면, 설탕 생산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29(2020.7.20.)
- 원문 출처: https://ec.europa.eu/info/index_en

11. (2020년 7월 3일) 코로나19 발병 이후 EU의 농식품 무역 변화
여기에서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MONITORING EU AGRI-FOOD
TRADE: DEVELOPMENTS JANUARY-MARCH 2020(2020.7.3.)’의 내용을 소
개한다.
2020년 7월 3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EU 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중국발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 경제는 긴 침체에 빠졌지만, 2020년 초기에 EU
의 농식품 무역은 안정세를 보였다. EU의 전체 교역액은 2019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786억 유로로 나타났다.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468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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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도별 EU 농식품 수출액(단위: 백만 유로)

EU의 농식품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이 촉진되어 전년 대비 11억3,600만 유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러시아, 미국 순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EU의
농식품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영국으로 2020년 1월 브렉시트 단행에 따
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8억 2,700만 유로 감소하였다. 이외에 홍콩, 레바논, 싱가
포르, 인도네시아 순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한 318억 유로로
나타났다.
<그림 8> 연도별 EU 농식품 수입액(단위: 백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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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농식품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캐나다이다. 전년 대비 100% 넘
는 3억 6,600만 유로가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인도네시아, 코트디부아르, 터키,
말레이시아 순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EU의 농식품 수입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영국이며, 특히 주류, 제과, 곡물류의 수입 감소가 두드
러진다. 이외에 우크라이나, 미국, 호주, 인도 순으로 수입이 감소하였다.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49억 유로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밀, 돼지고기, 곡물류 수출이 전년 대비 5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지
만, 주류와 원피 수출이 감소하였다. 열대과일류와 식물성 기름류 수입은 증가한
반면, 곡물류, 깻묵, 생담배, 밀, 주류 수입은 감소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0(2020.7.27.)
- 원문 출처: https://ec.europa.eu/info/news

[이탈리아]
1. (2020년 3월 9일) 이탈리아 정부, 경기부양책을 발표
유럽 내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발표(2020.3.9.)한 가운
데, 그 규모는 250억 유로로 전망되며, 직접적인 자금 투입 외에도 주택자금 대출
(모기지) 상환을 최장 18개월 연기하는 방안 등도 발표하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
면, 최대 250억 유로의 긴급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며, 2020.3.13.일에 120억 유로
규모가 최초로 집행되었다.
한편, EU 회원국인 이탈리아는 재정적자에 대한 제약을 받는데, EU 측은 이 제
약의 한시적 완화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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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 (2020년 3월 10일) 영란은행, 2020년 3월 10일 기준금리 0.5%p
인하, 영국 정부도 120억 파운드 규모 재정투입 계획 발표
영란은행은 2020년 3월 10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였고, 영국 정부도 120
억 파운드 규모의 재정투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란은행은 COVID-19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로 인하하였고,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도 발표하였다.
정부는 COVID-19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에 50억 파
운드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개인 및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
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221

[독일]
1. (2020년 3월 8일) 독일 연립정부, 2020년 3월 8일 124억 유로
규모 경기 부양책에 합의
독일연방을 이끄는 연립정부는 2020년 3월 8일 124억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
에 합의하였다. 이 경기부양책은 2021~24년 동안 연평균 31억 유로씩 집행될 예
정으로, 피해기업을 위한 무한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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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 (2020년 6월 17일) 러시아, 7월부터 12월까지 곡물 수출 쿼터 계획
없어
러시아 농업부는 곡물 수출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쿼터를 계획하고 있지 않
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무부는 내수시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2021년 1월부
터 6월까지 이어지는 하반기 곡물 수출 쿼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무부
는 이번 주에 곡물 수출업체를 만나 2020/21년 곡물 수출에 대한 예비 전망을 발
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감
염시킨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700만 톤의 곡물 수출
쿼터를 정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과 6월 무역상들이 서둘러 선적물에 대한 통관
서류를 확보함에 따라, 4월 말 이 나라의 온라인 곡물 수출 쿼터가 급속히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plans no grains export quotas July-Dec
(러시아는 7월부터 12월까지 곡물 수출 쿼터를 계획하지 않음)‘ ｢해외곡물
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6월 17일자 게재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16/page/2)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2. (2020년 7월 7일) 러시아, 곡물 수출 할당량 메커니즘 영구화
타스 통신은 농업부 장관 Dmitry Patrushev의 말을 인용하여 러시아가 지난
4~6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여 도입한 곡물 수출 쿼터 메커니즘을 영구
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7월부터 12월까지 곡물 수출이 쿼터를 적용받
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내년 1~6월에는 쿼터가 가능하여 국내 공급량을 충분히 확
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Patrushev 장관은 인터뷰에서 2020/21년 시즌 전반기(7월~12월)는 여전히 쿼
터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쿼터 메커니즘이 영구적으
로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아마도 10월에 새 시즌 수확에 대한 최종 자료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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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시장 참가자들과 함께 쿼터의 변수를 정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농업부는 7월 1일부터 시작된 2020/21년 마케팅 시즌에 러시아가 밀
3,500만 톤을 포함하여 4,5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
다. 2020년 곡물 수확량은 밀 7,500만 톤을 포함하여 1억 2,250만 톤이다.
Patrushev는 7월에서 12월 사이의 실적에 따라 향후 쿼터 중 일부를 개별 무역
업자에게 할당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일부 상인들은 5월~6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고 다른 상인들은 할당량을 얻지 못함에 따라 4월 말 그들의 사용량은
고갈되었다.
타스 통신은 Patrushev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농업부와 수출업체의 공동 작업
이 사태를 해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렇지만,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농
업부는 새로운 형태의 ‘안정화 곡물 펀드’ 조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거의 고갈된 국가 비축물량을 보충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to make grain export quota mechanism
permanent(러시아, 곡물 수출 할당량 메커니즘 영구화)‘ ｢해외곡물시장
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7일자
게재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53)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벨라루스]
1. (2020년 7월 6일) 벨라루스 정부, 2020년 농축산업 성장 전망 발표
벨라루스 정부가 2020년 농업과 축산업의 성장을 전망하였다. 알렉산드르 수보
틴(Aleksandr Subbotin) 벨라루스 부총리는 2020년 벨라루스의 농업 성장률이
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수보틴 부총리는 2020년 벨라루스
의 축산업은 7~1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벨라루스 정부는 COVID-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파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벨라루스 정부는 2020년 57만 3,000헥타르의 경작지에 파종하였다고 하
면서, 2019년 봄 파종 면적과 비교해 1% 늘어났다고 발표하였다.
벨라루스 정부는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25% 더 많은 비료를 비축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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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2020년 수확이 2019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벨라루스의 농축산물은 주로 러시아로 수출된다. 벨라루스의 2019년 대(對)러
시아 농축산물 수출액은 약 43억 달러(한화 약 5조 1,600억 원)로, 2018년과 비교
하여 3% 성장하였다. 벨라루스는 세계 100개 나라로 농축산물을 수출하며, 세계
에서 세 번째로 많은 버터를 수출하고, 네 번째로 많은 치즈를 수출하는 나라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7.8.)
- 원문 출처: BelTA, Subbotin: Belarus' agricultural industry has been
doing well this year (2020.7.6.) 등

[우크라이나]
1. (2020년 7월 2일) UGA 곡물 거래자 노조, 우크라이나 2020/21년
시즌 수출 할당량 설정 지연 주장
우크라이나 정부와 노동조합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2020/21년 7~6월 시즌
에 대한 수출 쿼터제는 합의하였지만, 수출 할당량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최소한
8월 10일까지 연기되었다고 UGA 곡물 거래자 노조는 말하였다.
우크라이나와 곡물 상인들은 정부가 매년 합의된 곡물 양에 대해 수출 제한을
두지 않고 수출 규칙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각서에 서명한다. 경제부 장
관은 지난 달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시즌에 대한 밀 수출 쿼터를 포함 시킬 것이
며, 정부는 옥수수와 보리 판매량을 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
사자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대규모 밀 판매를 앞두고 여전히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4위의 밀 수출국으로 지난해 2,830만 톤의 곡물을 수확하였
지만, 악천후로 인해 올해 생산량이 약 2,500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부는 성명에서 “양국 간 식량안보 제공을 목표로 2020/21년 곡물시장
균형의 조화에 협력하고 수출제한 조치를 피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수확량 전망치와 수출 가능 물량은 기상여건의 난기류에 따라 8~9월에 계약할 수
있다.” 화요일에 경제부는 우크라이나 밀의 수출이 2019/20년 시즌에 31% 증가한
2,050만 톤을 기록하였고 2020/21년에는 수확량이 줄어들면 매출이 감소할 수 있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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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자들은 지난 주 ‘농림부가 2020/21년 시즌에 밀 수출 한도를 1,720만 톤
으로 정하자고 제안하였다’고 말하였다. 분석가들과 무역업자들은 이번 추수로 국
내 시장에 아무런 위협 없이 약 1,800만 톤의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kraine delays setting export quotas for 2020/21
season(우크라이나, 2020/21년 시즌 수출 할당량 설정 지연)‘ ｢해외곡물
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2일자 게재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47)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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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시아
[중국]
1. (2020년 3월 5일) 각 유명 전망기관, COVID-19로 중국경제를 비
롯한 글로벌 경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전망
COVID-19가 중국 내 빠르게 전파되는 가운데, 전 세계로 확산 중에 있다.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내수위축,
생산차질 등에 따른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과거 2003년 사스 발생 당시의 성장
률을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2003년 1/4분기에 11.1%였던 것이 2/4분기에는
9.1%로, 3/4분기에는 10.0%, 4/4분기에도 10.0% 정도로 축소되었던 바 있다.
내수위축의 영향도 예상된다. 도시 간 이동제한, 해외여행 금지,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서비스업(음식, 숙박, 여행, 도소매업 등) 및 소비 위축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해외 단체여행을 금지(2020.1.25.) 및 개별여행 자제령(2020.1.28.) 등을
시행하였다.
생산 및 수출 감소도 예상된다. 공장 가동 중지 및 가동률 저하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춘절연휴 연장
(2020.1.24.～30. → 2.9.) 등에 따른 공장가동 중지를 한바 있다. 2020.2.10일
부터 공장가동을 재개하였으나, 근로자 출근율은 60% 수준이었고, 공장 가동률도
저하되었다. 이로 인해 2020년 1/4분기를 중심으로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는 ‘부정적 시각’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IB들은 중국 1/4분기 GDP 영향을 당초 △1%p 내외에서 최근 △2～△3%p 수준
까지 추정하고 있으며, 바클레이즈는 5.8%에서 4.0%로, 노무라 연구소는 5.8%에
서 3.0%로, 골드만삭스는 5.6%에서 2.5%로 각각 하향 조정하여 전망하였다.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태 지속기간 등이 관건인데, 최근 사태 장기화 전
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비중 및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중국인 관광객은 전 세
계 해외 여행객의 약 9%, 관광 지출액의 약 18%를 차지하며, 특히, 글로벌 벨류체
인 상 중국경제 비중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경제/교역에서 중국경제 비중(%, IMF)은 2003년 4.3/5.6에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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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1.8로 증가하였다.
IMF 등 주요기관들은 아직까지는 2/4분기 내 중국경제의 정상화를 전제로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다. 다만, 최근 IMF는 사태가 장기화되는 ‘L
자형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IB들도 부정적 시각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 성장전망에 의하면, 3.3%에서 3.2%로 △0.1%p
조정하였으며, 그 중 중국의 성장 전만치는 6.0%에서 5.6%로 △0.4%로 하향 조정
하였다. IMF 및 월가 투자자들도 COVID-19를 가장 심각한 Risk 요인와 불확실
성(Uncertainty)으로 인식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30-31

2. (2020년 3월) 중국 정부, 적극적 재정, 안정적 통화 발표와 더불
어, 일부 지방정부는 생활보장 소득 및 보조금 형태로 지급
여기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요국별 COVID-19 대응 및 조치’ ｢세계경
제 포커스｣, 2020.3.16.과 국회예산정책처,‘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영향’

｢NABO Focus｣ 제15호, 2020.3.30.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관련 국내
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697호, 2020.4.6.의 내용을 요
약하여 소개한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예산지출 구조를 고도화하여 일반
지출을 축소하고 방역자금의 투입을 확대할 방침이며, COVID-19로 인한 지원과
경제발전 수요를 고려해 재정적자 규모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까지 발표된 중국 정부의 COVID-19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은 세금 감면 및
납부유예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사회보험료(의료보험 포함) 부담금
에 대해 약 6,600억 위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실물경제의 회복 지원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
되, 금융시장의 합리적인 유동성 구간을 충분히 유지하고, 방역 중점지역⋅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대출이자의 하향조정, 신용대출과 중장기 대출의 확대 등을 추
진하고 있다.

73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일부 지방정부에서 생활보장 소득 및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충칭시 충
현(忠县)은 2만 4,000여 명의 저소득층(고아, 독거노인 등)에게 2,932.4만 위안의
생활보장소득을 지급하였다. 1인당 약 3,000위안 수준으로, 이는 최저생계비의 약
2배 수준이다. 산둥성 칭다오시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7,446만 위안 지
원, 이 밖에 쌀, 밀가루, 야채, 계란 등 필수 식료품 등을 지원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222
- 원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세계경
제 포커스｣, 2020.3.16.
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영향’ ｢NABO Focus｣ 제
15호, 2020.3.30.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697호, 2020.4.6.

[일본]
1. (2020년 4월 28일) 일본 농수산성, 농림어업인 경영자금지원을 위
한 농림어업 안전망(Safety Net) 자금 대출한도액 상향 조정, 이자
율 감면 등 추진 및 식량 공급체인 전반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책정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4월 28일에 ｢令和元年度食料⋅農業⋅農村白書概要(案)｣
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COVID-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등
의 휴교, 행사 자제, 외식⋅관광 수요 감소, 타 국가들의 입국 제한 등이 진행 중
이다. 이로 인해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분야에서는 급식용 농산물, 화훼, 소고기,
과일 등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농박(체류형 농촌관광) 등의
예약 취소, 외국인 노동자 입국 지연, 수출 감소 등 심각한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내 감염확대에 따른 영향을 바탕으로 COVID-19 대응 긴급
대책을 2020년 2월⋅3월에 발표하였으며,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분야에서는 다음
과 같은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함. 먼저, 농림어업인 경영자금지원을 위한 농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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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안전망(Safety Net) 자금 대출한도액 상향 조정과 이자율 감면 등의 추진이다.
고용조정보조금을 통한 종업원 휴업수당 등 지원, 각 업계의 보조금 활용을 촉
진하기 위해, 학교급식 납품 중지에 의한 미이용 농산물의 대체 판로 확보 지원,
급식용 우유를 탈지분유, 버터 등으로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하고, 농촌관광지역에 COVID-19 예방대책 등 정보를 제공한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식량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식량 공급
체인 전반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 국민이 식량 공급현황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특설 페이지를 개설하고, SNS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식료품 공급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지방정책
국 등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정보의 확산을 하고 있다.
한편, 식품산업사업자 등에게 원활한 식품 공급 요청 및 국민에게 과도한 사재
기 자제를 요청하고, 식료품 공급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국산 농림수산
물 소비 확대를 위해 ‘꽃 소비 촉진 프로젝트’,‘국산 소비 촉진 캠페인’ 등도 추진한
다. 꽃 소비 촉진 프로젝트는 COVID-19의 영향으로 감소한 화훼 소비를 늘리기
위해 꽃 소비촉진 운동이며, 국산 소비 촉진 캠페인은 COVID-19의 영향으로 감
소한 국산 농림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자는 운동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20일에 COVID-19 감염확대 방지와 COVID-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긴급경제대책을 결정하였다. 생산기반 유지 및 수요 활성화를 위
해 △농림어업인 등의 사업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 △노동력 확보 및 경영불안 대
응, △생산⋅공급체제 유지를 위한 판매 촉진, △민관 합동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추진, 향후에도 각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24-225
- 원문 자료: https://www.maff.go.jp/j/council/seisaku/kikaku/bukai/ki
kaku_200428.html

2. (2020년 4월 30일) 일본 농림수산성, 쌀, 밀, 콩, 옥수수 공급상
황 공표, 곡물 공급에 문제 없어
농림수산성은 4월 30일 ｢주요곡물의 공급 상황｣을 발표하였다. 쌀은 ‘국내소비
는 거의 국산으로 충당되며, 비축은 확보하고 있다. 정부 비축은 약 100만 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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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고는 약 270만 톤 정도이다.
밀은 주요 수입 대상국인 미국의 농업관계자에 의하면, 수출 인프라는 문제없이
기능하여 일본 수출용 브랜드도 재고가 풍부하다고 한다. 비축은 확보하고 있으
며, 식량용 밀 약 93만 톤이 있다. 이 외에, 국산 밀 생산량은 연간으로 약 80만
톤이 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수출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로 부터의
식량용 밀 수입은 하고 있지 않다. 국제가격은 안정되어 있다.
콩은 상사에 의하면, 주요 수입 대상국인 미국에서 수출 인프라는 문제없이 기
능하고 있다. 제품업체에 의하면, 원료, 제품 모두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재고량이
존재하고, 국제가격은 안정되어 있다.
옥수수(사료용)의 경우, 미국농업성 관계자에 의하면, 주요 수입 대상국인 미국
에서 수출 인프라에 기능 상 문제가 없다. 비축도 확보하고 있으며, 사료용 옥수수
약 84만 톤이 있으며, 국제가격도 안정되어 있다.
대체품으로써 고량, 보리, 밀, 대두박, 사료용 쌀 등도 존재한다.
<그림 9> 주요 곡물의 공급 상황에 대하여

출처: 농림수산성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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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하에서도 수입업무는 계속
또한, 4월 20일 기준으로 일본이 곡물 수입 상황에 대하여도 발표하였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하에서도 수입업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재외공관에 의하면, 미국은 주요곡물의 일본 수출용 공급량은 충분하며, 물류도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어, 일본 수출은 문제가 없다고 미국 곡물협회 등으로부터
확인하고 있다.
또 캐나다는 일본 수출용의 공급측면에서 문제와 영향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캐나다 농업⋅농산식료성 간부와 캐나다 각 품목농업단체(돈육, 캐놀라, 밀 등)로
부터 확인하고 있다.
브라질은 국내수송, 항만에서의 선적 등 모두 현시점에서 눈에띄는 지연 등은
볼수 없다고 현지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들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24-225

2. (2020년 7월 20일) 일본농연기구(NARO), 위성 데이터 이용 적절
관개 시작 시기를 광역적⋅효율적 파악 방법 개발
일본 농연기구(NARO)는 위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절한 관개 시작 시기를 광
역적⋅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최근 영농형태 변화에 따라 농업
용수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용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
다. 재검토에 있어서 농업용수 이용실태 조사가 필요하나, 대상 지역이 광범위하
여 기존의 답사를 통한 조사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농연기구는 2019년 지구관측위성으로 관측한 단파적외선밴드(Short-WaveInfraRed Band) 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업용수 이용실태조사의 중요 항목인 논 관
개 시작 시기를 광역적⋅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지구관측위성이 같은 장소에서 약 5일(평균 3일) 동안 관측한 데이터
중 맑은 날에 관측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의 담수 상황을 판단하고, 각 논에 적정
한 관개 시작 시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담수 상황 판별 결과를 항공사진 육안판
독결과와 비교한 결과, 이 기술의 판별 정확도는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지구관측위성에 의한 맑은 날의 데이터만 이용 가능했으나, 이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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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지구관측위성이 관측한 합성 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데
이터도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합성 개구레이터 데이터에 의한 담수 상황 판별 정
확도는 79%로 비교적 낮지만, 구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맑은 날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관개 시작 시기를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보
완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 기술은 무상 위성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용수 계획 재검토 및 농업용수 이
용 실태 조사 등에서 활용 가능하다.
<그림 10> 위성데이터 기반으로 작성한 적정 관개 시기 지도(일본, 이바라기 현)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vol. 29 (2020.7.20.)
** 원문 링크: http://www.naro.affrc.go.jp/publicity_report/press/laboratory/nire/1356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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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7월 20일) 일본 농협신문, ‘코로나19에 의한 소비자 구매
행동 변화’ 조사 발표
여기에서는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에서 발표한,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購
買⋅意識の変化を調査, 来店回数減も購入単価増｣(2020.7.20.) 내용을 소개한다.
2020년 7월 16일 D&M24)과 크로스로케이션25)이 공동으로 코로나19 확대에 따
른 소비자의 소비⋅의식 변화 조사26) 결과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후 일주일에 슈퍼마켓 이용횟수는 3일에서 2일로 감소하였다.
또한, 평일 낮에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저녁 시간대에는 상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늘
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 후 슈퍼마켓에서 지출 금액대가 2,000~3,000엔에서
3,000~5,000엔으로 증가하였으며, 구매 상품 수도 10개에서 15개로 증가하였다.
소비자 방문이 증가한 지점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높은 접근성, 다양한 상품을 한
번에 구매 가능, 다양한 식품으로 조사되었으며, 방문이 감소한 지점의 소비자 감
소 요인으로는 매장 혼잡, 낮은 접근성,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대 전후로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유제품 구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저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편의점에서는
도시락, 과자⋅디저트, 드러그 스토어(drugstore27))에서는 유제품 및 물⋅음료,
온라인 쇼핑에서는 물⋅음료, 택배⋅배달 서비스(생협 등)는 신선식품 구매가 증
가하였다.
코로나19 확대 이후 인터넷 구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편의점, 잡화할
인점 등의 이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vol. 30 (2020.7.27.)
- 원문 출처: https://www.jacom.or.jp/

24) D&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조사 및 분석 기업
25) X-Locations Inc, 위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클라우드형 플랫폼 제공 기업
26) 조사는 수도권(도쿄 도, 가나가와 현, 지바 현, 사이타마 현), 오사카 부, 아이치 현의 종합 슈퍼마켓
277점포에서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효 샘플 수는 2,191건이다.
27) 의약품과 함께 식료품, 생활용품 등의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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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1. (2020년 7월 23일) 태국 쌀수출협회 명예회장, “태국의 락다운은
물류를 중단시키고, 베트남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일시적
으로 새로운 계약을 금지하여, 베트남의 이익은 일시적으로 수요
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 밝혀
태국 쌀 수출 협회는 가뭄과 바트화 강세로 인해 2020년 수출 전망치를 20년
만에 최저 수준인 650만 톤으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2위 쌀
수출국인 태국에 대한 업계 그룹의 최근 전망치는 7년 만에 최저치인 2020년 750
만 톤을 기록하였던 것보다 낮다.
협회는 다른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는 바트와 가뭄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비
싸지고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 생산 시즌 태국산 쌀 생산량을 500만 톤 줄
였다고 말하였다.
태국 쌀수출협회 명예회장 Chookiat Ophaswongse은 “새로운 전망치 650만 톤
은 20년 만에 가장 낮은 물량”이라며, “올해는 힘들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협회
의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태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가량 적
은 314만 톤의 쌀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인도의 453만 톤과 베트남이 수출한 404
만 톤보다 적은 수치이다.
Ophaswongse은 “태국의 락다운은 물류를 중단시키고, 베트남은 코로나바이러
스 위기 속에서 국내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금지하여
베트남의 이익은 일시적으로 수요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는 “COVID-19는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수입업체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평소
보다 더 일찍 구매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당분간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
하였다.
태국 프리미엄급 자스민 쌀의 올해 판매량은 63%나 증가해 싱가포르, 홍콩, 미
국, 캐나다 등 부유층 시장에서 공황구매로 이익을 얻고 있다. 한편 태국산 백미는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베트남이 제시한 값싼 품질에 비해 구매력이
낮아졌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hai rice exporters cut 2020 forecast to 6.5 mln T,
lowest in 20 years(태국 쌀 수출 업체, 2020년 전망치를 20년 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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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650만 톤으로 삭감)‘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2020
년 7월 23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
_id/5386/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방글라데시]
1. (2020년 7월 12일) 내무부 장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
내에 무슬림 주요 축제 장소인 가축시장 개설 불허, 온라인 가축
시장 설립도 고려
7월 12일 아사두자만 칸(Asaduzzaman Khan) 방글라데시 내무부 장관은 방글
라데시의 수도 다카(Dhaka) 내에 가축시장 개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사
두자만 칸 장관은 방글라데시에서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지 못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카에 가축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7월 말 열리는 이드 알아드하(Eid al-Adha) 축제는 무슬림의 중요한 축제 중
하나로, 해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는 축제 관련 제물로 사용될 가축시장이 개설
되었다. 아사두자만 칸 장관은 그 대신 다카 외곽에 가축시장을 설립하기로 하였
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
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방글라데시 당국은 온라인 가축시장을 설립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7.14.)
- 원문 출처: Daily Observer, No cattle market will be allowed in Dhaka
city: Home Minister(2020.7.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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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1. (2020년 6월 4일) 카자흐스탄, 러시아 주도 종자 수출 금지 확대
반대
카자흐스탄의 농림부 장관 Saparkhan Omarov은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주도하
는 무역권이 6월 30일까지 부과한 농업 수출 제한의 연장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뿐 아니라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으
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먹이사슬에 차질이 생기
자 자체 물량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해바라기씨, 메밀, 쌀, 호밀, 대두 등의
수출을 제한하였다.
Omarov은 “우리는 이 제한이 더 이상 연장되면 안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
했다. 지금까지의 제한조치는 주요 농업시장인 밀의 경쟁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
탄 간의 드문 시장협력 사례이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2위의 해바라기 종자 생산국인 러시아는 9월 1일까지
해바라기 종자 수출 제한을 연장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러시아 관리들은
석유 수출국 기구(OPEC)의 노선을 따라 곡물 기구를 만들기 위해 로비를 해왔다.
Omarov은 ‘곡물 OPEC’ 구상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미있
는 구상이 될 수 있으며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곡물 가격이
날씨와 농작물 수확량에 의존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의 해상 접근성이 부족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였
다.
카자흐스탄은 올해 1,850만 톤의 곡물을 수확할 계획이며, 7월 1일부터 시작되
는 2020/21년 시즌에는 75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
혔다. 카자흐스탄은 2019년에 1,740만 톤의 곡물을 수확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zakhstan opposes extension of Russia-led
seed export ban(카자흐스탄, 러시아 주도 종자 수출 금지 확대 반대)‘ ｢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2020년 6월 4일자 게재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294/page/3)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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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1. (2020년 7월 11일) 우즈베키스탄과 세계은행이 우즈베키스탄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한 5억 달러 융자 제공 합의서 체결
7월 11일 우즈베키스탄과 세계은행이 우즈베키스탄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
한 5억 달러(6,015억 원28)) 융자 제공 합의서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
사르도르 우무자코프(Sardor Umurzako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투자통상부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세계은행 측에서는 릴리아 부룬치우치(Lilia Burnuciuc) 중
앙아시아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한

융자금은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국제개발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로부터 각각 2억 7,600만 달러(약
3,319억 7,280만 원)와 2억 2,400만 달러(2,886억 7,200만 원)를 제공 받아 마련
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업은 GDP의 28%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노동 가능 인구의
27%(360만 명)가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물 수출은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
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포괄적 개혁 프로그램에서 농업 분
야 개혁은 핵심 사안이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농업 개혁 목표는 노동 생산력
제고, 농업 수출 확대, 농업 현대화, 면화와 밀에서 벗어나 품종의 다양화를 이루
는 것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7.14.)
- 원문 출처: UZ DAILY, World Bank provides US$500 million for
agricultural modernization in Uzbekistan (2020.7.12.) 등

28) 원/달러 환율 1,202.8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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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글로벌
1. (2020년 4월 23일) COVID-19 대응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 개최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가 4월 23일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COVID-19에 대응하는 한국의 농식품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농산물의 불합
리한 수출제한 자제를 촉구하였으며, 인간의 질병으로 변이할 수 있는 동물질병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회원국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영국, 러
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터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EU, 브라질, 아르헨
티나, 남아공 등이다. G20 농업장관회의는 지만 2008, 2010년 국제 곡물가 폭등,
수출제한 등 국제 식량수급 불안이 가중되자 G20 정상회의에서 식량안보를 주요
의제로 논의 시작, 2011년 최초 개최 이후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
의한 바 있다.
이 회의는 COVID-19 장기화에 따른 전 세계 식품시스템 위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G20 회원국과 복원력 지원 및 위험 완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식량안보에 미
칠 COVID-19 영향에 대해 G20 국가들이 적극적인 선제 공동 대응조치를 할 것이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주로 논의된 내용은 △주요 농산물 수출입 보장, △농업 및 식품 공급사슬 종사
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농업인 및 농식품 사업 종사자 지원방안 등이다.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글로벌 식품공급사슬의 기능 유지 중요
성,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자제 필요성, △세계 식량안보를 위
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문에 합의하였다.
회원국들은 G20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29))에서 세계 식량 공급이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평가한 것에 주
목하면서도, COVID-19 상황에 따라 계절근로자 노동력 부족 문제 등 글로벌 식
품시스템의 흐름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G20 차원에서 선제적
으로 공동 대응하자는 데 뜻을 공유하였다.
현재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
29)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 정보 파악 및
공동 대처를 위해 2011년 G20 국가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역할⋅기능으로는 주로 밀⋅옥수수⋅쌀
등의 생산, 소비, 재고 등에 대한 시장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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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임을 인식하면서 회원국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세계 농식품가치사슬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한 시점으
로, 식량의 생산⋅유통⋅수출 과정의 투명성⋅개방성⋅예측가능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둘째, COVID-19는 보건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전염병 확산이 식량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동대응하고, 셋째, 중장기
적으로 농식품 분야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
가 있으며, 넷째,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COVID-19 관련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 공동성명문>
1. 글로벌 식품공급사슬의 기능 유지: G20 특별 정상회의 성명문에서 결의한 국경
간 식품, 제품 및 농식품 생산에 필수적인 투입재의 지속적인 이동 보장의 중요
성 강조
2. 농식품 종사자들의 안전: 농업과 식품공급망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 안전, 복지
와 이동성 보장을 위해 노력
3. COVID-19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의 적정성: 과학에 기반하고 비례적이며, 투
명하고, 한시적이고, 목표에 부합한 조치의 시행, WTO 규범과의 합치성 및 농
업과 주요 식자재와 관련된 무역 관련 조치의 WTO 통보
4.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및 기타 인도적 단체들의 비상업적, 인도적 목적 식품
구매 보장
5. 현재 글로벌 식량공급이 충분하다는 AMIS의 평가에 주목: 시장과 국가가 정보
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식품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할 수 있
는 정보를 지속 제공
6. 농식품 부문의 신속⋅혁신적인 COVID-19 대응을 위한 공공 민간 협력
7. 공급사슬 붕괴로 인한 식량손실 및 식품낭비 절감 방안 강구
8. 인수공통전염병 통제 매커니즘 강화: 글로벌 식품시스템의 복원력과 지속가능
성 강화, 병해충, 이상기후로 인한 미래 발생 가능 재난 대비
9. 농업인, 농식품사업체의 위기상황 중 활동과 생계지원 및 향후 회복지원
10. FA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식량안보에 대한 COVID-19 영향 완화방안
모색, 모범사례 공유 및 과학 기반 정보 촉진, 농업과 식품시스템의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와 혁신 촉진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1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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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7월 10일) FAO 164차 이사회, COVID-19 시대 국제 식
량ㆍ농업협력 논의
지난 7월 10일 UN 식량농업기구(FAO) 제164차 이사회가 개최, COVID-19 이
후 농업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의제는 FAO 예산 조정안, 산하 위원회 활동, ‘디지털농식품플랫폼’ 설치,
COVID-19가 식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 등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17-218

3. (2020년 4월 13일) 한국 국회예산처, 주요국 COVID-19 대응 현
금지원 추진현황 자료 요약 정리
한국 국회예산처에서는 기관 발행지인 ｢NOBO Focus｣ 제17호(2020. 4. 13.)을
통해 주요국 COVID-19 대응 현금지원 추진 현황을 제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COVID-19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현금 지원 정책은 지원대상
및 규모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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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국의 현금지원 사례(요약)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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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 3월부터 5월) COVID-19 확대에 따른 세계 식량안보 주요
동향
여기에서는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ㆍ농촌 관
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COVID-19 확대에 따른 세계 식량안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식량 위기 우려>
COVID-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교역이 차질을 빚자 국제 식량가격 변동성
도 확대될 전망이며, 글로벌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OVID-19의 팬데믹(세계적 선언)으로 영향이 본격화된 만큼 식량가격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가 위축되어 가격이 내리는 품목도 있는 반면,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를 나타낼 품목도 생겨나는 상황이다. 러시아,
베트남 등 주요 곡물수출 국가들이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곡물 수출 중
단을 잇따라 선언하면서, 식량 공급망과 농산물 무역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전망하
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 수출제한은 “저소득 국가에 피해를 주고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려는 인도주의 단체에도 피해를
준다”며 “지금은 결속력을 보여주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세계 주요 동향>
인도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의 이동을 제한한 관계로 곡창지대 펀
자브 지방에서는 인력이 없어 밀 수확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태국은 쌀은 아니
지만 자국 내 계란이 폭등하자 계란 수출을 금지하였다. 세계 1위 쌀 수출국인 인
도에서는 쌀 무역업자들이 신규 수출 계약을 중단한데다, 2020년 4월 15일까지 국
가봉쇄령이 이어져 글로벌 식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여전하다.
인도, 태국에 이어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쌀 수
출을 중단했으며, 캄보디아도 2020년 4월 5일부터 흰쌀과 벼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베트남은 2019년 중국, 필리핀, 아프리카 등지로 쌀 637만t을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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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지난 2020년 4월 6일 응우옌쑤언푹 총리에게 쌀 수출을
재개하되 4~5월 수출량을 80만 톤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해 중단했던 쌀 수출을 재
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곡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러시아 농산물감독청은 2020년 3월 20일부
터 열흘간 모든 종류의 곡물에 대한 수출을 임시로 제한하였다. 식량을 수입에 의
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4월 밀 120만 톤을 추가 수입해 비축, 식료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아랍에미리트는 사재기 등을 방지하고, 전략적 식량
비축분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는 등 식량 확보에 나섰다.
주요 곡물 수출국인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은 COVID-19로 인한 국경 폐쇄와
방역 으로 내륙⋅해상운송이 단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동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오는 수십만 명의 해외 노동자에게 농사를 맡겼
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특히 올봄에 이뤄질 딸기와 블
루베리, 아스파라거스 수확 등에서 당장 농사짓는 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미국은 손으로 직접 수확하는 과일과 채소의 경우 멕시코 노동자들을 주로 활용
하지만, 전 세계 공관의 비자발급을 중단하면서 농업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식료품 사재기와 식당 폐쇄 등으로 우유, 각종 채소, 야채 등이
대책 없이 폐기하는 상황이다. 브라질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만 명 넘어가면서 트
럭 운전사마저 구하기 어려워 농산물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원맥), 원당의 글로벌 가격도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식품업계도 비상이다. 아직은 비축물량이 있는
데다가 주요 수입국 물류는 문제가 없는 상태로 내 업체가 타격을 입을 만큼 심각
한 상황은 아니지만, COVID-19가 장기화될 경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
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2020년 3월 27일 중국 농업농촌부는 기자회견에서 후베이성의 경우 농업생산
에 일부 차질이 예상되어, 2억 1,000만 위안(363억 원30))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는 COVID-19 여파로 닥칠 식량 수급 차질에 대비하는 조치이다.
COVID-19로 중국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후베이성을 비롯한 4개 성(광동, 저장,
허난, 후난)의 곡물 생산량은 1억 6,384만 톤(중국 국가통계국, 2019)으로 중국 전

30) 위안/원 환율 172.86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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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곡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4월 4일 “쌀 공급은 충분하고 어떤 사재기도 필요 없다”며

“중국은 1년치 식량을 저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4월 6일 21세기경제
보도는 2019년 중국의 식량 생산량과 비축량은 사상 최고 수준에 있으며, 식량안
보 상에 문제는 없다고 보도하면서 다만, COVID-19로 인해 세계적으로 곡물 생
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곡물 사재기 등으로 인한 가격 폭등 리스크에 대
해서는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저지를 위해
2020년 3월 18일부터 국내외 이동을 제한하는 2주간 국가봉쇄를 결정하자 싱가포
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공급받아왔던 각종 신선제품 이동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로, 시민들이 슈퍼마켓을 찾아 채소나 과일 등을 집중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전망>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압돌리자 아바시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물자 이동이
어려워져 공급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예측 불가능하며,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분석하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국가가 식량 수출을 중단하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상황
이 악화하면서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기존 식량 수급 취약 국가는 더욱 심각한 상
황을 맞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퍼듀대학 제이슨 러스크 농업경제학 교수
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그동안 식량 공급에서 트럭, 철도, 선적, 노동 인력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현재 식량 공급망을 단절할 요소는 즐비하
고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로이터 통신은 국제 쌀 가격은 이미 추가적인 수출 금지 전망으로 인해 오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쌀의 경우, 재고량이 사상 처음으로 1억 8천 만t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1억 5천 300만t 이상이 중국과 인도가 보유할 것으로 보여 불균형적
이며, 이는 곡물 이동이 장기간 축소되면 쌀 수입이 많은 필리핀을 비롯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여러 국가가 충격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농작물 작황이 좋아 식량 재고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현
재의 곡물 시장 불안은 일시적이며 세계적인 식량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
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하였다. 문제는 식량의 절대량이 아니라‘식량 정치’로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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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사재기에 나설 경우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위기를 만들
어낼 수 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경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COVID-19 사태 속에 국내 ‘집밥’ 수
요가 일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쌀 수요가 감소해 쌀 가격을 밀어올리는 정
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2020년 4~5월 쌀값은 약보합
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COVID-19 사태의 진정으로 쌀 소비감소
가 완화될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323-328
- 원문 자료: 서울경제, “코로나19에 식량위기 오나”(2020.3.30.)
MBC, “코로나19에 식량 수출 금지 확산…“4~5월 식량위기 우려”(2020.3.31.)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에 식량 수출 금지 확산하나…‘식량 안보’ 주
목”(2020.3.31.)
경향신문, “코로나19로 ‘집밥’ 늘었지만 쌀값은 '약보합세'...국제곡물시장 혼
란 국내 영향 ‘미미’”(2020.4.2.) [특파원리포트]
KBS, “코로나19 가면 식량위기 온다”(2020.4.4.)
이데일리, “코로나19로 교역 차질…세계 식량가격 변동성 확대”(2020.4.4.)
디지털타임즈, “쌀 오르고 옥수수 내리고…코로나19에 세계식량 가격도 출
렁”(2020.4.6.)
조선일보, “수확할 사람 없어 ‘식량대란’ 조짐”(2020.4.6.)
한국일보, “코로나19 사재기보다 심각한 문제는 폐기 농⋅축산물”(2020.4.6.)
동아일보, “코로나 식량 위기[횡설수설/이태훈]”(2020.4.7.)
아시아경제,“[코로나19] 직원 감염 잇따르자 미국 육류공장, 속속 조업 중단”
/ “싱, 코로나19에 식량확보 비상…호주 등과 공동 성명”(2020.4.7.)
아주경제, “[코로나19] 직원 감염 잇따르자 미국 육류공장, 속속 조업 중
단”(2020.4.7.)
연합뉴스TV,

“코로나19에

식량수출금지

확산…“4⋅5월

식량위기

우

려””(2020.4.7.)
연합뉴스, “미국서 우유 대량폐기 사태…코로나19에 농가 직격탄”(2020.4.7.)
파이넨셜뉴스, “[특별기고] 코로나19로 바라본 식량 안보”(2020.4.7.)
KBS, “[팩트체크K] 코로나19로 쌀 부족한데 수출?…따져보니”(2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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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경제산책] 코로나19가 가져올 식량위기에 즉각 대응하자”(2020.
4.8.)
머니투데이, “라면값 오르나요?”…러시아 등 곡물수출 중단 영향은”(2020.4.8.)
서울경제, “베트남, 쌀 수출재개 추진…글로벌 식량 부족에 ‘단비’”(2020.4.8.)
아주경제,

“주요국

곡물수출

중단

식품업계

가격인상으로

불똥

튀

나”(2020.4.8.)
한국경제, “멀쩡한 우유 수백만L 폐기…오렌지주스는 ‘코로나 특수’”(2020.4.8.)
매일경제, “[기고] 코로나로 각국 식량비축…韓 곡물터미널 활용을”(2020.4.9.)
연합뉴스, “농산물 수출규제 속출...코로나19에 식량안보 흔들릴라”(2020.4.9.)
한국경제, “쌀값 7년 만에 최고…지구촌 ‘식량물가’ 출렁인다”(2020.4.9.)
헤럴드경제, “김용범 기재차관 “주력업종 다양한 극복방안 마련 중…식량수급
에도 선제대응””(2020.4.10.)

5. (2020년 3월부터 5월) 코로나 19로 노동력 구하기 각국 대응
COVID-19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세계 각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지자 ‘코로나 귀농(歸農) 작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채우기 위해 자국민의 귀농을 독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농가 인력난이 심각해진 탓에 5월부터 콩
과 옥수수 파종기가 시작되는 러시아에서는 일부 대학생이 수업 대신 귀농을 준비
중이며, 인테르팍스통신은 2020년 4월 29일 러시아 연해주(州) 농업국이 대학생
400명을 모집해 농촌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농가는 매
년 파종기인 4～6월, 수확기인 10～11월 중국과 중앙아시아 노동자 수만 명을 고
용해왔다.
디디에 기욤 프랑스 농업부 장관은 최근 TV에 출연해 “프랑스 농가는 일손 20
만 명을 잃었다”며 “식당과 호텔 직원, 미용사 등 지금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프
랑스 농업의 위대한 군대(농가)에 합류하라”고 호소하였다.
조지 유스티스 영국 환경장관은 2020년 4월 26일 코로나 브리핑에서 “영국 농
가는 필요 인력의 3분의 1만 확보한 상태”라며 “무급 휴가 상태인 도시 노동자들이
농촌에 가서 과일과 채소의 수확을 도왔으면 한다”고 언급하였다. 영국은 2002.4
월 초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루마니아 노동자들을 특별 전세기로 데려오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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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2019년 7만 명에 달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한국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끊겨 영농철을 맞은 농촌 지역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자, 각 지자체는 공
무원과 각급 기관⋅단체에 “농번기까지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독
려하였다.
COVID-19가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에 의존한 세계 농업의 틀을 바꿀 수 있다※
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자국 토지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형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다우후이 중국 후난(湖南)성 로우디직업기술학원 교
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2020년 4
월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시장 영향 및 전
망’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COVID-19)에 따른 각국
의 봉쇄 조치로 국제 식량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국에 단기적 수급 불안
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한 곡물 비
축시설의 확충과 의무 비축제도 도입 등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COVID-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글로벌 육류 가공업체인 타이슨푸드와 JBS, 스
미스필드 푸드, 카길 등이 도살장과 정육 공장 폐쇄에 들어가면서 미국 아이오와
주 정부는 최근 농장 주인들과 함께 수천만 마리 돼지들을 대규모 안락사하는 방
안을 논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20년 4월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들 업체는 2020년 4월부로 미국과 캐나다를 아우르는 북미 지역 도살장과 가공 공
장 20여 곳 운영을 중단했고, 타이슨 푸드의 존 타이슨 회장은 최근 도살장 폐쇄를
이유로 제휴 농장 돼지와 닭･소 수백만 마리를 안락사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하
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대규모 정육 공장들이 폐쇄되면
서 북미 지역에 베이컨과 햄 등 고기 부족 사태가 올 것으로 예고하기도 하였다.
COVID-19 확산으로 미국 내 육류 생산 및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식물
성 원료로 만든 ‘인공육’이 새로운 대체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FT)는 2020년 4월 26일 미국 소비자테이터그룹 닐슨이 발표한 통계를 인용, 지
난 2020년 4월 11일부터 18일동안 미국 내 식물성 육류대체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00%, 지난 8주 동안 265% 증가했다고 보도하였다. 생산･유통과정에서 자
동화가 많이 이뤄진 식물성 육류가 도축장, 가공 공장 등에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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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진짜’ 육류에 비해 이동 제한령 및 봉쇄조치에 덜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문
가들은 여전히 실제 시장에서 ‘식물성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진짜 고기에 비해
작지만, COVID-19로 인한 환경 변화※ 때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335-339
- 원문자료: 경향신문, “마트 삼겹살 사는 사람 늘고…식당 갈비 재고는 쌓이
고”(2020.4.26.)
농민신문, ““감염될라” 비대면 소비 활기…정보 취약계층 ‘소외 그림
자’”(2020.4.27.)
문화일보, “코로나에 판 커지는 美 대체육류 시장”(2020.4.27.)
아시아경제, “코로나發 강제 홈코노미 시대…간편식⋅핸드워시⋅담배 불티
나게 팔렸다”(2020.4.27.)
연합뉴스, “코로나19에도 당장 곡물 수급불안 없어…비축시설 확충해야”(
2020.4.27.)
매일경제, ““이 녀석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이나요”…코로나탓에 美 닭⋅돼
지 수백만마리 안락사 대란”(2020.4.28.)
조선일보, “지역상품권 1조7000억 풀렸다는데…상인들은 “구경도 못했
다””(2020.4.28.)
한국경제, “‘고기대란’ 오나…대형 육가공업체 잇딴 폐쇄 “공급망 무너진
다”(2020.4.28.)
이데일리, “코로나 100일…유통가 소비 흐름 바꾼 ‘언택트’ 파도”(2020.4.2
9.)
조선일보, “비싸도 ‘동물복지 상품’이 잘 팔린다, 코로나가 바꾼 소
비”(2020.4.29.)
아시아경제, ““장보기가 두렵다”…금값 된 달걀⋅돼지고기”(2020.5.1.)
news1, “코로나에 속타는 농심…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못 구해 발동
동”(2020.5.2.)
조선일보, “프랑스도 러시아도 "농활 가실분”(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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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0년 6월 24일)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대두 업계 관계자, ‘중
국 대두 구매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는 화물의 보증을 원한
다’고 보고
중국 대두 구매자들은 수출업체에게 새로운 화물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한에 서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대두 업계 관계자가 밝혔다.
중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베이징의 도매 식품시장과 관련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수입품으로부터 새로운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주 해
외 육류 및 과일 공급업체들은 중국 세관총국이 중국으로의 선적 안전을 보장하는
선언문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미 농업부와 무역대표부는 육류 수출업자들에게 이 선언문에 서명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하였다. 이 소식통은 미 농
업부가 금요일 선주들에게 ‘서명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고 말하였다.
미국 대두 수출협의회 중국 국장 Zhang Xiaoping은 “대두 화물이 코로나바이
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베이징이 아닌 세관총국으로부터 나
왔다”고 말하였다.
브라질 수출곡물협회(Anec) 사무총장 Sergio Mendes은 “선박 적재 과정이 거
의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였.
Soy Canada 전무 이사 Ron Davidson은 “캐나다 정부는 이 상황을 민간 부문
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수출업체들이 이러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대두 구매국이며, 2019/20년에 약 9,400만 톤을 수입할 것
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브라질과 미국에서 수입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음식에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porters say China soy buyers want guarantee of
coronavirus-free cargoes(수출업자들은 중국 대두 구매자들이 코로나바이
러스가 없는 화물의 보증을 원한다고 말해)‘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
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6월 24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
/board/briefing/view/wr_id/5328/page/2)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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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년 7월 21일) 영국 분석업체 CRM Agricommunties, 금년
국제 곡물 생산, 기상여건 악화로 부진 예상
하반기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올해 주요 생산국의 곡물 생산이 다소 부진할 것
으로 전망되었다. 영국 분석업체인 CRM Agricommunties가 최근 발표한 동향 보
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주요 생산지역에서 무더위와 강수량 부족이 길어져
올해 옥수수 생산이 부진하고, 밀의 경우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가 전년 대비 2.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유럽의 주요 옥수수 생산국인 프랑스는 기상여건이 나쁘지 않아 작황이 양
호하고, 유럽에서는 현재 밀 수확도 진행되고 있어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
려졌다.
CRM은 최근 미국과 브라질 등 주요 생산국에서 코로나 신규환자가 크게 증가
함에 따라 장기화시 수확기 인력 및 장비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낙농뉴스 ｣2020.07.02.호
- 원문출처; feednavigator.com, 7월 7일자>

8. (2020년 7월 16일) FAO, FAO,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식량난 경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발간(2020.7.16.)한 ‘북한 코로나19 인도적 대
응 개정 보고서’에서 2020년 북한은 도정된 곡물 37만4천 톤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천 1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각한 식량난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기본적으
로 농업생산량이 부족한 데다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간 물류 이동이 제한된 점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9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북한 당국은 2020년 1월
부터 엄격한 이동제한 조처를 내렸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 역시 제한했
으며, 북한 당국은 4월 초부터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 간 닫아뒀던 국경 문
을 일부 열었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여전히 시행 중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하였
다. 아울러 지난봄 영농기 농민들에게 비료, 씨앗, 관개용 펌프 등이 제대로 공급
됐는지 알 수 없으며 5월 모내기 작업이 끝났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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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북한에서 조기 수확 작물의 비중이 연간 8%에 그치는 만큼 쌀, 옥수수, 콩 등
주요 작물을 거둬들이는 가을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FAO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북한 내 식량 부족 사태는 분명히 가중될 것이라며, 인도적 지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2020년 FAO가 목표로 하는 대북지원 대상은 67
만 6천 명이며 총 1천 345만 달러(약 162억 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앞
서 FAO는 지난 2020년 7월 2일 발간한 ‘작물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도 북한을 비롯한 44개 나라를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14일 이탈
리아 비정부기구(NGO) ‘아르고텍 SPA’의 대북지원 제재 면제 기간을 2020년 1월
까지로 연장해 각종 농기구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FAO는 2020년 7월 21일 공개한 ‘세계 산림자원 평가 2020’ 보고서에 따
르면, 2020년 북한 산림면적은 603만ha로 지난 2010년 624만 2천ha보다 약 21만
ha가 감소했다고 분석했으며, 지난 30년 동안 줄곧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0 (2020.7.27.)
- 원문 출처: SBS, “FAO, 코로나발 북한 식량난 경고… “1천만 명 식량 부
족””(2020.7.18.),
YTN, “FAO “北 1,010만 명 식량부족...‘코로나19’로 악화할 듯”(2020.7.18.)
new1, “FAO “北, 코로나로 식량난 가중…인도적 지원 필요”(2020.7.18.)
연합뉴스, “FAO, 코로나발 북한 식량난 경고… “1천만 명 식량 부
족””(2020.7.18.)
중앙일보, “FAO, “코로나로 북한 주민 1000만 명 식량 부족 상태”…전 인구의
40% 수준”(2020.7.18.)
연합뉴스, “FAO “올해 북한 산림면적, 10년 전보다 21만ha 줄어””(2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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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年 7月號 南美 1番 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7.html)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EU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英EU⋅FTA交渉が難航していること
に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と懸念を表明. ｢合意なし｣ の場合, 移行期間の延長, 代替案
の措置を要求(1番の情報)｣ (2020年 1月 23日発)’,‘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
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
일본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食料⋅農業⋅農村白書概要(案)｣, 2020년 4월 28일(https://
www.maff.go.jp/j/council/seisaku/kikaku/bukai/kikaku_200428.html)
농림수산성, ｢주요곡물의 공급 상황｣, 2020년 4월 30일
BelTA, Subbotin: Belarus' agricultural industry has been doing well this year
(2020.7.6.)
Council for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CAST), ‘Economic Impacts of
COVID-19 on Food and Agricultural Markets(2020.6.)
Farm Policy News, ‘A Closer Look at U.S. Pork Exports from USDA’s Economic
Research Service(2020.5.19.)
PAPRI, ‘Early Estimates of the Impacts of COVID-19 on U.S.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 Farm Income and Government Outlays“, 2020. April.
Project Syndicate, ‘Agriculture After the Pandemic’, 2020년 14. April.
USDA-ERS,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2020.5.29.)

<외국 보도 자료>
USDA보도 자료(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20/06/09/americasmeatpacking-facilities-operating-more-95-capacity-compared)
EU집행위원회 보도자료(Commission offers to all Member States possibility to extend
CAP payments application deadline, 2020.3.17.),
EU집행위원회, ‘MONITORING EU AGRI-FOOD TRADE: DEVELOPMENTS JANUARYMARCH 2020(2020.7.3.)
유럽연합 의회, ‘Protecting the EU agri-food supply chain in the face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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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보도자료(New measures on night time deliveries to supermarkets
to support coronavirus response, 2020.3.9.)
영국 환경식품농촌부,‘New funding to support dairy farmers through coronavirus(2020.5.6.)
EU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Germany considers special measures to ensure seasonal
farm labour, 2020.3.18.),
EU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Italy moves to protect agri-food exports amid
COVID-19 outbreak, 2020.3.18.)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Coronavirus: Commision stands ready to continue supporting
EU’s agri-food sector, 2020.3.25.)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Coronavirus: seasonal workers included in new guidelines to
ensure free movement of critical workers, 2020.3.30.),
EU 집행위원회, ‘Meeting labour demand in agriculture in times of COVID 19 pandemic(2020.5.)
EU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Food industry turns to recruitment app to fill vacancies
with “furloughed” staff, 2020.4.1.)
EU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Suppliers of fruit, veg and milk to EU schools can get
COVID reimbursement, 2020.4.1.),
유럽투자은행 보도자료(Agriculture and bioeconomy: EIB approves €700 million of financing under the Investment Plan for Europe amid coronavirus pandemic,
2020.4.2.)
IEG Policy, ‘Analysis: COVID-19 triggers acute farm labour shortages across
Europe(2020.4.3.)
일본농업신문 ｢[新型コロナ] 政府、食料安保を強化 コロナ対応 国産切り替え推進｣(2020.
6.27.)
(일본)수상관저 ｢農林水産政策の展開方向について｣(2020.6.26.)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購買⋅意識の変化を調査, 来店回数減も
購入単価増｣(2020.7.20.)

<국내 보도자료>
서울경제, “코로나19에 식량위기 오나”(2020.3.30.)
MBC, “코로나19에 식량 수출 금지 확산…“4~5월 식량위기 우려”(2020.3.31.)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에 식량 수출 금지 확산하나…‘식량 안보’ 주목”(2020.3.31.)
경향신문, “코로나19로 ‘집밥’ 늘었지만 쌀값은 '약보합세'...국제곡물시장 혼란 국내 영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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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2020.4.2.) [특파원리포트]
KBS, “코로나19 가면 식량위기 온다”(2020.4.4.)
이데일리, “코로나19로 교역 차질…세계 식량가격 변동성 확대”(2020.4.4.)
디지털타임즈, “쌀 오르고 옥수수 내리고…코로나19에 세계식량 가격도 출렁”(2020.4.6.)
조선일보, “수확할 사람 없어 ‘식량대란’ 조짐”(2020.4.6.)
한국일보, “코로나19 사재기보다 심각한 문제는 폐기 농⋅축산물”(2020.4.6.)
동아일보, “코로나 식량 위기[횡설수설/이태훈]”(2020.4.7.)
아시아경제,“[코로나19] 직원 감염 잇따르자 미국 육류공장, 속속 조업 중단” / “싱, 코로나19
에 식량확보 비상…호주 등과 공동 성명”(2020.4.7.)
아주경제, “[코로나19] 직원 감염 잇따르자 미국 육류공장, 속속 조업 중단”(2020.4.7.)
연합뉴스TV, “코로나19에 식량수출금지 확산…“4⋅5월 식량위기 우려””(2020.4.7.)
연합뉴스, “미국서 우유 대량폐기 사태…코로나19에 농가 직격탄”(2020.4.7.)
파이넨셜뉴스, “[특별기고] 코로나19로 바라본 식량 안보”(2020.4.7.)
KBS, “[팩트체크K] 코로나19로 쌀 부족한데 수출?…따져보니”(2020.4.8.)
농민신문,“[경제산책] 코로나19가 가져올 식량위기에 즉각 대응하자”(2020.4.8.)
머니투데이, “라면값 오르나요?”…러시아 등 곡물수출 중단 영향은”(2020.4.8.)
서울경제, “베트남, 쌀 수출재개 추진…글로벌 식량 부족에 ‘단비’”(2020.4.8.)
아주경제, “주요국 곡물수출 중단 식품업계 가격인상으로 불똥 튀나”(2020.4.8.)
한국경제, “멀쩡한 우유 수백만L 폐기…오렌지주스는 ‘코로나 특수’”(2020.4.8.)
매일경제, “[기고] 코로나로 각국 식량비축…韓 곡물터미널 활용을”(2020.4.9.)
연합뉴스, “농산물 수출규제 속출...코로나19에 식량안보 흔들릴라”(2020.4.9.)
한국경제, “쌀값 7년 만에 최고…지구촌 ‘식량물가’ 출렁인다”(2020.4.9.)
헤럴드경제,“김용범 기재차관 “주력업종 다양한 극복방안 마련 중…식량수급에도 선제대
응””(2020.4.10.)
경향신문, “마트 삼겹살 사는 사람 늘고…식당 갈비 재고는 쌓이고”(2020.4.26.)
농민신문, ““감염될라” 비대면 소비 활기…정보 취약계층 ‘소외 그림자’”(2020.4.27.)
문화일보, “코로나에 판 커지는 美 대체육류 시장”(2020.4.27.)
아시아경제, “코로나發 강제 홈코노미 시대…간편식⋅핸드워시⋅담배 불티나게 팔렸
다”(2020.4.27.)
연합뉴스, “코로나19에도 당장 곡물 수급불안 없어…비축시설 확충해야”( 2020.4.27.)
매일경제, ““이 녀석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이나요”…코로나탓에 美 닭⋅돼지 수백만마리
안락사 대란”(2020.4.28.)
조선일보, “지역상품권 1조7000억 풀렸다는데…상인들은 “구경도 못했다””(2020.4.28.)
한국경제, “‘고기대란’ 오나…대형 육가공업체 잇딴 폐쇄 "공급망 무너진다”(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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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코로나 100일…유통가 소비 흐름 바꾼 ‘언택트’ 파도”(2020.4.29.)
조선일보, “비싸도 ‘동물복지 상품’이 잘 팔린다, 코로나가 바꾼 소비”(2020.4.29.)
아시아경제, ““장보기가 두렵다”…금값 된 달걀⋅돼지고기”(2020.5.1.)
news1, “코로나에 속타는 농심…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못 구해 발동동”(2020.5.2.)
조선일보, “프랑스도 러시아도 농활 가실분”(2020.5.4.)
SBS,“FAO, 코로나발 북한 식량난 경고…“1천만 명 식량 부족””(2020.7.18.),
YTN, “FAO “北 1,010만 명 식량부족...‘코로나19’로 악화할 듯”(2020.7.18.)
new1, “FAO “北, 코로나로 식량난 가중…인도적 지원 필요”(2020.7.18.)
연합뉴스, “FAO, 코로나발 북한 식량난 경고…“1천만 명 식량 부족””(2020.7.18.)
중앙일보, “FAO, “코로나로 북한 주민 1000만 명 식량 부족 상태”…전 인구의 40% 수
준”(2020.7.18.)
연합뉴스, “FAO “올해 북한 산림면적, 10년 전보다 21만ha 줄어””(2020.7.22.)

<백과 사전 등>
네이버 영어사전,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농식품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대명AG, https://blog.naver.com/qkdnlcl160317/221562169735)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영양학사전, 채범석, 김을상, https://terms.naver.com/)

<자료 열람>
https://www.jdsupra.com/legalnews/usda-s-coronavirus-food-assistance-32446/
https://farmpolicynews.illinois.edu/2020/05/a-closer-look-at-u-s-pork-exportsfrom
-usdas-economic-research-service/#
https://www.ers.usda.gov/webdocs/outlooks/98517/aes-112.pdf?v=8070.4
https://www.cast-science.org/wp-content/uploads/2020/06/QTA2020-3-COVIDImpacts.pdf#page=5
https://www.cast-science.org/wp-content/uploads/2020/06/Ag-quickCAST-QTA2020
-3-COVID-Impacts.pdf
https://www.columbiatribune.com/business/20200711/covid-19-causes-foodpricesto-move-in-opposite-directions-for-farmers-and-consumers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
documents/mou-between-fda-usda-dpa.pdf)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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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europa.eu/jrc/en
https://ec.europa.eu/info/index_en
http://www.naro.affrc.go.jp/publicity_report/press/laboratory/nire/135613.html
https://www.jacom.or.jp/
https://ec.europa.eu/info/news
Daily Observer, No cattle market will be allowed in Dhaka city: Home Minister(2020.7.
15.)
UZ DAILY, World Bank provides US$500 million for agricultural modernization in Uzbe
kistan(2020.7.12.)
feednavigator.com(7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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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IGC sees global grains surplus in 2020/21 as crop outlook raised
국제곡물이사회는 농작물 전망 상향에 따라 2020/21년 세계 농작물
과잉 예측
국제곡물이사회(International Grains Council, IGC)는 목요일(현지시간)에
2020/21 시즌 전 세계 농작물 과잉이 예상된다고 발표하면서, 생산량은 증가하고,
반면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월간 보고서에서 이사회는 곡물 생산량 전망치를 1,200만 톤 늘어난 22억 3천
만 톤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소비량은 22억 1,800만 톤으로 약 400만 톤 하향 수
정하였다.
IGC는 지난 4월 말에 발표한 이전 보고서에서, 2020/21 시즌 동안에는 전 세계
적으로 농작물 적자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옥수수 작황 전망이 개선되면서, 세계 곡물 생산량 전망
치의 상향 조정을 촉발하였으며, 국제곡물이사회는 소비 전망은 산업 부문의 전망
약화에 따라 감소하였다고 전했다.
세계 곡물 재고량은 전년 대비 1,300만 톤 늘어난 6억 2,700만 톤으로,
2020/21 시즌 말까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IGC는 2020/21 시즌에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에서 3억 8,800만 톤
에서 3억 9,250만 톤으로 늘어나고, 중국은 2억 5,690만 톤에서 2억 6,100만 톤
으로 증가하여, 1,100만 톤 늘어난 11억 6,900만 톤으로 분석하였다.
전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11억 7,700만 톤으로 보았고, 전 세계 옥수수 재고량
은 9백만 톤 감소한 2억 8,800만 톤으로 4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사회는 2020/21 시즌 세계 밀 생산량은 이전 추정치인 7억 6,400만
톤에서 늘어난 7억 6,600만 톤으로 내놓았다. 밀 재고량은 2억 9천만 톤으로
* sujung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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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 톤 증가하였고, 옥수수 감소 상쇄 보다 많았다.
세계 대두 생산량은 2020/21 시즌에 3억 6,300만 톤으로 예상하여 기존 전망치
인 3억 6,400만 톤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브라질에서 소규모 생산 업체에서 생산
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생산량이 이보다 더 컸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은 지난 시즌 3억 3,600만 톤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
하였다(2020.5.29).

▮ Brazil maize is oversold, watch for short covering to provide
price spark
브라질 옥수수 과잉 매도 상태,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공매도 시기를
기다려
미국 옥수수 시장의 정확한 전망을 위해서는 6월 9일 이후의 중서부 지역에 대
한 전망이 중요하다.
미국 아이오와 주 서부 지역과 미네소타 주, 다코타 주, 네브래스카 주는 앞으로
7일 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6일에서 10일 사이 일기
예보에 따르면, 미국 중부 지역은 평균 기온을 훨씬 웃도는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기상 모델들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8일에서 14일 동안 다코타 주와 미네
소타 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지만, 이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평균 이상
의 높은 기온과 대부분 건조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래자동향보고서(Commitments Of Traders report)에서 관리통화
(Managed money) 트레이더들은 약 24만 5천 건의 순매도 옥수수 계약들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매수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뉴스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 증권시장은 화요일(현지 시간) 증시의 강한 상승과 에너지 가격의 추가 상
승으로 나흘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결제약정(Open interest)이 증가하
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펀드 트레이더들은 점점 더 큰 순매도 포지션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농작물의 생장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토양 조건은 거의 이상적인 상태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2주 동안은 서부 옥수수 벨트 지역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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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는 어제 상승세로 마감하였지만, 최고점에서는 다소 낮아진 상태이다. 글
로벌 리스크 심리에 긍정적인 의견들이 일찍부터 이어졌고, 에너지 가격 강세는
에탄올 수요 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옥수수 재배 속도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시장에 압
력을 가하고, 추가 이익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농무부(USDA)의 농작물 진행 보고서(Crop progress report)는 미국 옥수
수 작물의 88% 정도가 5월 24일까지 파종하였고, 무역 기대치는 90%를 요구한다
고 밝혔다.
1년 전에는 55% 정도 작물을 심었으며, 10년 평균은 약 84%이다. 그리고 10년
평균 작물 품질은 73%가 좋음/우수함으로 평가받은 것에 대비하여, 일요일 현재
작물의 70%가 좋음/우수함으로 판정받았다.
아이오와 주는 81%가 좋음/우수함, 일리노이 주 55%, 네브래스카 주 82%, 미
네소타 주 81%, 캔자스 주 63% 순이었다.
브라질 농업컨설팅업체인 Agroconsult는 브라질의 2019/2020년 이모작 겨울
옥수수(safrinha) 생산량을 3백만 톤 줄인 7,170만 톤으로 예상하였고, 이로 인해
화요일 오전에 일부 매수 및 공매도가 발생하였다.
USDA의 주간 곡물 수출 검사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5월 21일에 종료하는 주에
옥수수 검사는 1,091,972톤으로, 1백만 톤에서 140만 건의 양식을 요구하는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다.
2019/2020 마케팅 연도에 누적 검수량은 27,351,343톤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보다 29% 낮은 수치이다. 이는 USDA의 마케팅 연도 예상치인 61%와 5년 평균인
66%에 해당한다.
시장의 과매도 상태를 감안할 때, 미국 농작물에 대한 미미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 의심스러운 날씨로의 전환은 상당한 공매도를 유발할 수 있다.
12월 옥수수 선물 상품에 대한 상향 채널(uptrend channel) 지원은 오늘
$3.323⁄4로 마감하였다. 다음 저항선(resistance level)은 $3.423⁄4와 $3.48이
다. 그리고 7월 옥수수 선물 상품의 경우, 차트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223⁄4를 다소 상회할 필요가 있다(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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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a cuts canola, durm stocks estimates, as COVID-19
supports exports
캐나다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출량이 증가하여 카놀라와 듀럼밀
재고 추정치를 줄였다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캐나다 농산품 수출이 반등하였다. 수출의 증가로 많은 농작물 공급에 대한 모델
에서 예상치가 줄어들었으며, 현재 듀럼밀 재고는 22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캐나다 농업식품부(AAFC)는 에너지 부문에서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악명 높은
철도 용량 압박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2019-20년 말 캐나다 카놀라 재고량 추정
치를 60만 톤 줄어든 260만 톤으로 예상하여, 전년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분석
하였다.
그리고 캐나다 카놀라 수출 증가세는 3월과 4월에 유럽과 아랍에미레이트연합
(UAE)의 강한 매수에 힘입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원유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면서 철도 차량 용량이 늘어났다고 한다.
2020-21년 수출 기대치도 높아지면서 캐나다의 카놀라 재고는 다음 시즌이 끝
날 무렵에 4년 만에 최저치인 230만 톤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또한, 농업식품부는 비록 코로나19가 카놀라 수요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친 것으
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부 주식(主食)의 경우 주문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완두콩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수요 강세로 인해 국
내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수출 증가 속도에서 나타난다.
또한, AAFC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면서 인도와 방글라데시
역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렌틸콩 역시 특히 터키와 인도에
서 수입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재고가 감소하였다.
4월 한 달 동안 서스캐처원 주(州)에서 그린 렌틸의 농가수취가격은 톤당 $150
으로 올랐지만, 레드 렌틸의 농가수취가격은 톤당 $125로 상승하였다고 전하면서,
시즌 평균 가격 전망치를 톤당 C$465~495로 상향 조정하였다.
파스타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밀 품종인 듀럼밀의 경우, AAFC는 이번 시즌 수출
전망치를 49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2019-20년 기대보다 빠른 출하 속
도를 반영하였다.
이 속도는 2020-21년에 490만 톤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이달 초

772

FAO 곡물시장 뉴스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예상보다 낮은 파종 의도와 함께 캐나다의 듀럼밀 재고는
다음 시즌 80만 톤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8~99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것이며, 세계의 곡물 재고가 타이
트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상충될 것이다.
AAFC는 국제곡물이사회(International Grains Council)의 전망에 따르면, 세
계 듀럼밀 재고는 내년 시즌에 70만 톤 감소한 720만 톤으로 2012~13년 이후 최
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듀럼밀이 아닌 다른 종류 밀의 경우, 농업식품부는 2020~21년 말까지 캐나다
재고 전망치를 600만 톤으로 유지하였고, 수출 및 사료 사용 전망 증가에 따라 균
형을 이룬 생산량 전망은 2,840만 톤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리는 2020~21년 수확은 961만 톤으로 수출 증가와 내수 증
가 아이디어로 상쇄되었다. 재고를 170만 톤으로 유지하려면 가격이 더 낮아질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사료용 보리의 2020~21년 평균 가격은 국내 공급이 늘어나면서
2019~20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업식품부는 앨버타 주 남부에
있는 레스브리지(Lethbridge)에서 측정한 다음 시즌 캐나다 보리 가격 전망치를
C$5 내려간 톤당 C$195~225로 하향 조정하였다.
전 세계에서 대규모 옥수수 공급으로 사료 곡물 가격이 제한될 것이고, 이번 시
즌 보리 가격은 톤당 평균 C$210~240로 예상된다고 전하였다(2020.5.26).

▮ Coronavirus cuts US maize use
美, 코로나19로 옥수수 사용 감소
미국 농가에서 생산하는 옥수수는 수출되어 식용과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다른 많은 제품과 마찬가지로 에탄올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S&P 글로벌 플라츠(Global Platts)의 곡물 및 오일시드 분석 책임자인 Pete
Meyer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축 사료와 에탄올에 사용되
는 옥수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두 수요 영역은(옥수수 사용 분야의 수요는)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면밀
히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포장 공장에서는 주정박(disti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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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ed grain) 생산이 부족하여 미국 사료 수요에 2~3억 부셸을 추가하는 것은 어
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말하였다.
지금은 다소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실패는 아니다. 미국 농무부(USDA)가 발표
한 5월 세계곡물수급전망 보고서(WASDE)보다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료
와 잔류량을 56억 부셸에서 57억 부셸로 보고 있다.
9월 1일 시작되는 2020 마케팅 연도에 기대치는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58억 부셸로 높았다. 그러나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옥수
수 작물 공급량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하였다.
USDA/WASDE는 5월 보고서에서, 2020/21년 미국의 총 옥수수 사용량은 국내
사용 및 수출 증가로 1년 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SI(Food,
Seed, and Industrial : 식용, 종자용, 공업용)의 사용량은 2억 4,500만 부셸 증
가한 66억 부셸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USDA는 5월 보고서에서, 미국 자동차 가솔린 소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근거로 에탄올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옥수수는 2019/20년 코로나19로 인한 감소
수준에서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였다.
옥수수 사료와 잔류 사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대부분 더 큰 작
물과 낮은 예상 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세계 옥수수 무역의 성장에 힘입어, 미국의 2020/21년 옥수수 수출은 21억 5천
만 부셸로 3억 7,500만 부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2019/20년 다년간 최저치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
라이나와의 경쟁이 예상되면서 2015/16년에서 2019/20년 사이의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5월 곡물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 옥수수 공급량은 사용량보다 증
가함에 따라, 2020/21년 미국 기말 재고는 지난해보다 12억 부셸 늘어났으며, 만
약 실현된다면 1987/88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1992/93년 이후 사
용과 관련된 재고는 22.4%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과 관련된 재고량의 증가로 인하여, 시즌 평균 농장 가격은 부셸당 $3.20로
2019/20년 대비 40¢ 내려가고, 2006/07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리고 에탄올 분야에서는 현재 마케팅 연도에 총 옥수수 사용량은 48억 5천 부
셸로, 4월 WASDE보다 2억 부셸 적다고 전문가는 밝혔다.
2020/21년 옥수수 수요는 에탄올이 V형 경기회복(V-shaped recovery)이나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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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경기회복(U-shaped recovery)보다는 L형 경기회복(L-shaped recovery)에
가깝기 때문에, 여전히 평균 수요인 55억 부셸보다 적은 52억 부셸로 예상된다.
또한, 전문가는 구곡(old crop)의 재고량이 2개월 전 19억 부셸에서 22~23억
부셸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에탄올의 옥수수 사용이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 사료용 옥수수
역시 감소하고 있는데, 수출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저렴한 가격은 낮은 가격을 해결한다. 따라서, 에탄올 수요는 더 감소하고, 사
료용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현재 USDA 추정치인 17억 2,500만 부셸에서 18억 5
천만 부셸로 수출이 증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마케팅 연도 및 내년 수출에 대
한 신중한 낙관론이라고 전문가는 밝혔다.
아직 고려하기에는 너무 이르긴 하지만, 업계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옥수수 사용에 갑작스러운 반등이 있는지 의문을 갖는다.
2020/21년 마케팅 연도에 23~24억 부셸에 이르는 수출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기는 매우 힘들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육류 소비
패러다임과 교통수단 이용 습관이 모두 변하였다.
수요에서 초기 회복을 볼 수 있었지만, 이는 단기적일 뿐 일 수도 있다. 장기적
인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지면서 자가운전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재택근무나 유연 근무가 일반화될 것으로 생
각한다. 현재 인력의 약 40% 정도가 재택근무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바라본다.
그리고 고용상태 반등은 에탄올과 단백질 수요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다. 사람들은 지난 두 달 동안 더 적게 사는 법을 배웠으며, 이러한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더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는 밝혔다(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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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na River embankment collapse hampers Argentina’s grains
exports
아르헨티나에서 파라나 강 제방 붕괴로 곡물 수출 방해받아
아르헨티나의 곡물 허브인 로사리오(Rosario) 항구에서 파라나(Parana) 강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들은 제방이 붕괴하면서 항로가 막히자 화물을 줄여야
한다고 수출업체들은 밝혔다.
로사리오 단지 남쪽 파라나에서 준설선들은 수출 트래픽에 필요한 수심 회복을
위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곡물 슈퍼하이웨이의 정상 운행이 언
제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항만 및 해양활동회의소(CAPyM)의 기예르모 웨이드 매니저는 “선박들은 충분
한 안전 마진이 없이는 떠날 수 없다”고 전하면서 “선박이 통과하기 위해 화물 중
량을 줄여야 했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배는 보통 약 5만 톤의 곡물을 운반하는데, 한 척 당 11,000톤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3위의 대두와 옥수수 수출국이자 유럽과 동남아시아에 돼
지, 소, 가금류 사육에 사용하는 가축사료 원료인 대두박을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
다.
수입업체들이 공급 격차를 메우기 위해 브라질 및 미국 등 경쟁업체들을 찾으면
서 아르헨티나발 수출 중단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흐름이 중단될 수 있다. 아르헨
티나 농업 및 농공산업 수출의 약 80%가 로사리오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파라나 강의 수심은 이미 50년 가까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수출 트래픽
을 방해하고 지난 4개월 동안 2억 4,400달러에 가까운 국내 산업 손실을 초래하였
다.
곡물 수출 및 가공 업체 전국회의소(CIARA- CEC)의 구스타보 이디고라스 대
표는 강둑이 붕괴하면서 대두와 대두 부산물 및 옥수수 수출 성수기에 운영자들에
게 이미 어려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의 32개 터미널에서 이미 적재한 선박들은 기존보다 훨씬 적게
짐을 싣고 있다고 전하였다(2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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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sharply cuts soft wheat harvested forecast again
유럽연합(EU) 연질밀 수확 대폭 감소 전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목요일(현지시간) 올해 유
럽연합(EU)의 보통밀(common wheat) 수확량 전망치를 지난달 추정치인 1억
2,150만 톤에서 1억 1,720만 톤으로 낮추었다.
위원회의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0/21 시즌에 보통밀 또는 연질밀(soft
wheat)의 가용 생산량은 지난해 1억 3,090만 톤보다 10% 이상 낮을 것으로 나타
났다.
5월 말에 위원회는 이미 연질밀 수확량 전망치를 4백만 톤 이상 줄였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번 달에는 유럽연합의 연질밀 재배 면적과 수확량 추정치 모두 하향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추정치를 삭감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EU의 작물 모니
터링 서비스가 올봄 매우 건조한 날씨로 수율 전망을 추가 감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밀 재배 최대 재배지인 프랑스는 지난 해보다 12% 감소한 3,030만 톤
의 작물을 수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분석가들은 건조했던 봄 상황으로 인해 EU의 밀 생산량에 대한 전망을 급
격히 줄였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6월에 내린 비와 온화한 날씨로 전망이 개선되었
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출의 경우에, 위원회는 7월부터 시작되는 2020/21 시즌에 EU의 보통
밀 출하 예상량을 기존 2,650만 톤에서 2,500만 톤으로 줄였다. 이는 2019/20년
에 3,400만 톤의 증가 전망치와 비교된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옥수수의 경우 7,19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두 달
연속 수확량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였다. 지난달에는 7,140만 톤이었다.
보리 생산 전망치는 지난달 5,620만 톤에서 다소 감소한 5,610만 톤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유채(rapeseed) 작물은 지난달 1,560만 톤에서 1,540만 톤으로 감소했
으며, 지난해 흉작 영향을 받고 있다(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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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a clears 500 000 tonnes of imports at much-reduced duty
in boost for poultry sector
인도 가금류 부문 발전을 위해 50만 톤 수입에 관세 크게 줄여
인도 정부는 가금류 업계에서 가축 사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50만 톤의 옥수
수를 15% 감면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고 지난 화요일(현지시간) 밝혔다.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옥수수 생산국인 인도는 보통 곡물에 6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율 할당(Tariff Rate Quota)에 따른 옥수수 수입은 가금류 및 전분 공급 부
문의 최종 소비자에게 허용되었다고 정부는 발표하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로 옥수수를 수출한 주요 수출국인 인도는 생산
량이 감소하고 국내 가금류 생산 업체와 옥수수 전분 제조업체들로부터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인도의 옥수수 수입량은 1년 전 30,962
톤에서 312,389톤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변형 농작물 경작을 허용하지 않는 인도는 수입품에 유전자 변형 유기체
의 흔적이 없도록 하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는 올해 1만 톤의 우유와 분말 크림에 15%의 감면세를 허가하였다
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각각 45%, 5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유채유와 해바라기유에 15만 톤
의 수입 쿼터를 승인하였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식용유 수입국이다. 주로 캐나다에서 유채와 카놀라유를 수
입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해바라기유를 수입한다(2020.6.24).

▮ South Africa’s 2020 maize crop expected to increase by 38
percent
남아공, 2020년 옥수수 생산량 전년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재배 농민들은 양호한 날씨 조건으로 수확량이 증
가한 후 2019/2020 시즌에는 전 시즌에 비해 38% 더 많은 옥수수를 수확할 것으
로 예상한다고 로이터 통신 조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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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의 작물예측위원회(Crop Estimates Committee, CEC)는 올해 옥수수
생산량은 1,557만 4천 톤으로 건조했던 2018/2019 시즌 1,127만 5천 톤보다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다. 이는 5명의 상인과 분석가들의 평균 추정치이다.
추정치는 위원회의 5월 전망치인 1,558만 9천톤보다 다소 낮다. 추정치는
1,530만 톤에서 1,572만 톤에 이른다.
주로 식용에 사용되는 흰 옥수수는 918만 2천 톤, 그리고 주로 가축 사료로 사
용하는 노란 옥수수는 639만 4천 톤으로 예상한다.
CEC는 목요일(현지 시간)에 2019/2020 여름 작물에 관한 5번째 생산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2020.6.23).

▮ Brazil forecasted to harvest 245.9 million tonnes of cereals and
oil seeds
브라질은 2억 4,590만 톤의 곡물 및 오일시드 수확할 것으로 전망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원(Brazili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Statistics,
IBGE)이 지난 6월 9일 화요일 발표한 농업생산체계조사(Systematic Survey of
Agricultural Production, LSPA)에 따르면, 브라질은 연말까지 2억 4,590만 톤
의 곡물과 오일시드, 콩류 등을 수확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비 약 1.8%(440만 톤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쌀, 옥수수, 대두가 92.2%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달러 상승세로 밀과 같은
다른 작물을 권장한다.
2020년 5월 농작물 수확량 전망치는 남부 지역 가뭄에 영향을 받아 전월 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두는 2019년 대비 5.2% 늘어난 2018년 1억 1,940만 톤의 기록적인 수치를 넘
어서야 한다. 그러나 이전 추정치(4월)에서 예상한 물량에서 1.4%가 줄어들었다.
이 같은 감소는 남부 지역에 발생한 가뭄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율은 농민
들이 점점 더 많이 선택하는 대두나 밀에 유리하다. 곡물 생산량 추정치는 전월대
비 10.1%, 전년 대비 31.4% 높다.
중서부 지역은 47.2%의 점유율로 브라질 최대 곡물 생산 지역으로, 2020년에는
1억 1,600만 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으로는 남부에서 29.8% 점유율
(7,340만 톤)으로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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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부 지역은 9.9% 점유율(2,440만 톤), 북동부 8.8%(2,150만 톤), 북부
4.3%(1,050만 톤)으로 2위 지역보다 생산량이 적다.
그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지역은 마토 그로소 주로 28.6%, 파라나 주
(16.4%), 리오그란데도술 주(10.8%), 고이아스 주(10.3%), 마투그로소두술 주
(8.0%), 미나스제라이스 주(6.1%)이며, 브라질 전체의 80.2%를 차지하였다
(2020.6.11.).

▮ Australia winter crop production expected to increase
호주의 겨울 작물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부(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 6월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2020~21년
겨울 작물 생산량은 재배 면적이 23% 급증하면서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BARES의 Peter Gooday 상무이사는 2020~21년 겨울 작기내(cropping
season) opening은 특히 동부와 남호주에서 유리했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겨울 작물 생산량은 2020~21년에 4,4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
며, 이는 2019~20년 10년 평균보다 11% 높을 것”이고, “뉴사우스웨일스 주, 빅토
리아 주 그리고 남호주에서 수율 전망은 6월 초에 양호한 토양 수분 수준과 7월에
평균 이상의 강우량이 예보되면서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호주 기상청(Bureau of Meteorology)의 봄 전망이 아직 사용할 수 없어 농업자
원경제과학부 보고서는 봄의 평균 계절 조건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ABARES의 전망에 따르면, 2020~21년 겨울 작물 재배 면적은 2,250만 헥타르
로, 10년 평균인 2,140만 헥타르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무이사는 “이 같은 증가의 대부분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기대되는데, 지금
까지 계절적 조건이 지난 두 번의 겨울 작물 수확기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
그리고 농업자원경제과학부는 밀 재배 면적은 1,300만 헥타르로 약 2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생산량은 2,670만 톤으로 7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리 재배 면적은 8% 늘어나 대략 440만 헥타르가 될 전망이며, 생산량은 17%
증가한 1,06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초 보리 가격 하락은 파종 도중에 발생하였지만, 동부 지역에서 많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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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계획한 작물 회전을 유지하면서 파종 의도를 크게 변경하지는 않았다고 전
문가는 전하였다.
ABARES는 다른 겨울 작물 생산량 역시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카놀라 생산
량은 40% 늘어난 320만 톤, 병아리콩 생산량은 무려 135% 증가한 661,000톤, 귀
리 생산량은 81% 증가한 1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전문가는 호주 기상청이 6월 4일 발표한 3개월간의 계절 전망(6~8월)에 따르
면, 겨울 강우량은 퀸즐랜드 주와 뉴사우스웨일스 주 대부분 곡물 경작 지역은 평
균을 상회하고, 다른 대부분의 곡물 지역은 평균을 보일 것이라고 전하였다
(2020.6.10).

▮ Withering crops to make North Africa world’s top wheat buyer
북아프리카 흉작으로 밀 구매 급증
북아프리카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세계 최대 밀 구매국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올해 모로코는 4월 중순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농작물 전망이 어두워
졌고, 인근 국가들 역시 수확에 타격을 받았다.
미 농무부(USDA)는 현지 공급 부족으로 이 지역의 밀 구매는 7월부터 7.4% 늘
어난 사상 최대치인 2,9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로 인해 3시즌 만에 처음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보
인다. 한편 곡물 입찰은 지금까지 부진한 편이지만, 구매는 현지 수확이 종료되고
흑해와 유럽 전역의 공급 업체가 농작물을 수입한 후 종종 이루어진다.
튀니지 북서부 베자(Beja)에서 농사를 짓는 파티 함디씨는 지역의 곡물 재배 농
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 수확량은 전년도에 비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하였다.
세계 최대의 밀 바이어인 이집트는 지난주에2020~21 시즌 첫 번째 입찰을 개최
하였으며, 수요일에 마감하는 또 다른 입찰을 발표하였다. 수요는 관개가 적고 수
확량이 일정하지 않은 다른 지역보다 더 안정적이다.
모로코는 580만 톤의 기록적인 밀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미 2020년 말까지 수
입 관세를 면제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민간 수입업체들이 밀 재고량
을 10월까지 6개월 분 제분 수요를 두 배로 늘리려는 추진과 동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농업부는 지난달 말까지 5개월 분량의 연질 밀(soft wheat)과 4개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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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듀럼밀(durum wheat)을 비축하였다고 밝혔다.
지중해농산물시장정보네트워크(Mediterranean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Network)에 따르면, 2016년 때만큼 전국적으로 강우량이 부족하여
수확 전망이 치명적이라고 한다.
튀니지의 곡물 구매량은 수확량이 감소한 후 250만 톤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곡
물 사무소 총책임자는 전하였다. 미국 농무부(USDA)는 주요 프랑스 밀 고객인 알
제리에서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리비아도 포함된
다.
모로코는 2020~21년에 기록적인 양의 밀을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을 가중시키고 있다. 알제리는 유가 폭락으로 수출 수익(export revenue)이 줄어
들면서 식량 수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로코의 농가 로비 단체인
Comader에 따르면, 관광 부족으로 빵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고 한다.
UN 식량농업기구(FAO)의 경제학자는 이동 제한 조치가 시작되면서 오래 보관
할 수 있는 파스타, 밀가루, 쿠스쿠스(couscous) 등 소비자 구매가 늘어났으며, 국
가는 재입고에 열중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USDA는 6월 11일에 수요 전망을 업
데이트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제학자는 “모든 것은 세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 만
약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으면,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소비 증가로 인해 고갈된 재
고를 다시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였다(2020.6.10).

782

Part 4. 세계

농업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785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이충식(국제엔지오, “WTIT-타지키스탄” 프로그램 담당자)*

1)

1. 미국

▮ 2020년 34월
4월 하순~5월 초순(4월 26일~5월 2일), 느리게 움직이는 폭풍 전선이 옥수수
벨트 동부 일부에 폭우를 내렸는데, 미시시피 강 서쪽의 중서부 지역 대부분에서
는 온화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 덕분에 옥수수와 콩의 파종을 계속 촉진했다. 폭
우가 동부를 사실상 휩쓸었는데, 1~3인치 정도의 강우 총량 수치는 중부와 북부
대서양 주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가뭄 포켓이 계속되고 있는 플로리다
전역에서는 비가 국지적으로 내렸다. 애팔래치아 중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넓은 지
역에 쌀쌀한 조건이 계속되었고, 동부에는 비도 내려서 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최
소 5°F 낮은 상태가 계속되었다.
한편, 남부 내륙에서 가장 습한 지역이 며칠 동안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이전에
지체되었던 파종 작업이 진전될 수 있었다. 다른 곳은, 태평양 북서부에서부터 평
원 북부까지에 이르는 지역에는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렸는데, 캘리포니아 중부
와 남부에서부터 고 평원 남부까지는 아주 덥고 (많은 곳들이 평년보다 10°F 높음)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북부는 소나기가 내려서 일시적으로는 포장 작업이 늦춰
졌지만 겨울 밀과 봄-파종 작물들에게는 대체로 유익했다.

* leecs24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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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18), May. 5. 2020.

▮ 2020년 5월
5월 초순(5월 3일~5월 9일), 기록적인 늦철 돌발 추위가 중서부에서부터 북동
부까지 켄터키와 대서양 중부 연안 주들처럼 먼 남쪽까지 광범위하게 결빙을 일으
키면서 수많은 작물들을 위협하였다. 이 추위에 취약한 농산물로는 지상으로 출현
한 옥수수와 콩, 마디형성기-출수기 중인 연질 적색계 (soft red) 겨울밀 품종, 그
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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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했다. 오대호 주변 주들의 많은 곳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0℉
이상 낮았는데, 북부와 중부 평원처럼 먼 서부와 테네시 계곡처럼 먼 남쪽으로 뻗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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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이오 및 테네시 계곡 일부에서 주간 강우량은 2인치 이상이었다. 또한 평원 남
동부와 미시시피 계곡 저지대에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다. 북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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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나중에 진눈깨비로 내렸다.
대조적으로 캘리포니아, 그레이트 베이슨, 남서부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우
세했다. 오대호 지역은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면서 계절과 달리 추운 공기를 동반
했는데, 플로리다를 비롯한 남동부 아래쪽은 건조한 상태가 우세했다. 플로리다의
‘빅사이프러스 국립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문피쉬 화재’는 27,000 에이커가 넘는
초목을 태우면서 주에서 가장 크게 활동적인 들불이 되었다.
<그림 2>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19), May. 12. 2020.

5월 중순(5월 10일~5월 16일), 중부 지방의 일부에서 주중 후반기에 폭풍우가
닥치면서 표토의 수분은 증가되었지만, 야외 작업은 늦춰지거나 중단되었고, 지역
적 홍수를 촉발했다. 가장 심하게 내렸던 비 (2~4인치 또는 그 이상) 가운데 얼마
가 멕시코 만 서쪽 절반에서부터 중부 옥수수벨트까지 내렸다. 실제로 나라의 북
쪽 절반 전체에 비가 광범위하게 내렸다. 하지만, 캐나다 국경을 따라서 그리고 캐
나다 국경 근처, 특히 노스다코타에서부터 미시간 북부까지는 대체로 보다 가벼운
비가 내렸다.
한편, 플로리다 남부를 제외하고 남서부나 남동부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
다. 5월 17일에 열대성 폭풍 ‘아더’가 될 저기압계가 플로리다 해협을 횡단하는 중
에 플로리다 남부에 폭우와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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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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했던 늦철 한파는 점차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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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세했다. 그
레이트 베이슨, 태평양 북서부, 인터마운틴 웨스트 일부에서 주간 평균 수치는 평
년보다 최소 5°F 이상 높았다.
<그림 3>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20), May. 19. 2020.

5월 중하순(5월 17일~5월 23일), 느리게 움직이는 한 쌍의 폭풍이 각각 북서부
전역과 중서부에서부터 남동부까지 호우를 내렸다. 중서부에 내린 강우는 지난 주
에 내렸던 호우에 이어진 것으로서 결국 일리노이와 미시간의 작은 지역들에 기록
적인 홍수를 일으켰다. 중서부에서 홍수가 물러나면서 호우 (지역적으로 4~10 인
치 이상)와 홍수에 대한 관심이 버지니아와 캐롤리나로 이동했다. 앞선 중서부 폭
풍 전선과 관련된 내륙 호우가 내리기 전에 열대성 폭풍 ‘아더’가 5월 18일에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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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리나의 아우터뱅크스를 스쳐지나갔다.
더 서쪽으로 가면 또 다른 폭풍 전선이 북서부의 고도가 높은 지역에 눈을 내리
면서 엄청난 호우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기존에 가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홍수
는 제한적이었다. 그밖에 남서부와 뉴 잉글랜드의 대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
서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는데, 주 후반에는 평원 전역에서 소나기와 지역적으로
심한 뇌우가 발달했다.
날씨가 시원하고 습한 두 지역, 다시 말해서 고평원과 몬타나 동부에서부터 오
대호 위쪽 지역까지에 이르는 북쪽에 길게 이어진 지역 사이에 가늘고 길게 자리
하고 있는 따뜻한 지역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F 높았다. 한편, 평원
동중부에서부터 대서양 중부 주들까지 뻗어 있는 지역은 평년 부근 또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우세했다. 쌀쌀한 날씨가 먼 서쪽도 덮었다.
<그림 4>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21), May. 27. 2020.

5월 하순(5월 24일~5월 30일), 전국 동부 절반 전체에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려
서 여름작물에 대해 대체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했지만, 지역의 야외 작업은 지연되
었다. 열대성 폭풍 베르타와 관련하여 폭우가 내렸는데, 공식적으로 발달하여 나중
에 캐롤라이나를 가로질러 내륙으로 움직이기 전에 플로리다 주 남부 일부를 흠뻑
적셨다. 그러나 대서양 연안 북부를 포함해서 몇몇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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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원 북부 전체와 서부 대부분에는 비가 거의 또는 전혀 내리지 않아서 야
외 작업과 작물의 발달을 촉진했으나, 토양 수분 보유량은 줄였다.
북캘리포니아와 태평양 북서부는 예외였는데, 주 후반에 시기상 비정상적으로
심한 소나기들이 내렸다. 그 외에, 평년보다 시원했던 미국 중남부를 제외하면 나
라 전체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았다. 캘리포니아부터 인터마운
틴 웨스트 북부까지, 그리고 오대호 아래쪽 지역부터 뉴 잉글랜드 북부까지 여러
곳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F 이상 높았다. 대조적으로, 남부 평원
은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5°F 정도 낮았다.
<그림 5>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22), June. 2. 2020.

▮ 2020년 6월
6월 초순(5월 31일~6월 6일), 나라의 여러 곳에 내린 광범위하지만 대체로 가
벼운 강수량의 비가 북부 평원부터 중서부까지 그리고 남부의 많은 곳에 대체로
유리한 재배조건을 유지해주었다. 뜨겁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중부와 남부 평원
의 일부 지역에서 표토의 보유 수분량을 감소시켜서 겨울 밀의 성숙과 수확을 재
촉했지만, 방목지와 초지 및 천수답 여름작물들에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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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와 남서부 대부분에도 뜨겁도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다. 사실, 계속
서늘했던 (평년보다 5°F 가량 낮은) 뉴 잉글랜드 북부와 주변을 제외하면, 나라 전
체적으로 기온이 평년 부근이나 평년보다 높았다. 인터마운틴 웨스트에서부터 옥
수수 벨트 서부까지 많은 곳들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F 이상 높아서
여름철 같은 열기가 인상적이었다.
한편, 주 후반기에 소나기와 지역적으로 심한 뇌우가 북부 평원을 가로 질러 확
장되면서 북서부에 유익한 비가 내렸다. 이 주간에 내렸던 가장 심한 강우 중에 얼
마가 멕시코 만 연안을 따라서 그리고 그 근방에서, 남부 텍사스에서 플로리다까
지 내렸다. 루이지애나부터 플로리다까지 내린 비는 열대성 폭풍 크리스토발이 접
근해온 것과 일부 관련이 있었는데, 중미와 남동부 멕시코 일부를 적신 후에 내륙
에서 2일 이상 (6월 3~5일) 보내다가 멕시코 만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이동했다.
최종적으로 크리스토발은 6월 7일, 미시시피 강 입구 근처에 상륙했다.
<그림 6>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23), June. 9. 2020.

6월 초중순(6월 7일~6월 13일), 열대성 폭풍 ‘크리스토발’이 6월 7일 오후에 미
시시피 강 입구 근처에 상륙하여 6월 10일 오대호 지역 위쪽 부분을 가로질러 대
략 북쪽으로 이동했다. 크리스토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우대는 비교적 좁았지
만, 한랭전선 하나와 상호작용하면서 북부 평원과 중서부 위쪽을 가로질러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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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더 넓어졌다. 중서부 위쪽에 내린 대부분의 강우는 옥수수, 콩, 기타 봄파종 작물들에게 유익했지만, 미시시피 계곡 하반부에는 과도한 습기 포켓들이 계
속 머물러 있었다.
습한 조건들이 루이지애나에서 플로리다까지 멕시코만을 따라 동쪽으로 확장되
었다. 북서부를 제외한 다른 많은 지역들은 건조한 날씨를 겪었다. 실제로, 캘리포
니아에서 남부 평원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오하이오 계곡을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후자의 지역에서는 수분이 여름작물에 대체로 적당했
지만 전국 남서쪽 사분면 대부분에 걸쳐서 가뭄이 계속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미국 중부 전 지역에 걸친 더운 날씨가 작물의 발달 속도를 촉진했지만, 표토의
수분은 줄였다. 열기가 북부 평원 전체에 대체로 유익했는데, 이곳은 초기에 다소
늦게 파종하면서 출현과 성장이 느렸던 곳이다. 중서부 위쪽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5°F 높았고, 미국 중부와 동부의 다른 많은 지역들에서는 평년보다
약간 높았다. 반면에, 남부 캘리포니아 연안을 제외하고 서부 전역에 걸쳐서 서늘
한 조건이 우세했고 뉴 잉글랜드 북부는 계속 서늘했다. 그레이트 베이슨 및 인근
지역 일부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F 이상 낮았다.
<그림 7>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24), June. 16. 2020.

6월 중순(6월 14일~6월 20일), 중부 지방 전역에 걸쳐서 일정 기간의 더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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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이후에 강우량 증가가 이어졌다. 평원 중부와 남부에서는 비 때문에 겨울 밀 수
확 작업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방목지, 초지 및 여름작물들은 표토 수분
상승으로 큰 이득을 얻었다.
한편, 대서양 중부와 북서부에 각각 교란이 발생하여 전에 없던 호우가 내렸다.
특히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일부에 비가 심하게 내린 한편 (지역적으로 4인
치 초과), 늦철 눈이 로키 북부 고지대를 덮었다. 대조적으로, 옥수수 벨트 동부,
북동부 및 캘리포니아에서 남서부까지 뻗어 있는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
배했다. 남부 일부에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중부 구역 전역에서도, 특히 평원
중부에서 중서부 위쪽까지, 열이 주간 기온을 평년보다 5~10°F 가량 상승시켰다.
뉴잉글랜드 북부도 여느 때와 다른 온기가 덮였다.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평년
수준의 온도가 우세했다. 평년 대비 가장 시원한 날씨를 보인 곳들은 그레이트 베
이슨에서 북부 로키 산맥까지에 퍼져 있었는데, 이곳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10°F 낮았다. 조지아에서 버지니아까지 평균 수치는 평년보다 최소 5~10°F 낮
았다.
<그림 8>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25), June. 23. 2020.

6월 하순(6월 21일~6월 27일), 평원에서 동해안까지 대부분의 지역에 산발적
이면서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렸지만, 대조적으로 서부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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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벨트의 중부와 동부 전역에 걸쳐서 중서부에 가장 심한 소나기가 내렸는
데, 이 소나기는 줄어들고 있었던 토양 수분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던 여름
작물에게 도움이 되었다. 미국의 중앙 구역에도 소나기가 점점이 내렸지만, 고원
의 중부와 남부 전체적으로 가뭄에 영향을 받은 방목지, 초지 및 비에 의지하는 여
름철 농작물이 고르지 않은 강우 분포 때문에 개선 효과를 본 곳이 제한적 및 국지
적이었고, 열은 쌓여갔고 증발율이 높았다.
뉴 잉글랜드, 대서양 남부 지역 및 중서부 위쪽을 포함하여 여러 지역들에서는
강우가 훨씬 더 드물었다. 그밖에 서부 지역은 덥고 건조한 날씨가 야외 작업과 겨
울 밀 성숙에 유리했으나 토양 수분 보유량은 더욱 줄였고, 방목지와 목초지에 대
한 스트레스는 높였다.
사실, 캘리포니아 북부, 그레이트 베이슨 북부 및 북서부 전역의 여러 장소들에
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F 높았지만, 나라의 동쪽 절반은 평년 부근
이나 평년보다 약간 낮은 기온이 지배했다. 플로리다 남부와 북동부는 현저하게
예외적인 경우에 포함되어 있었다. 뉴 잉글랜드의 많은 곳들은 날씨가 대체로 건
조했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F 이상 높아서 가뭄이 더욱 발달하였고 또 심화되
었다.
<그림 9>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26), June.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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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하순~7월 초순(6월 28일~7월 4일), 매우 따뜻하면서 대체로 건조한 날씨
가 아래쪽 오대호 지역의 표토 수분을 급격히 감소시켰지만, 뉴 잉글랜드에서는
비가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 더 먼 서쪽으로 중서부 위쪽 및 로키 산맥과
평원의 북쪽 구역에 폭우가 점점이 내려서 춘파 작물들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지
역에 홍수를 일으켰다. 미시시피 계곡 하부와 주변 지역에도 상당량의 강우가 내
려서 벼와 땅콩 같은 여름작물들에게 대체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주었다.
반면 평원 중부와 남부에 내린 소나기로는 열이 쌓여가고 있는 방목지, 목초지
및 천수답 여름작물들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
타 지역으로는, 몬순 순환과 연관된 강우가 남쪽으로 멕시코 전역까지 쭉 머물러
있었던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남서부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뻗어 있었다.
서부의 대부분이 건조한 날씨에 덮여 있었지만 평년보다 시원한 조건이 우세했
다. 내륙 서부에서 면적이 큰 지구들에서 보고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10°F 낮았다. 대조적으로 미국 중부와 동부는 평년 부근 또는 평년보다 높은 기
온이 우세했다. 타코타 주에서부터 위쪽 오대호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F 높았고 평원 남부와 북동부 일부는 평년보다 최소 5°F 이상 높았다.
<그림 10>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27), July.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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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7월 초순(7월 5일~7월 11일), 뉴저지에서 7월 10일에 사태를 일으킨 열대 폭풍
‘페이’가 대서양 중부 주들 가운데 일부에 지역적 폭우를 내리고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주로 건조한 경향을 보여 왔던 지역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페이가 몰고온
비와 바람의 족적은 비교적 작았고, 홍수의 영향도 미미했다. 한편, 중서부 일부에
서 여름작물들이 열과 습기에 민감한 생식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나기가 유익했
다. 미국 대두의 거의 절반(48%)이 7월 12일에 개화했으며, 옥수수의 29%가 수염
기 중에 있었다. 그러나 옥수수 벨트의 동부 일부에서 불리한 건조가 계속되었고,
미시시피 계곡 중부와 인근에서 한 주 내내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국내 중부 구역 전체적으로 점점이 내린 소나기가 대체로 여름작물들에게 도움
이 되었는데, 중앙 및 남부 고원 지대에는 더 약한 비가 내렸다 (그리고 극심한 열
이 동반되었다). 실제로, 애리조나 남동부에서 텍사스 서부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
보다 최소 5°F 높아서 주 후반에는 열이 기록적인 수준까지 쌓였다. 비정상적인
날씨(평년보다 5~10°F 이상의 기온)가 오대호 지역을 뒤덮기도 했는데, 이 폭염은
극단적이라기보다는 보다 일정한 편이었다.
<그림 11>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280), July.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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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남동부에는 광범위하게 내린 비와 거의 평년 수준의 기온이 대체로 유리
한 재배 조건을 유지했으며, 서부 대부분은 건조한 날씨로 뒤덮였다. 북서부에는
서늘한 조건 (평년보다 5°F 가량 낮음)이 지배했으며 포 코너스 주들은 계절풍이
일으킬 강우를 기다렸다.

2. 유럽
▮ 2020년 4월
4월 하순~5월 초순(4월 26일~5월 2일), 비가 광범위하게 내리면서 봄 가뭄을
완화해주어서, 중부 및 북부 유럽 전역에 영양기-생식기 겨울작물들에게 수분을
적시에 공급해주었다. 격심한 봄 건조기를 일으켰던 광범위한 고기압 지역이 약화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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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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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년의 50 % 미만)이 현저하게 나타났고, 다뉴브 강 삼각주와 인근 지역에서도 비
슷한 건조를 볼 수 있었다.
겨울작물들이 생식기를 지나고 있고 종실비대기에 들어서고 있어서 상당한 수
확량 감소를 막으려면 비가 추가로 곧 필요할 것이다. 반대로, 스페인에서는 밀과
보리가 생식기 (북부) 및 종실비대기 (남부) 중에 있어서 좀 더 건조한 조건이 유익
했다. 이베리아 반도의 수확량 전망은 겨울과 초봄 중에 평년보다 많은 비가 광범
위하게 내려서 우수하다. 대부분의 유럽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C 높
아서 겨울작물의 발달 속도는 평년보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밀, 보리,
유채는 평균보다 1~2주 앞서서 생식기를 향해 가거나 생식기를 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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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5월 초순(5월 3일~5월 9일), 중유럽과 북유럽 일부에서는 추가로 내린 비가 봄
가뭄을 완화했고, 생식기 겨울작물들을 위해서 적기에 수분을 공급했다.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서부터 남쪽으로 발칸 지역으로 이탈 중인 폭풍 전선이 대륙
을 빠져나오기 전에 10~50 mm의 비를 내렸다. 한편, 대서양 북동부에서 습기를
머금은 또 다른 폭풍이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스페인 북부에서부터 프랑스 중서
부까지 10~25 mm의 비를 내렸는데, 이 폭풍은 5월 11일 기준으로 중유럽의 많은
곳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중간-강한 소나기를 내렸다. 이 두 개의 폭풍우가 봄 가
뭄을 상당히 해소해줌으로써 영양기 (북동부) - 생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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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작물의 발달
을 늦추었는데, 이 덕분에 격심한 봄 건조로 영향을 받은 작물들은 최근의 수분 개
선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여유를 추가로 갖게 되었다.
5월 중순(5월 10일~5월 16일), 추가로 내린 비는 봄 가뭄을 더욱 완화시켰으며,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겨울작물을 위해 적기에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폭
풍 전선 하나가 남서부 유럽에서부터 동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스페인에서부
터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까지 넓은 구역에 10~75 mm (지역적으로 더 많
이)의 비를 내었다. 지난 주에 내린 비에 더하여 그 수분은 봄 가뭄을 완화시켰고,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겨울 밀, 보리 및 유채의 수확 전망을 올려주었다.
전체적으로는 유익한 강우가 내렸지만, 영국에서부터 독일 북서부까지는 건조
한 날씨로 인해서 생식기 중인 겨울작물들에 대한 가뭄 우려가 다시 시작되었다.
위성으로 얻은 식생의 건강 데이터는 영국에서 농작물들이 지역적으로 심각한 스
트레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곳들의 60일 총 강수량은 평년의 10~25%
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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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칸의 뜨겁고 건조한 조건들 (30~36°C)이 늦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
인 겨울 보리, 밀 및 유채에게 다소 스트레스를 유발했지만, 지난 주에 지역적으로
내렸던 호우가 작물에게 내열성을 부여해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대로, 북유럽
대부분에서는 평년 이하의 온도 (평년보다 최대 4°C 이하)가 최근에 빨랐던 겨울
작물의 발달 속도를 다소 늦추었다.
5월 중하순(5월 17일~5월 23일), 추가로 내린 소나기가 봄 가뭄을 더욱 완화했
으며,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북유럽 일부 지역의 겨울작물들에게 수분을
적시에 공급했다. 한랭 전선 하나가 프랑스 중부에서부터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
까지 2~2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의 강우를 내렸다. 최근 5월에 내린 비에 더
하여 그 수분은 봄 가뭄을 완화시켰고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겨울 밀, 보
리, 유채의 수확량 전망을 올려주었다.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알맞은 강우가 내렸지만, 영국에서부터 독일 북서부와 저
지대 국가들까지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생식기에 있는 겨울작물들에게 가뭄 영향
이 계속되었다. 위성으로 얻어진 식생 건강 자료는 60일 총강우량이 평년 대비
10~25%에 불과했던 영국에서는 지역적으로 심한 농작물 스트레스를 보여주었다.
한편, 발칸반도에 내린 온건-심한 비가 최근의 폭염을 완화시켰고, 생식후기에
있는 겨울 보리, 밀, 유채의 수확 전망을 올려주었다. 반대로, 스페인은 밀과 보리
가 종실비대 및 성숙 중에 있어서 아주 습했던 봄 이후로 현재로서는 건조한 날씨
가 환영받았다.
중유럽과 서유럽 대부분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는데(평년의 최대 5°C 이상),
동부의 재배 지역은 대조적으로 쌀쌀했다(평년의 1~4°C 이하). 일주일이 끝날 무
렵 북유럽에는 넓은 고기압대가 안착하여 대륙의 중부와 북부의 하늘을 다시 맑게
돌려놓았다.
5월 하순(5월 24일~5월 30일), 서부 재배 지역은 날씨가 점점 건조하고 따뜻했
던 반면, 동부는 시원하고 소나기가 내렸다. 넓은 면적의 고기압으로 서유럽의 하
늘에는 햇볕이 들었고, 기온은 평년 부근이거나 평년보다 높았다 (평년보다
1~3°C 이상, 이베리아 반도는 평년보다 5°C 이상).
최근에 비가 내렸던 스페인, 프랑스 및 남독일에서는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종실비대-성숙 중인 겨울작물에게 유리했는데, 영국부터 독일 북서부까지는 가뭄
이 더욱 심해졌다. 결과적으로, 더 북쪽에 있는 이들 재배 지역에서 겨울 밀과 유
채에 대한 수확량 전망이 빠르게 떨어졌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조건이 나아졌다.

79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반대로, 정체되어 있던 교란이 유럽 대륙 동부 절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광범위
한 소나기와 뇌우 (10~85 mm)를 일으켜서 생식기(북쪽)-종실비대기(남쪽) 중에
있는 겨울작물들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더욱 개선하였고, 출현기-영양기 중에 있
는 봄 곡류와 여름작물들에게 계속 수분 공급을 잘 해주었다. 하지만, 평년보다 최
대 5°C 낮은 기온이 최근의 빨랐던 작물 발달 속도를 다소 둔화시켜서, 현재는 겨
울 밀과 유채의 발달 정도가 예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서 생식기-종실비대기 중
에 있었다.

▮ 2020년 6월
6월 초순(5월 31일~6월 6일), 폭풍 전선이 대륙의 높은 북동부에 막혀서 멈춰
서 있다가 서쪽으로 표류하면서 북유럽과 중유럽 전역에 서쪽으로 확장되는 소나
기가 발생했다. 느리게 움직이는 이 폭풍 전선과 관련하여 내린 이 비의 총강수량
은 10~40 mm였고, 이 비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 및 저지대 국가들에서 종실비대
기 중에 있는 겨울 보리, 밀, 유채를 위해 수분 공급을 개선해 준 한편, 동부의 재
배 지역들에서는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겨울작물들을 위해 유리한 조건들
을 유지해주었다.
더욱이,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도 여름작물들에 대한 계절 초 전망은 여전히 좋
았다. 그러나, 지난 주에 영국 남부에 내린 비 (5~22 mm)가 심하게 발생한 가뭄
영향을 차단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90일 강우량은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
지 못했고, 종실비대 및 성숙기 중에 있는 겨울작물들은 회복 가능 시점을 이미 지
나버렸다.
영국과 비슷한 정도로 90일 강우량이 부족한 헝가리도 최근의 수분 개선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 서유럽과 북유럽의 많은 곳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2°C 높았고, 남동부의 재배 지역은 수치가 평년보다 최대 3°C 낮아서 겨울작물의
성숙과 여름작물의 발달을 다소 늦추었다.
6월 초중순(6월 7일~6월 13일), 대륙의 대부분에 광범위한 소나기가 계속 내렸
는데, 서부 재배 지역은 평년보다 시원했지만, 대조적으로 동부는 평년보다 기온
이 높았다. 유럽 북동부에 머물러 있는 고기압이 폭풍이 그 지역을 빠져나가지 못
하도록 막아서 대부분의 재배 지역은 한 주간 5~80 mm의 비에 갇혔다. 그 수분
은 서유럽에서 늦게 종실비대가 되는 겨울작물들에게 유익했고, 동부 재배 지역에

800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서는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인 겨울 곡류들과 유지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을 상승시
켜주었다.
그러나 잉글랜드 남부에 내린 비 (4~20 mm)는 심한 가뭄을 누를 만큼 충분하
지는 못했다. 90일 강우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겨울작물들은 종
실비대-성숙 중이어서 회복 시점을 이미 지나버렸다. 대조적으로 이번 주 이전에
비슷한 수준의 90일 강우량 결핍을 겪고 있었던 헝가리에는 지역적으로 많은 호우
가 내려서 (55 mm 가량), 영양기 옥수수와 해바라기는 물론이고 좀더 늦게 발달
하는 겨울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서유럽과 남유럽 대부분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C 낮았지만, 동부 재배
지역은 지난 주 선선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평년보다 최대 5°C 높았던 평균 기온
이 겨울작물의 성숙과 여름작물 발달을 가속화시켰다.
6월 중순(6월 14일~6월 20일), 대륙 대부분에 광범위한 소나기가 계속되어 남
부와 서부 재배지역은 날씨가 평년보다 선선했고, 대조적으로 북동부는 평년보다
높았다. 유럽 동부에 정체된 고기압이 2주 연속 폭풍이 그 지역을 빠져나가지 못
하게 막아서, 대부분의 재배지역에 1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의 비가 더
내렸다.
그 수분은 동유럽에서 늦게 발달하는 겨울작물들에게 유익했고, 프랑스에서 폴
란드와 발칸 반도에까지 여름작물의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을 높였다. 또한, 드디어
영국 남부에 상당량의 비(25 mm 이상)가 내려서 가뭄을 완화시켰고, 가뭄에 피해
를 입은 겨울작물 대신에 심은 봄 곡류에게 수분을 공급했다. 그 비는 헝가리에서
마지막 남은 봄 가뭄 흔적도 지워서, 영양기 옥수수와 해바라기는 물론이고 늦게
발달하는 겨울작물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전반적으로 습한 날씨 양상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는 맑은 하늘이 여름작물
발달은 물론이고 겨울 곡류의 건조 및 수확을 촉진했다. 서유럽과 남유럽 대부분
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3°C 낮았는데 (스페인에서는 평년보다 5°C 이하), 북
부 재배 지역은 평년보다 최대 5°C 높아서 겨울작물의 성숙과 여름작물의 발달을
촉진했다.
6월 하순(6월 21일~6월 27일), 대부분의 재배 지역이 불안정하면서 점점 더워
지는 날씨가 우세했다. 유럽의 먼 동쪽은 고기압이 거의 일주일 내내 한 지역에 정
체되면서 폭풍이 이 지역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속 막았다. 소나기가 다시 확산
되었는데 유럽 서부와 중부는 지난 주보다는 비가 약해졌고 (2~20 mm),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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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지역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겨울작물의 건조 및 수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건조한 날씨가 유리했다. 먼 동
쪽, 폴란드에서 그리스와 발칸 지방까지는 중간-강한 강우 (10~100 mm, 지역적
으로 더 많이)가 보고되어 영양기 중에 있는 봄 곡류와 여름작물들을 위해서 적당
하거나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했으나, 겨울작물의 성숙과 건조는 늦추었다.
최근 한동안의 선선한 날씨가 지나간 후에는 서유럽과 북유럽 대부분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C 높았고(스칸디나비아에서는 평년보다 9°C 가량 더 높음),
그리스와 인접한 곳만 기온이 평년에 가까웠다.
6월 하순~7월 초순(6월 28일~7월 4일), 남유럽 일부는 기상 조건이 계속 건조
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지만, 대부분의 재배 지역은 날씨가 극히 불안정했다. 일련
의 약한 한랭전선이 대륙의 중앙 및 북부 지역을 가로질러 질주하면서, 프랑스와
영국 남부에 가벼운 소나기 (1~10 mm)를 뿌려주었다. 프랑스 북부와 영국 남동부
일부는 겨울작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 가뭄과 계속 씨름하고 있었던 반면, 프랑스
남부와 서부의 주요 여름작물 재배지는 알맞은 6월 강우 덕분에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
먼 동쪽은 독일부터 폴란드와 발칸 북부까지 강우가 확장되고 강화되어(5~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영양기(북부) 또는 생식기(남부) 중에 있는 옥수수, 콩
및 해바라기에 대한 전망을 양호 또는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해주었다. 지난 주에
강우가 다뉴브 강 계곡 아래쪽을 우회했지만, 습한 봄과 초여름 이후로 수분 공급
은 적절한 상태였다.
유럽 대부분의 날씨가 불안정했지만, 스페인은 대체로 하늘이 맑아서, 특히 더
따뜻하고 건조한 남쪽 절반에서는 영양기 및 생식기 중에 있는 옥수수, 해바라기
및 면화에 대한 관수 수요가 올라갔다. 남유럽 나머지 지역으로 그리스에는 맑은
날씨가 면화의 발달을 촉진했으나, 이탈리아 북부에는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
서(10~3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포 강 계곡 아래쪽의 수분 부족을 완화해주
었다. 프랑스 서부에서 북쪽으로 잉글랜드와 스칸디나비아까지는 평균 기온이 평
년보다 1~2°C 낮았으나, 남유럽과 동유럽에서는 스트레스 성 열은 없으면서 평년
보다 높은 기온이 여름작물을 성숙기로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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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7월 초순(7월 5일~7월 11일), 하늘이 다시 맑아지고 기온이 거의 평년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 지역적으로 건조하고 더운 조건들이 유럽 남서부와 남부 일부에서
발달하기는 했지만 - 여름작물이 생식기로 발달하도록 촉진했다. 최근 유럽 대륙
의 중부와 동부 경작지에 습한 날씨가 닥친 후에 비는 대부분 유럽 최북단과 이탈
리아 북부에서 동쪽으로 폴란드 남부까지로 국한되었다.
지난 60일 동안 중부 및 동부 유럽의 많은 여름작물 지역에 평년 수준이나 평년
이상의 강우가 내렸으며, 생식기 중에 있는 옥수수, 해바라기 및 콩에게 지난 주의
맑은 하늘과 평년 수준의 기온은 거의 이상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소
나기와 뇌우 (10~70 mm)가 지역적으로 특히 폴란드 남부와 주변 지역에서 수분
비축량을 올려주었다.
마찬가지로 잉글랜드에서 스칸디나비아까지 내린 중간-강한 비가 영양기 및 생
식기 중에 있는 봄 곡류와 유지 작물을 위해서 수분 공급을 유지 및 개선해주었다.
한편, 프랑스 남서부, 스페인 남부 및 이탈리아 북중부에서 지난 60일간 건조한
조건 (지역적으로 평년의 50% 미만)이 발달하기는 했지만, 스페인, 프랑스 및 서
부 중앙 독일 대부분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토양 수분이 충분한 지역들에서
생식기 여름작물들의 발달을 촉진했다. 또한, 중부 및 북부 스페인에서 대부분의
주요 여름작물 지역들이 치명적인 폭염 (높은 30도대 및 그 이상)을 피하기는 했지
만, 이베리아 반도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7°C 높았다.

3. 구소련(서부)
▮ 2020년 4월
4월 하순~5월 초순(4월 26일~5월 2일), 서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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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
나의 겨울 밀, 보리, 유채에게는 이 수분이 시기 적절하기는 했지만, 작물들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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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를 지나고 있고, 5월 후반에 종실비대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확량을 더욱 안
정화시키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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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뇌우 (10~20 mm)가 러시아 남서부의 카프카즈 산맥에 도착했는데, 일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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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작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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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와 남러시아에서 늦은 영양기 및 생식기 중에 있는 겨울
밀, 보리, 유채를 위해서 매우 유익했다. 그러나 남우크라이나에서부터 러시아 남
부 지구의 남쪽 부분까지에 걸쳐 있는 가장 건조한 겨울 밀 지역에서는 주간 총강
수량이 대체적으로 낮은 수치 (25 mm 미만)를 보여서, 이 지역들에서 이번 봄의
격심한 건조 영향을 완전히 역전시키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할 것이다.
기온의 경우, 서우크라이나는 평년보다 2~4°C 낮았고, 그 지역의 동쪽 3분의 1
지역은 평년보다 6°C 이상 높은 등 변화가 심했다. 흑해연안 근처에서는 겨울작물
들이 생식기에 있었지만 먼 내륙에서는 여전히 영양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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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했다.
그러나 흑해 연안에 인접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주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며, 이런 많은 주요 남부 겨울 밀 지역들에서 봄 가뭄 영향을 완전히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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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것이다.
4월 중순 이후로 계속된 시원한 날씨가 가뭄 영향을 다소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부터 러시아의 남부 구역 (크로스노다르 크라이)의 남쪽
부분까지는 최근에 소나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60일 강우량이 여전히 평년의
절반 이하에 머물러 있었다.
5월 중하순(5월 17일~5월 23일), 비가 동쪽으로 확장되어 이전에 건조했던 남
러시아 지역에 유익한 수분을 제공했다. 아주 필요했던 소나기들과 뇌우들
(10~60 mm)이 남러시아의 주요 겨울 밀 재배 지역에까지 내려서 생식기에 진입
하고 있거나 (북부) 생식기를 지나고 있는 (남부) 작물들을 위한 수분 공급량을 밀
어 올렸다.
5월에는 지역 대부분에 유익한 비가 내렸지만, 러시아 남부 지역의 남쪽 대부분
은 이번 주까지의 최근의 강우 지역에 들지 못했다. 그밖에 다른 지역은, 변동이
심하기는 했지만 (5~4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광범하게 내린 소나기가 우크
라이나 북부와 서러시아 (영양기)에서부터 몰도바 (종실비대기)까지 겨울작물들을
위해서 알맞은 수분 공급량을 유지해주었다. 그 지역 대부분은 평균 기온이 평년
보다 2~6°C 낮았으나 예외적으로 흑해 연안은 평년 부근이거나 평년보다 높은
(평년보다 최대 2°C) 수치를 보여주었다.
5월 하순(5월 24일~5월 30일), 계속된 광범위한 소나기가 이전에 건조했던 남
러시아 지역에 유익한 수분을 공급했다. 2주 연속 남러시아에는 아주 필요했던 소
나기와 뇌우 (10~25 mm)가 일어나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겨울 밀을 위해
서 수분 공급량을 더욱 개선했다. 러시아 남서부에서 지난 30일간 (밀이 생식기를
지나는 기간과 일치)의 강우 총량은 거의 평년 수준이었으나 장기간 (90일 강우량
은 평년의 60% 미만)으로 보면 수분 결핍 상태가 계속되었다.
더 먼 서쪽은, 중서부 흑해 연안부터 벨라루스 남부와 러시아 북서부까지 중간
수준의 비 또는 폭우 (25~90 mm)가 내려서, 출현기-영양기 중에 있는 봄 곡류와
여름작물들은 물론이고 생식기의 겨울작물들을 위한 수분 저장량을 적당하게 또는
풍부하게 유지했다. 러시아의 볼가 지구의 서쪽 절반에 걸쳐 평년보다 최대 5°C
낮은 기온은 작물의 발달을 늦추었는데, 동쪽 절반은 여름처럼 뜨거운 열
(31~35°C)이 증발산율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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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6월 초순(5월 31일~6월 6일), 광범위한 소나기가 계속되면서, 남부에서는 종실
비대 중에 있는 겨울작물들에 대한 전망을 더욱 개선했으며, 북부에서는 생식 중
에 있는 겨울작물들을 위해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남러시
아에는 3주 연속 소나기와 뇌우 (5~45 mm)가 발생하여 생식 및 종실비대 중에
있는 겨울 밀을 위해 수분 공급을 더욱 개선했다.
밀의 생식기 및 초기 종실비대기와 일치하고 있는 30일 총강우량은 평년의
100~150%였다. 서부 러시아의 다른 곳들의 수분 조건들은 생식 중에 있는 겨울
밀에게 여전히 유리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더 서쪽으로, 우크라이나의 많은 지역
들에는 적당하거나 강한 비 (5~55 mm)가 내려서,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겨울 보리, 밀 및 유채를 위해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보유량이 유지되었다. 다
만, 오데사 (우크라이나의 남서부)와 몰도바 남부에는 지역적으로 건조한 조건들
이 계속되었다.
북쪽으로 러시아의 중앙 구역에 적당하거나 과도한 비 (지역적으로 100 0mm
이상)가 내려서 지역적 홍수를 일으켰을 수는 있지만, 영양기 중에 있는 봄 곡류들
과 여름작물들을 위해서는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했다.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벨
라루스와 러시아 북서부까지는 기온이 선선했던 (평년보다 1~4°C 낮음) 반면, 대
조적으로 가장 동쪽의 경작지는 수치가 평년보다 최대 3°C 높았다. 하지만 동부의
온기 (낮은 30도대까지의 최고 기온)가 영양기 중에 있는 봄 밀과 보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6월 초중순(6월 7일~6월 13일), 점점 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소나기와 뇌우가
동반되었지만, 몇 주간 비가 내린 후에 러시아 중서부와 우크라이나 북부는 다시
유리한 건조 상태로 돌아왔다. 러시아 서부에는 일정 면적의 고기압이 정착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 며칠간 온건하거나 극심한 열 (32~38°C, 평년보다 최대 8°C 높
음)을 더하였다. 그러나, 겨울 밀은 대부분 온도에 민감한 생식기와 초기 종실비대
기를 지났고, 밀 재배지 중에 많은 곳들이 이전 30일 동안 평년 강우량 대비
100~250%의 비가 내린 혜택을 받았다.
또한, 흑해 연안에서 북서쪽으로 퍼지고 있었던 약하거나 적당한 소나기 (2~17
mm)가 러시아의 북카프카즈 지구에서 우크라이나 남동쪽까지 잠재적인 열의 영
향을 더욱 완화해주었다. 6월 12일 현재, 이 지역의 기온이 더 선선해지면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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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은 높은 20도대로 다시 완화되었다. 한편, 소나기와 뇌우가 고지의 북쪽 주변
을 가로질러 우크라이나 서부와 벨라루스 북부에서부터 동쪽으로 러시아의 중부와
볼가 지구까지 영양기의 봄 곡류와 여름작물들에게 1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의 비를 내려주었다.
이 수분은 국지적이기는 했지만, 급성 단기 건조 (60일 강우량이 평년의 60%
미만)로 인해 봄 곡류의 발달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었던 러시아 중부에서 특히 환
영을 받았다. 여름작물들 (옥수수, 해바라기 및 콩)은 영양기에 있어서 그 열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6월 중순(6월 14일~6월 20일), 초여름 더위에 소나기와 뇌우가 증가했지만, 러
시아 중서부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일정 면적의 고기압이 러시아 서부
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역 대부분에 중간-극심한 열 (32~36°C, 평년보다 최대
6°C 높음)을 가하였다. 하지만, 고기압 주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계속 확장
되면서 강화되고 있는 소나기와 뇌우가 러시아 남서부에 내린 총 강우량은 5~30
mm 가량이었고,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에서부터 북쪽으로 벨라루스와 러시아
북서부까지는 지역적으로 50 mm 이상이었다.
그 비는 영양기 여름작물들의 이른 철 전망을 양호하거나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
해주었고, 늦게 발달하는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열의 피해
우려를 완화해주었다. 또한, 겨울 밀은 온도에 민감한 생식기와 초기 종실비대기
를 대부분 지났고, 가장 뜨거운 지역에 있는 작물들은 습했던 5월과 6월초에 풍부
해진 토양 수분 덕분에 열을 견딜 수 있었다.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렸지만, 볼가
지구 남부는 건조한 날씨가 지배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동쪽 부분은 지난 60일간
매우 건조한데 (평년의 25~50 %), 봄 곡류가 생식기에 도달하고 있어서 곧 수분
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6월 하순(6월 21일~6월 27일), 꾸물거리던 폭염 뒤에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
가 이어졌으나 러시아 중서부 일부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이번 주 대부
분 러시아 서부에는 일정 면적의 고기압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최근의 30도 폭
염을 지속시켰다. 그러나 낮 최고 기온 (30~35°C)은 6월 초처럼 극단적이지 않았
고, 지난 주 평균 기온도 이례적으로 (평년의 1~4°C 이상) 다소 감소했다. 소나기
와 뇌우들은 고기압 주변을 계속해서 시계방향으로 돌았고, 러시아 남서부에서
주간 총 강수량은 10~50 mm 범위 내에 있었고,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부터 북동쪽
으로 벨라루스 남부와 러시아 북서부까지 지역적으로 75 mm 이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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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 덕분에 영양기 여름작물들에 대한 이른 철 전망은 양호-우수 수준을 유지
했다.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 볼가 지구 남
부까지 좀더 건조한 날씨 (5 mm 이하)가 우세했다. 볼가 지구에서 가장 동쪽 부분
은 지난 60일간 아주 건조했고 (평년의 25~50 %) 봄 곡류가 생식기에 접근하고
있어서 곧 수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주말 무렵 남러시아에서 기후학적으로 더
따뜻한 지역에서는 옥수수가 생식기에 접근하고 있었고, 흑해 지역의 해바라기와
콩은 7월 중순 경에 생식기에 도달할 추세에 있었다.
6월 하순~7월 초순(6월 28일~7월 4일), 계절을 벗어난 따뜻한 날씨에 변동성
이 높기는 하지만, 추가 강우가 동반하여 여름작물들이 생식기로 접근하거나 진입
하였다. 몰도바와 중앙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러시아의 남부 및 볼가 지역까지 흑해
지역에 있는 옥수수, 해바라기 및 콩의 주요 재배 지역에 내린 소나기의 강우량은
1 mm 미만에서 지역적으로 50 mm 이상이었다.
수분 공급량이 여름작물들에게 대체로 유익했던 가운데서, 인근의 러시아 서중
앙부 (특히 주로 중앙 남부 지구에 있는 로스토프 오블라스트) 뿐만 아니라, 우크
라이나 북중부와 동부에 단기 건조 (3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미만)가 발달했다.
더욱이, 같은 경작지의 많은 곳들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4°C 높았으며,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부터 동쪽으로 러시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중간 및 높은
섭씨 30도대까지 밀고 올라갔다.
선선했던 5월 이후 최근에 계절을 벗어날 정도로 따뜻했던 기간 덕분에 남러시
아에서 옥수수는 평년과 대등한 수준으로 생식기에 진입했고, 우크라이나 북중부
에서는 옥수수가 후기 영양기에 있었다. 향후 몇 주 동안 극심한 폭염 (최고 기온
이 35°C 이상)이 올 경우 옥수수 수확량 전망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인데, 이미
남러시아의 스타프로폴, 크라스노다르 및 로스토프 오블라스트에서는 이미 이번
달의 첫 4일 연속 섭씨 35도의 폭염을 기록했다 (최고 수치는 39°C). 일반적으로
해바라기는 최대 39°C까지 심각한 수확량 손실없이 견딜 수 있는데 주가 끝날 무
렵에 개화기에 다다르고 있었다.

▮ 2020년 7월
7월 초순(7월 5일~7월 11일), 주초는 매우 덥다가 대조적으로 주말에는 훨씬 더
시원했는데, 특히 러시아가 그러했다. 상반기 동안 러시아 남부와 북 코카서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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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대부분에서 주간 최고 기온이 40°C에 도달하거나 40°C를 넘어갔는데 (최고
42°C), 서부와 북부의 인접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높은 30도대에 있었던 것이 주
목할만 했다.
7월 첫 주는 러시아 남서부에서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7월의 첫 일주일
로 기록되었는데, 남쪽 지구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 기간 동안 7일 간의 낮 최고
기온의 평균치가 크라스노다르에서는 35°C (평년 대비 +6°C), 로스토프에서는
37°C (+8°C), 볼고그라드에서는 38°C (+8.0°C) 였다. 이런 극심한 폭염은 위치에
따라 6~8일 연속 계속되었는데, 옥수수의 수염 발생기와 크게 일치하였다. 옥수
수는 수염기 중에 해로운 열에 가장 취약한데, 이 기간 말에 옥수수가 온도-위험
기로 빠르게 진입하는 중에 날씨가 급격히 선선해졌다 (높은 20도대 및 낮은 30도
대).
그러나, 그 일주일 간의 열로 잎 말림 및 잠재적인 수분 능력 저하 같은 악영향
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했다. 과도한 폭염 (36~39°C)이 우크라이나 동부 (이곳의
주요 여름작물이 열에 더 강한 해바라기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중앙 및 볼가
지구의 인근 일부에도 퍼졌는데 이곳의 옥수수는 여전히 영양기 중에 있었기 때문
에 열 피해에 취약하지 않았다. 또한, 남서부의 핵심 옥수수 지역 (크라스노다르)
에는 거의 정상 수준의 강우가 보고되었지만, 남부 지구의 중앙 및 북부 일부에서
격심한 단기 건조 (30일 강우량이 지역적으로 평년의 25 % 미만)가 발달했다.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중앙 및 서부를 비롯하여 벨라루스와 몰도바에 발생
한 중간-심한 소나기와 뇌우 (10~60 mm)가 생식기 옥수수, 해바라기 및 대두에
유익이 되었다. 이 지역의 여름작물 전망은 여전히 양호-우수했다. 그러나, 우크
라이나 북-중앙 일부에 단기 건조 (30일 강우량이 지역적으로 평년의 25% 미만)
가 발달하여 지난 주에 내린 비가 생식기에 다가가거나 들어간 옥수수에게 시기적
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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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 2020년 4월
4월 하순~5월 초순(4월 26일~5월 2일), 일주일 동안 중국 동부에 강우가 보고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건조한 날씨에 여름과 같은 폭염(평년보다 거의 5°C 이상
높은 30°C 이상의 기온)이 겹쳐져서 유채와 조생종 벼의 성숙을 촉진했다. 그러
나, 생식 후기에 있는 밀을 위해서는 더 많은 관개가 필요했다. 한편, 북동부에서
는 옥수수와 콩의 파종이 시작되는 중에 내린 가벼운 소나기 (10 mm 미만)가 표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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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작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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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했다. 한편, 북동부에서는 지나가는 소나기 (10~25 mm)가 최근에 심은 옥
수수와 콩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올려주었다. 그밖에 한반도와 일본에서는 벼
파종이 진행 중에 있고 남북한에는 가볍거나 중간 수준의 소나기 (10~25 mm)가,
남일본에는 폭우 (25~100 mm)가 내렸다.
5월 중하순(5월 17일~5월 23일), 헤이룽장 성 남부에서부터 산동 성 동부까지
소나기 (10~50 mm 또는 그 이상)가 내렸는데, 이 권역에 한반도 대부분이 포함되
었다. 북중국에서 이 수분은 옥수수와 콩의 활착을 도왔고 남북한에서는 벼에 공
급되는 수분의 양을 올려주었다. 중국의 남부 성들에서도 강우 (25~100 m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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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는데, 봄 벼 (조생종)의 성숙을 늦추기는 했지만, 여름 벼 (단작)의 활착
에는 유익했다. 반면, 양쯔 계곡 전체와 북중국 평원에는 건조하고 평년보다 따뜻
한 날씨가 우세하여 유채와 밀의 성숙을 촉진하고 있었다. 한편, 중국 서부는 평년
보다 높은 기온이 면화의 발달을 촉진했다. 그밖에,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고
된 소나기 (25~100 mm)는 벼를 위한 수분 공급량은 개선했으나 홋카이도의 핵심
재배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5월 하순(5월 24일~5월 30일), 중국의 몇몇 주요 여름작물 지역들은 이 기간
동안 유익한 강우가 내렸다고 보고했다. 양쯔강 남쪽에 내린 호우 (25~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는 단작 벼의 활착을 도왔는데, 북동쪽 (주로 헤이룽장 성)에
내린 다소 약한 비는 옥수수와 콩의 활착에 유리했다. 한편, 황하와 양쯔강 사이에
뜨겁고 (35°C 이상) 건조한 날씨가 유채와 밀의 성숙을 진전시켰다. 더 먼 서쪽으
로 신장은 기온이 평균보다 3~5°C 높았고, 스트레스 성 열도 없어서 면화의 발달
이 촉진되었다.
기타 지역으로 한국과 일본 대부분은 날씨가 대체로 건조했고, 북한에는 25~50
mm의 강우가 기록되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한반도와 일본에서 수분 조건은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벼에게 유리했고 훨씬 좋았다.

▮ 2020년 6월
6월 초순(5월 31일~6월 6일), 중국 남부는 일주일 동안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서 100 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영양기 중에 있는 여름 벼를 위해서 적당한 수분
공급을 유지했다. 한편, 북동부에는 소나기 (25~75 mm)가 광범위하게 내리면서,
영양기 중에 있는 옥수수와 콩을 위한 토양 수분을 상당히 상승시켰다.
대조적으로, 황하와 양쯔강 사이의 날씨는 대체로 뜨겁고 건조하여, 밀과 유채
의 건조를 도와주었다. 더 먼 서쪽으로 신장에서는 기온이 평균보다 높고 스트레
스성 열이 없어서 면화의 발달을 촉진했다.
그 밖에 다른 지역으로 한반도와 일본 전역은 덥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
하여 영양기 벼에 대한 관개 수요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분 상태는 여
전히 좋았고 특히 북한은 작년보다 더 좋았다.
6월 초중순(6월 7일~6월 13일), 중국 동부에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여름
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을 상승시켰다. 북동부의 주요 옥수수 및 콩 지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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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내린 강우량은 10mm에서 지역에 따라서 50mm 이상으로 다양했다. 그러나
길림성 동부와 북한을 포함한 주변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다. 또한,
건조 지역이 북중국 평원의 북부 지역으로 확대되어 밀 수확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북중국 평원 남부에서부터 최남단 성들까지 강한 소나기 (50~100 mm 이
상)들이 보고되었다. 그 수분이 겨울작물의 수확 작업은 늦추었지만, 여름작물을
위한 수분은 양호하게 유지했다. 일주일이 끝날 즈음에 열대성 사이클론 ‘누리’가
다가오면서, 광동 성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강우 총량 (200 mm 이상)을 보여주었
다. 남한에는 소나기가 증가했고 일본의 남부 절반에 내린 50 mm 이상의 비가 벼
의 활착을 돕고 있었다.
6월 중순(6월 14일~6월 20일), 비가 중국 남부를 통과하면서 며칠간 북중국 평
야에서 남동부 해안까지 25~100 mm의 강수량으로 내렸다. 중동부 일부에서는 남
동쪽에 더 건조한 날씨 포켓 하나가 있는 중에 더 많은 총강수량 (100 mm 이상)이
보고되었다. 그 수분은 영양기 여름작물들을 위해 수분 공급을 유지 또는 개선시
켰으며 우물쭈물하고 있던 밀 수확을 약간 지연시켰다.
한편, 북동부에서는 헤이룽장 성 전체에 25~100 mm (또는 그 이상)의 비가 내
려서 영양기 옥수수, 콩 및 벼를 위한 토양 수분을 올려주었다. 주변 지역 (내몽골
과 길림)에는 이보다는 적은 양 (10~25 mm)이 기록되었고, 랴오닝에는 거의 기록
되지 않았다. 랴오닝에서는 6월이 평년보다 더 건조했는데, 다음 달에 작물들이
생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비가 내리면 좋을 것이다. 한편, 남한의 남부
일부 (25~100 mm)를 제외하고 한반도는 대체로 건조했는데, 일본 전역은 소나기
(25~100 mm)가 전국적으로 내렸다.
6월 하순(6월 21일~6월 27일), 동중국 전역에 거의 매일 내리고 있는 비로 인해
영양기 여름작물들을 위한 수분 공급이 유지 또는 상승되었다. 북동부에서 헤이룽
장과 주변 지역에 비가 25 mm 이상 내렸는데, 이전에 건조했던 랴오닝 동부 일부
에도 내려서 옥수수, 콩 및 벼에 도움이 되었다. 북중국 평원 (그러나 중부와 서
부 성들은 여전히 건조했다)과 남부 전역에 있는 여름작물들도 소나기 혜택을 입
었고, 양쯔 계곡에 최대 강우량 (100 mm 이상)이 내렸다. 한편, 중국 서부는 계절
적으로 따뜻하면서도 (30°C 이상) 스트레스성 더위는 없었기 때문에 관개 면화를
위해서 양호한-우수한 작물 조건을 유지했다. 그밖에 북한의 작물은 6월의 장기
간 건조 이후 강우량 증가 (50~100 mm 이상)로 혜택을 입었으며 남한과 일본에
서는 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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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하순~7월 초순(6월 28일~7월 4일), 동중국 전역 대부분에 거의 매일 소나
기가 내려서 여름작물들에게 물이 잘 공급되었다. 북중국 평원부터 양쯔 계곡의
남부 (남부 깊은 곳 일부에는 건조 포켓 하나가 발생했다)까지 총강우량 25~100
mm (또는 그 이상)의 비가 내렸다.
한편, 북동부에서는 지난 주의 호우에 이어서 더 건조한 날씨가 보고되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우량은 25 mm 미만이었다. 그 건조가 헤이룽장 성과 내몽골
인근 성들 및 길림 서부에 있는 옥수수와 콩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랴
오닝 성에서 가뭄 상태가 확대되었다. 중국 서쪽 끝 (신장)에서는 지난 2~3주 동
안 기온이 계속 평균 이하에 머물러 있어서 면화의 발달이 늦춰졌다. 그밖에 한반
도와 일본은 강우 (25~10 mm 또는 그 이상)가 벼를 위한 수분 공급을 유지 또는
개선시켰다.

▮

2020년 7월

7월 초순(7월 5일~7월 11일), 이 기간 동안 열대성 습기 파도가 동중국을 통과
하면서 남동부 일부에 대홍수를 일으켰다. 양쯔 계곡 아래쪽의 남쪽 지구에 내린
총 강우량은 200 mm (지역적으로 500 mm 이상)를 초과로 벼가 침수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양쯔 계곡 나머지 지역과 북중국 평원에 내
린 강우량은 보다 계절성 (25~100 mm)이었다.
한편, 북동부에는 소나기가 더 가볍게 (25 mm 미만) 내려서, 생식기로 들어가
고 있는 옥수수, 대두 및 벼를 위해서 양호한 토양 수분을 유지해주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로 수분량이 평년의 절반 이하인 랴오닝 성은 계속 비가 오지 않고 있
다. 서쪽으로 면화는 계절성 온기, 충분한 관개 및 열 스트레스 부재 덕분에 양호우수한 상태에 있다. 그 지역의 다른 곳들로 한반도에는 건조한 날씨 포켓이 산재
된 가운데 소나기 (25~100 mm)가 보고되었고 일본 남부에는 홍수 (200~4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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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
▮ 2020년 4월
4월 하순~5월 초순(4월 26일~5월 2일), 많은 비가 (15~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남호주, 빅토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의 토양 수분을 더욱 증가시켜서 겨울작
물 파종과 초기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주었다. 습한 날씨 때문에 포장 작업
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 비가 결과적으로는 광범위한 밀, 보리,
캐놀라 파종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였다.
호주 남동부에서는 겨울작물 파종이 이미 잘 진전되어서 보고에 따르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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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작물 재배철 (보통은 9월
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에 앞서서 밀의 발아와 출현을 촉진하고 관개 공급을 더
보충하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포장 작업을 촉진했지
만, 광범위한 겨울작물의 파종, 발아, 출현을 촉진하려면 추가 수분이 필요하기 때
문에, 서호주에서도 비는 환영 받을 것이다. 호주의 남부와 서부의 평균 기온은 평
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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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최근에 내린 소나기가 최근에 심은 작물들의 발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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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작물의 파종, 발아, 출현에 계속 도움이 되었다. 동빅토리아와 뉴 사우스 웨일즈
의 많은 곳에는 산발적인 소나기 (대체로 1~10 mm)가 보다 넓은 지역에 드문드문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맑고 표토 수분이 대체로 적당해서 겨울작물
의 추가 파종과 여름작물의 수확은 물론이고, 조생종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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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촉진했다.
밀 벨트 내의 다른 곳 중에서 남퀸슬랜드에 있는 주요 작물 생산지에서는 건조
한 날씨가 우세했다. 건조함이 면화와 수수의 수확을 중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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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밀 벨트 전역에서는 캐놀라 파종을 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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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작물의 발아와 출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계절초 겨울작물의 발달을 장려하려면 서호주와 퀸슬
랜드 남부에는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호주의 남부와 동부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4°C 낮았고 서호주는 평년의 1°C 이내에 있었다.
5월 중하순(5월 17일~5월 23일), 3주 동안 대체로 건조했던 날씨가 끝난 후, 퀸
슬랜드 남부는 산발적인 소나기 (5~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뒤덮이면서,
발아 또는 출현 중인 밀과 기타 겨울작물들을 위해서 필요했던 표토의 수분량을
상승시켜주었다.
먼 남쪽으로는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 (5~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최
근에 심은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게 원활한 물 공급을 유지해주어서, 남호주,
빅토리아 및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을 양호하게 유지해주었
다. 하지만 그 소나기가 면화와 수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서 많은 지역
에서 수확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 밖의 밀 벨트 중에서 서호주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밀, 보리 및 캐놀라의 발아와 출현이 느려졌다. 밀 벨트 전체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의 1°C 내외에 있었다.
5월 하순(5월 24일~5월 30일), 비교적 건조하게 재배기를 시작한 서호주의 밀
벨트에 적시는 비 (15~3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려서 표토의 수분이 상승
되었다. 그 비는 밀, 보리 및 캐놀라의 발아와 출현을 도왔고, 그 결과 겨울작물의
추가 파종을 유발시킨 것 같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으로 남부와 동부 호주 전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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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하늘이 맑고 토양 수분이 적당하거나 풍부하여
겨울작물의 출현과 활착이 촉진되었고,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들에 대한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은 계속 양호했다. 이런 건조한 날씨는, 여름작물의 최종 수확을 포함
하여, 야외작업에도 유리했다. 전국 밀 벨트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 (평년의
1°C 이내)에 있었다.

▮ 2020년 6월
6월 초순(5월 31일~6월 6일), 퀸슬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는 대체로 건
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밀과 기타 최근에 파종한 겨울작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토양 수분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반면에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및 호주 남부
에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 (5~15 mm, 지역적으로 25 mm 가량)는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의 활착에 도움을 주어서,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을 양호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밖에 밀 벨트 지역 내에서 서호주는 지난 주에 유익한 비가 내린 이후로 날씨
가 덥고 햇볕이 많이 들어서, 밀, 보리 및 캐놀라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서호주는
기온이 평년보다 더 따뜻했고(평년보다 1~3°C 높음), 호주의 남부와 동부는 평년
부근이거나 평년보다 다소 더 시원했다 (평년보다 최대 2°C 낮음).
6월 초중순(6월 7일~6월 13일), 서호주에 내린 산발적인 소나기 (대체로 5~10
mm)가 밀, 보리 및 캐놀라의 초기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 대조적으로, 대체로 건
조한 날씨가 호주 남부와 동부에 있는 밀 벨트를 뒤덮으면서, 최근에 출현한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표토의 수분을 줄였다. 표토 수분은 대체로 적
당하였고, 대부분의 주요 작물 생산 지역에서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이 양호하게 유
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밀 벨트가 심각한 장기 가뭄에서 계속 회복되면서,
양호한 이른 철 작물 전망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강우가 필요하다. 평균 기온이 남
동부는 평년보다 2~3°C 낮았고 서부와 북동부는 평년보다 1~2°C 높았다.
6월 중순(6월 14일~6월 20일), 밀 벨트 대부분에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5~15 mm, 지역적으로 약 25 mm), 영양기에 있는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에게 필
요한 표토 수분을 증가시켰다.
그 비는 남동부에서 밀, 보리 및 캐놀라의 활착에 도움을 주었고, 전반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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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철 수확량 전망을 양호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소나기는 서부와 북
동부에서도 작물의 출현과 활착을 도왔으며 5월 1일 이후로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대략 50~70 %였다. 이 지역들에는 더 많은 비가 내려야 앞으로의 작물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부는 평균 기온이 평년과 비슷했고 남부와 동부
는 평년보다 1~2°C 높았다.
6월 하순(6월 21일~6월 27일),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가 밀 벨트 일부에서 영
양기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좀 더 건
조한 날씨 포켓들이 작물의 발달을 지체시켰다. 서호주 밀 벨트의 서쪽 일부, 남호
주의 남동부 및 뉴 사우스 웨일즈의 중부와 남부에 가장 강한 비 (15~50 mm)가
내려서 초기 작물 전망을 양호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조적으로 빅토리아 북부 일부, 뉴 사우스 웨일즈의 최 북단 및 퀸슬랜드 남부
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에 덮여서 영양기 밀, 보리 및 캐놀라가 이용할 수 있는 토
양 수분량이 줄어들었다. 남부 지역은 초기 수확량 전망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
해서 비가 더 많이 오는 것이 좋겠지만, 북부는 겨울작물의 활착을 돕고 심각하고
장기적인 이 지역의 가뭄에서 더욱 회복하기 위해서 좀더 꾸준한 강우가 필요하
다. 서부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C 높았고, 남부와 동부는 거의 평년과 비슷
했다.
6월 하순~7월 초순(6월 28일~7월 4일), 서호주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
(10~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영양기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게 더욱 유
익을 주어서, 이른 철 작물 전망을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와 유사하게 호주 남동부에 내린 산발적인 소나기 (5~20 mm, 지역적으로 더 많
이)가 밀 벨트의 남쪽 끝단에 내려서, 밀, 보리 및 캐놀라의 발달을 도왔다.
그 밖에 호주의 남부와 동부에는 고립적으로 내린 소나기 (대체로 5 mm 미만)
가 영양기 겨울작물들에게 추가 수분을 거의 공급하지 못했다. 이 지역들에는 더
많은 비가 내려야 초기 수확량 전망을 유지하면서 심각하고 장기적인 가뭄에서 더
회복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밀 벨트 전체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
의 1°C 이내에 있어서 겨울작물 발달에 유리했다.

▮ 2020년 7월
7월 초순(7월 5일~7월 11일), 밀 벨트에 산발적인 소나기 (일반적으로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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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지역적으로는 더 많이) 가 내려서 영양기 밀, 보리 및 캐놀라에 대한 지역의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그 소나기들이 몇몇 겨울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주요 농업 지역에서 보다 균일한 작물 발달을 촉진하려면 더 광범위한 강우가 필
요할 것이다.
최근 상대적으로 온화한 겨울 날씨 (최고 기온이 대체로 섭씨 10도대)가 순 증발
손실을 제한하여, 더 건조한 날씨가 우세한 지역에서 작물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겨울 하반기 중에 기온이 오르고 작물이 생식기에 다다르고 있어
서, 향후 몇 주 및 몇 달 내에 풍부한 비가 더 많이 내려야 작물 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아르헨티나
▮ 2020년 4월
4월 하순~5월 초순(4월 26일~5월 2일), 상당량의 늦철 강우가 겨울 곡물들의
발아와 활착에 필요한 수분 보유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
스에서부터 북쪽으로 엔트레 리오스와 산타 페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에 가장
심한 소나기 (50mm에서 100 mm 이상의 주간 총량)가 집중되었다. 중앙 아르헨
티나에서 대부분의 다른 주요 농업 지역은 최소 25 mm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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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평년보다 2~5°C 높은)이 우세했는데, 낮 최고 기온이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
레스의 높은 섭씨 20도대에서부터 그리고 먼 북쪽의 높은 30도대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더 서늘한 날씨 (지점에 따라서는 낮 최고 기온이 10대로 떨어짐)가 이어
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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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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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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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
노스아이레스 남동부의 핵심 겨울 곡물 지역에는 다시 더 강한 비 (10 mm 이상)가
내려서 야외 작업이 멈춘 것 같다.
낮 최고 기온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낮은 섭씨 20도대부터 포르모사와 주변은
30도대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밤 최저 기온은 지역의 많은 곳에서 5°C 아래로 떨
어졌는데, 광범위한 결빙은 보고되지는 않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5월 7
일 기준으로 옥수수는 40% 수확되어 작년 속도와 비교해서 6 포인트 뒤쳐졌고, 대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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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부와 북동부
일부 지역에 가벼운 비 (대체로 10 mm 미만)가 내리는 강우 포켓들이 관측되었지
만,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구들이 완전히 건조했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2°C 높았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중간 20도대부
터 가장 따뜻한 날에 먼 북쪽은 낮거나 중간 30도대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전통적으로 보다 추운 곳들에서는 동결이 기록
되는 등 다소 추운 조건이 우세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5월 14일 현재,
옥수수 수확량은 46%로 작년 속도보다 3 포인트 뒤쳐져 있었으나, 콩은 83% 수확
되어 작년 속도보다 10 포인트 앞섰다. 면화는 작년의 45%에 비해 6 %가 수확되
었다.
5월 중하순(5월 17일~5월 23일), 동부 지역에 다시 소나기가 내려서 지역의 여
름작물 수확은 늦추지만, 겨울 곡류의 발아에 필요한 수분량은 올려주고 있다. 부
에노스아이레스의 남동부에는 총 10 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이 비가 서쪽으로
다수확 밀 생산 구역 몇 곳으로까지 뻗어 내렸다. 엔트레 리오스와 산타 페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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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파라과이까지 더 많은 비 (25~50 mm 또는 그 이상)가 내려서 겨울 곡류에게
필요한 수분은 증가시키지만, 면화 수확과 기타 야외 활동은 느려질 수 있다.
한편, 날씨가 건조하여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에서부터 북쪽으로 살
타까지 - 코르도바 대부분을 포함하여 - 서부 농업 지역에서 야외 작업이 계속되
는데 도움이 되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1~2°C 높았고, 낮 최
고 기온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부에서는 낮은-중간 섭씨 20도대에, 코르도바 북
부에 있는 많은 농업 지역에서는 낮은 30도대에 도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
르면, 5월 21일 현재 옥수수는 작년 (52%)과 같은 수준으로 53% 수확되었는데, 콩
은 작년보다 10 포인트 앞서서 91% 수확되었다. 면화는 작년의 48%에 비해 72%
수확되었다.
5월 하순(5월 24일~5월 30일), 건조하고 때때로 따뜻한 날씨 덕분에 가을철 야
외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최남단에 산발적으로 가볍게 내
린 소나기 (지역적으로 5 mm 이상)를 제외하면, 주요 농업 지역들이 모두 완전히
건조했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이 부에노스아이
레스 남부에는 높은 섭씨 10도대에서 낮은 20도대에, 포르모사 내부와 주변에는
낮은 30도대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중부와 남부 모두, 많은 생산지에서 서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
고,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의 국경처럼 먼 북쪽은 밤 최저 기온이 2°C 또는 그 이하
로 떨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5월 28일 현재 옥수수는 작년 (51%)보다
빨라서 61% 수확되었는데, 콩은 거의 다 수확되었다 (95%). 면화는 작년의 53%와
비교해서 81% 수확되었고, 밀 파종은 작년보다 훨씬 앞섰다 (작년의 5% 대비 20%
파종됨).

▮ 2020년 6월
6월 초순(5월 31일~6월 6일), 날씨가 전반적으로 건조한 양상을 보이면서 아르
헨티나 중부에서는 가을 야외 작업이 빠르게 진전되었다. 북서부 농업 지역 (살타
내부와 주변)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산타 페와 엔트레 리오스의 북
쪽 구역들로부터 파라과이 동부까지 뻗어있는 북동부의 많은 곳에는 다시 소나기
(총강우 10~50 mm)가 내렸다. 후기 단계의 면화 수확 작업을 포함하여 야외 작업
속도를 늦추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 수분은 겨울 곡류를 위해서 환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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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 지역들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이 지배적이었는데, 코리엔테
스처럼 먼 북쪽에서 낮 최고 기온이 20°C 이하에 머물렀다. 중부와 북서부의 많은
생산 지역은 동결도 흔하게 발생하여 겨울 곡류의 성장을 제한하기는 했지만, 다
른 작물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6월 4일
현재, 옥수수는 66 % 수확되어 작년 (58%)보다 빨랐고, 콩은 거의 다 수확되었다
(98 %). 면화는 86 % 수확되어 작년 (57%)보다 거의 20 포인트 빨랐다. 마찬가지
로 밀 파종은 작년 속도보다 훨씬 앞섰다 (작년의 16% 대비 30% 파종).
6월 초중순(6월 7일~6월 13일), 건조한 날씨로 모든 주요 농업 지역 내에서 여
름작물의 수확과 겨울 곡류의 파종 속도가 계속 빠르게 유지되었다. 라 팜파와 부
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북쪽으로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와의 국경들까지의 사이에
있는 대부분이 장소들이 완전히 건조했고, 불과 몇 군데 고립된 장소들에만 5 mm
이상의 강우가 기록되었을 뿐이었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쪽 구역들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부근이었
지만 더 먼 북쪽은 평년보다 최대 4°C 낮았다. 코리엔테스처럼 먼 북쪽은 낮 최고
기온이 20°C에 못미쳤다. 그런 선선한 날씨 때문에 겨울 곡류의 출현이 늦어졌고
지난 주에 시기적절하지 않게 내린 비를 맞아 수확되지 못한 면화는 건조가 늦어
졌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6월 11일 현재 옥수수는 72% 수확되어 작년 속
도 (60%)보다 앞섰고, 콩 수확은 98%로 거의 완료되었다. 면화는 89% 수확되어
작년 속도 (63%)보다 25 포인트 이상 넘어섰다. 마찬가지로 밀 파종도 작년 속도
(작년의 30% 대비 43% 파종)보다 훨씬 앞섰다.
6월 중순(6월 14일~6월 20일), 아르헨티나 중부는 소나기가 내려서 출현 중인
겨울 곡류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북부는 더 건조한 날씨가 지배했다. 일부 다수확
농경 지역을 포함하여 엔트레리오스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내린 총 강우량은
10mm에서 50 mm 이상을 웃돌기도 했다. 다른 곳들은 대체로 날씨가 건조하여
가을 야외 작업에 도움이 되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서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밀 벨트 남부는 낮 최고
기온이 높은 섭씨 10도대에 있었고, 북부는 낮은 30도대에 있었다. 따뜻하면서 건
조한 날씨가 야외 작업에 도움이 되었고,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표토 수분이 유
리한 수준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6월 18일 현재 78% 수
확되어 작년보다 (61%) 훨씬 앞섰고, 면화는 92% 수확되어 작년보다 25 포인트
앞섰다. 마찬가지로 밀 파종은 여전히 작년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작년의 38%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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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55% 파종).
6월 하순(6월 21일~6월 27일), 지난 주에 유익한 소나기가 내린 이후로 아르헨
티나 중부는 기상 상황이 더 건조해졌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발생한 가볍거나 중
간 정도의 강우 패치 (누적 강우량이 10 mm 이상) 몇 개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다
수확 농업 지역들은 건조했다. 날씨가 계절적으로 온화했고 강우량은 매주 감소했
으며, 낮 최고 기온은 낮은 섭씨 10도에서 낮은 20도대에 있었다. 더 먼 북쪽으로
차코 동부 및 그 주변은, 면화 지역에 다시 소나기 (10 mm 초과)가 내렸지만, 북
서쪽은 계절성 건조가 계속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6월 25일 현재 옥수수와 면화가 각각 82% 및 95%
수확되었다. 밀 파종은 64% 완료되어 작년보다 (51 %) 훨씬 앞섰다. 비슷하게 보
리는 53% 파종되어 작년보다 20 포인트 앞섰다.
6월 하순~7월 초순(6월 28일~7월 4일),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소나기
로 뒤덮이면서 출현 중인 겨울 밀과 보리에 대해서 대체로 양호한 전망을 유지하
고 있었다. 대부분의 구역에 내린 강우 총량은 5~25 mm였고, 더 동쪽에 있는 농
업 지역들에는 더 많은 양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르도바와 산타페에서부터 북쪽으
로, 3월 이후로 평년보다 더 건조한 경향을 보여 왔던 지역들은 더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 부근이나 평년보다 낮아서, 주요 농업 지역들에서 낮 최
고 기온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의 낮은 섭씨 10도대에서 차코와 프로모사의 높
은 20도대까지의 범위 안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면화가
7월 2일 기준으로 각각 86% 및 96% 수확되었다. 서부 생산 지역들에서 건조 때문
에 지체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밀 파종 속도는 여전히 작년보다 빨랐다 (작년
66% 대비 75% 파종). 보리는 67% 파종되어 작년 속도보다 14 포인트 앞섰다.

▮ 2020년 7월
7월 초순(7월 5일~7월 11일), 거의 모든 농경지에서 온화한 중에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계절 현장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게 해주었다. 먼 남쪽 (최남단 부
에노스아이레스)과 북동쪽 (지역적으로 강우 총량이 10 mm 이상인 차코와 포르모
사의 동쪽 구역을 포함하여) 이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에서부터 북서쪽으
로 살타까지 완전 건조가 뻗어 있는 중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서늘한 날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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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건조가 동반되어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2°C 낮았다. 낮 최고 기온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섭씨 낮은 10도대에서 포르모사 동부의 낮은 30도대까지
다양했고, 남부와 북서부의 많은 농업 지역에서 결빙이 흔하게 발생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7월 8일 현재 옥수수와 면화는 각각 89% 및 99% 수
확되었고, 밀 파종은 작년과 같은 속도 (81%)로 진행되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서는 야외 작업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서 (작년의 67% 대비 7% 완료) 다른 주들에
서의 지체를 상쇄했다. 비슷하게 보리는 작년의 73% 대비 77% 파종되었다.

7. 브라질
▮ 2020년 4월
4월 하순~5월 초순(4월 26일~5월 2일), 브라질 남부의 주요 농업 지역에서 가
뭄이 계속되어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옥수수가 쓸 수 있는 수분을 더욱 제
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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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었는데, 작물들이 재배기 중 많은 기간 동안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지난 주에 계절을 벗어난 더위 (며칠 동안 낮은 30도대의 낮 최고 기온)가 수분
에 민감한 작물들에게 미치는 건조 영향을 악화시켰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
차 작물 옥수수의 50% 이상이 4월 27일에 끝나는 건조기 동안 생식에 도달했다.
한편,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4월 30일 기준으로 옥수수와 콩이 각각 85% 및
94% 수확되었으나, 밀 파종 때문에 이제 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더 먼 북쪽에서는 건조하고 햇볕이 잘 드는 날씨가 마토 그로소에서부터 북동쪽
으로 토칸틴스를 지나기까지의 옥수수와 면화 지역을 지배하여 대체로 적절한 수
준의 수분을 가지고 자라고 있는 작물들의 발달을 촉발시켰는데, 최근에 예외적으
로 좋은 식생 건강을 보여주고 있었다 (위성 추정치 기준).

▮ 2020년 5월
5월 초순(5월 3일~5월 9일), 대체로 건조하고 햇볕이 잘 드는 날씨가 여름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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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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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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5월 5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는 64%가 생식기-종실비대기에 있었고, 추가로 4%가 성숙기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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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
만, 밀의 발아를 위해서는 수분을 적기에 공급해주었다.
5월 중순(5월 10일~5월 16일), 가뭄으로 타격을 받았던 브라질 남부 지역 일부
에 아주 필요했던 비가 내려서, 미성숙한 2차 작물 옥수수의 상태를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토 그로소 남부부터 리오 그란데 도 술까지 총 5~25 mm의 강
우가 기록되었으나, 주요 농업 지역 몇 곳에는 여전히 건조 포켓들 속에 머물러 있
었다. 여전히 수분에 민감한 발달기에 머물러 있는 작물들에게 그 비는 시기적절
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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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했다. 밀은 35%가 파종되었고,
그 수분의 덕을 보기도 했다. 그 수분이 리오 그란데 도 술의 콩과 옥수수 (5월 14
일 현재 각각 97% 및 89% 수확됨)에게는 너무 늦었지만, 밀에게는 궁극적으로 유
익할 것이다.
두 번째 주 동안, 주요 옥수수 생산 지역 밖에 있는 파라나와 산타 카타리나의
일부 고지대 생산 지역들 가운데서 몇 곳에는 서리가 발생했을 수 있다. 마토 그로
소 북부와 고이아스에서부터 북동쪽으로 바히아 서부와 피아우이를 지나기까지 일
반적인 양상으로 계절적 건조가 우세했지만, 더 멀리 북쪽으로는 소나기가 널리
산발적으로 계속 내렸다. 계절적으로 더 건조한 북부 농업 지역에서는 여름의 더
위 (낮 최고 기온이 종종 낮은-중간 섭씨 30도대에 도달함)가 옥수수와 면화의 빠
른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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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하순(5월 17일~5월 23일), 이전에 건조했던 남브라질 지역에서 2주 동안
계속 유익한 비가 내리면서 미성숙한 옥수수와 출현 중인 밀을 위해서 아주 필요
한 수분을 공급했다. 총 10~25 mm의 강우가 상파울로 남부에서부터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서 우루과이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을 덮었다. 이 수분에 대체로 따
뜻한 조건 (낮 최고 기온이 높은 섭씨 20도대와 낮은 30도대에 도달)이 따라왔지
만, 밤 기온은 많은 곳에서 10°C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고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5월 18일 현재 2차 옥수수의 72%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추가로 8%가 성숙에 도달했다. 밀은 47% 파종되었고, 수분 혜택도
받았다. 다소 넓은 면적에 내렸던 산발적인 소나기 (지역적으로 총 10 mm 이상)를
제외하면 그밖의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는데, 여기에는 중서부의 주
요 옥수수 및 면화 생산 농지와 북동부 내륙 지역 (마토 그로소와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서바히아와 인근 지역까지)이 포함되어 있다. 계절성 온기
(낮 최고 기온이 30도대 중반에 도달)가 이들 지역에서 작물의 빠른 발달을 촉진하
기도 했다.
5월 하순(5월 24일~5월 30일), 남브라질은 건조하고 햇볕이 잘 드는 날씨로 다
시 돌아와서 밀 파종에 유리하게 되었고, 아주 필요했던 비가 내린 지 2주가 지난
지금 옥수수의 성장을 촉진했다. 마토 그로소 도 술과 상 파울로에서부터 남쪽으
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0~3 mm). 그런 건
조한 날씨에 평년보다 시원한 날씨가 동반되었는데, 밤 최저 기온은 섭씨 한 자리
수로 떨어졌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5월 25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는 2% 수확되었고, 나머
지 옥수수의 67%는 종실비대기-성숙기 중에 있었다. 밀은 63% 파종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밀 파종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졌다. 더 먼 북쪽도 날씨가 시원
해서 몇몇 사탕수수 및 커피 생산 지역들을 포함하여 상 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
스 일부에는 밤 최저 기온이 5°C 이하로 떨어졌다. 미나스 게라이스에서부터 북쪽
으로 바이하 서부와 토칸틴스를 지나기까지 가볍거나 적당한 비 (5-10 mm 또는
그 이상, 지역적으로 25 mm까지)가 내렸는데, 옥수수 수확 초기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고이아스와 마토 그로소는 좀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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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6월 초순(5월 31일~6월 6일), 남부의 여러 주요 생산 지역에 내린 소나기들은
미성숙 옥수수와 출현-영양기 중에 있는 밀에게 유익했다. 파라나에서 리오 그란
데 도 술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10~25 mm였는데, 산발적으로 다소 가볍게 내린
(대체로 5 mm 이하) 이 소나기들은 북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과 상 파울로까지
내렸다.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부터 남쪽으로 그 소나기들이 내린 곳들의 기온은
평년 부근이나 평년보다 낮았는데, 좀 더 선선한 남부 지역들 중 몇 곳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높은 섭씨 10도대와 낮은 20도대에 머물렀다.
한편 밤 최저 기온은 지점에 따라 5°C 이하로 떨어졌지만, 동결은 보고되지 않
았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는 2% 수확되었고, 남
은 작물의 72%는 종실비대기-성숙기 중에 있었다. 밀은 75% 파종되었다. 6월 4
일 현재,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밀 파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브라질의 중부 및 북동부 내륙의 옥수수 및 면화 생산 지역들에는 계절적으로
더 건조한 날씨가 널리 퍼졌고, 북동부 해안에만 계절성 소나기들 (10~25 mm 또
는 그 이상)이 내렸다. 낮거나 중간 30도대까지 올라간 낮 최고 기온은 작물들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고, 마토 그로소에서는 작물들이 수확 초기 단계 중에 있다고
보고되었다 (6월 5일 현재 4% 완료).
6월 초중순(6월 7일~6월 13일), 오래도록 내리는 소나기가 브라질의 남부 농업
지구에 늦철 수분을 추가로 공급했고, 한편 먼 북쪽은 계절적으로 더 건조한 상태
들이 우세했다. 파라나 중부에서 남쪽으로 우루과이 북부까지 내린 총 강우량은
10 mm에서 지역적으로 25 mm 이상이었다. 평년 부근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낮 최고 기온이 높은 섭씨 20도대까지 올라가고, 밤 최저 기온은 대체로 영상에
머무름)이 미성숙한 옥수수와 출현 중인 밀의 성장을 도왔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는 6월 8일 현재 3%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77%는 종실비대기-성숙기 중에 있었다. 밀은 79% 파종되었다. 6월 11일
현재 옥수수는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98% 수확되었고, 밀 파종은 진행 중인데,
주 차원에서의 통계치는 제공되지 않았다.
상 파울로 동부와 북동부 해안을 따라 내린 몇몇 국지적인 소나기 (지역적으로
25 mm 이상)를 제외하면 브라질의 다른 주요 농업 지역들은 계절성 건조와 따뜻
함이 우세하여, 2차 작물 옥수수와 면화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다. 2차 작물 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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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6월 12일 현재 마토 그로소에서 8% 수확되었다고 보고되어, 5년 평균 속도와
같았으나 작년 수치 (17%)보다는 뒤쳐진 것이었다.
6월 중순(6월 14일~6월 20일), 브라질의 중부와 남부에 있는 주요 생산 지역들
에서는 날씨가 따뜻하고 건조하여 옥수수와 면화의 빠른 발달이 촉진되었다. 북동
부 해안을 따라 내린 계절성 소나기 (10~25 mm, 지역적으로 더 높음)를 제외하
면, 고립된 몇몇 지역에만 측정 가능한 강우가 기록되었다. 이중에 리오 그란데 도
술과 파라나 남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강우량은 대체로 5 mm 미만이었다. 기온
이 평균 수준 또는 평균 이상이었고, 햇볕의 양도 풍부하여 마토 그로소와 토칸틴
에서 남쪽으로 작물들이 급속히 성숙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6월 15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는 3%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83%가 종실비대기-성숙기 사이에 있었다. 밀은 82% 파종되었다. 6월 18
일 현재,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밀이 43% 파종되었다. 한편, 2차 작물 옥수수는
마토 그로소에서 6월 19일 현재 16% 수확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작년 속도와 비
교하면 8 포인트 뒤쳐진 것이었다. 면화는 막 수확되기 시작했다.
6월 하순(6월 21일~6월 27일), 계속되는 소나기로 출현 중인 밀에 대한 전망을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되었고, 미성숙한 옥수수를 위한 늦철 수분이 추가로 상승되
었다. 마토 그로소 도 술의 남부와 상파울로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
을 지나기까지 지역적으로 내린 총 강수량은 10~25 mm였고, 세력이 강한 몇 개
의 건조 포켓들이 있었다. 따뜻한 날씨 (낮 최고 기온이 중간 섭씨 20도대에서 낮
은 30도대 범위 내)가 작물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었고, 주요 옥수수 지역 외부에
는 낮은 서리 발생 가능성이 있었을 뿐이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6월 22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가 4%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96%가 종실비대기-성숙기 범위 중에 있었다. 밀은 89% 파종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6월 25일 현재 밀은 74% 파종되었다.
다른 지역으로서 계절성 소나기 (지역적으로 10 mm 초과)가 북동부 해안에 갇
혀 있으면서, 북부의 주요 생산 지역에서는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옥수수와 면화
의 생육을 촉진했다. 6월 26일 현재 마토 그로소에서 2차 작물 옥수수는 32% 수확
되었다고 보고되어 작년 대비 8 포인트 지체되었다. 면화는 동기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2% 수확되었다.
6월 하순~7월 초순(6월 28일~7월 4일), 가볍거나 중간 수준의 소나기가 내려
서 브라질에서 선도적인 농업생산 주들인, 파라나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출현

827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중이거나 영양기에 있는 밀에 대한 전망을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했다. 총 강우량
은 5~25 mm 또는 그 이상이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 최소 10 mm 이상 내렸다.
비가 때때로 내리면서 온화한 날씨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4°C 이하)를
동반하여 리오 그란데 도 술 대부분에서 낮 최고 기온이 20°C로 올라가지 못했다.
서리는, 파라나 남동부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대체로 전통적으로 더 선선한 곳
들에만 내려서 미성숙한 2차 작물 옥수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
였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가 6월 29일 기준으로 5%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51%는 성숙기에 있었다. 밀은 94 % 파종되었다. 7월 2일 현재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밀은 87% 파종되었다. 그밖에 브라질의 중부 및 북동부 내륙에
서 화창하고 대체로 따뜻한 날씨가 동부 해안을 따라 대체로 가벼운 소나기 (대체
로 10 mm 이하)를 동반하면서 옥수수와 면화를 빠르게 발달시켰다. 마토 그로소
에서는 7월 3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가 46% 수확되었다고 보고되어 작년보다 15
포인트 뒤쳐진 반면 면화는 2% 수확되어 작년 (4%)보다 살짝 뒤쳐져 있었다.

▮ 2020년 7월
7월 초순(7월 5일~7월 11일), 소나기가 브라질의 주요 남부 생산 지역에서 밀에
대해서 대체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했다. 파라나 남부에서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내린 총 강우량은 10에서 25 mm를 초과했다. 온화한 날씨에
소나기가 동반되었고,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섭씨 낮은 20도대 및 중간 20도대
사이에 있었으며, 밤 최저 기온은 5°C 미만으로 떨어졌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는 7월 6일 기준으로 8% 수확되었고, 남
은 작물의 62%는 성숙기에 있었다. 밀은 97% 파종되었다. 7월 10일 현재 리오 그
란데 도 술에서 밀은 95% 파종되었다. 그 밖에 브라질의 중앙 및 북동부 내륙에서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옥수수와 면화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고, 동부 해안을
따라 대체로 가벼운 소나기 (지역적으로 25mm 초과)가 내렸다. 마토 그로소에는
7월 10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가 61% 수확되어 작년 속도 대비 15 포인트 뒤쳐졌
고, 면화는 5% 수확되어 작년보다 (7%) 다소 뒤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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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정곡)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재배면적
(천 ha)
144,676
144,778
141,434
146,576
147,816
146,963
147,543
146,414
145,280
147,289
148,297
150,165
151,725
153,296
155,845
152,682
151,626
147,640
149,505
151,409
154,228
154,535
154,928
158,597
155,940
158,503
160,191
159,992
162,346
162,371
160,509
163,393
162,911
162,478

생산량
(천 톤)
317,998
316,052
315,125
332,046
345,312
351,371
353,267
353,852
354,626
364,055
368,655
380,339
387,370
394,951
409,289
399,173
399,405
378,122
392,500
401,080
418,107
420,339
434,337
450,431
440,966
451,592
469,641
475,937
481,334
482,713
477,132
491,515
494,843
496,632

수입량
(천 톤)
10,311
10,686
10,452
11,701
10,589
10,593
12,028
12,954
16,138
19,380
18,127
16,666
24,232
25,219
20,263
22,073
25,969
26,297
25,012
25,973
26,537
28,585
30,025
27,422
28,256
33,054
35,501
36,735
38,703
41,491
38,525
40,995
46,900
43,750

수출량
(천 톤)
11,485
13,063
11,572
14,015
11,484
12,115
14,453
14,876
15,837
21,058
19,820
19,110
26,646
25,671
22,843
24,005
27,020
28,666
27,464
28,266
29,665
31,357
31,472
28,986
31,361
35,216
39,956
39,407
43,064
43,648
40,429
47,300
47,217
43,708

소비량
(천 톤)
306,781
308,072
312,050
323,346
335,459
343,812
350,806
355,452
359,156
363,742
366,462
375,701
377,493
388,170
397,657
393,663
412,096
405,661
411,396
406,457
412,480
418,669
426,900
436,083
435,466
444,073
455,277
462,103
472,216
473,117
467,939
477,373
480,745
483,978

기말재고량
(천 톤)
97,702
103,305
105,260
111,646
120,604
126,641
126,677
123,155
118,926
117,561
118,061
120,255
127,718
134,047
143,099
146,677
132,935
103,027
81,679
74,009
76,508
75,406
81,396
94,180
96,575
101,932
111,841
123,003
127,760
135,199
142,488
150,325
164,106
176,802

단수
(톤/ha)
3.23
3.21
3.29
3.35
3.45
3.53
3.54
3.58
3.62
3.67
3.69
3.75
3.79
3.83
3.91
3.89
3.92
3.81
3.92
3.94
4.04
4.05
4.16
4.23
4.21
4.25
4.37
4.44
4.42
4.43
4.43
4.49
4.53
4.56

160,567

495,225

40,171

41,689

488,841

181,668

4.60

162,995

502,628

42,041

44,890

495,617

185,830

4.6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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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재배면적
(천 ha)
229,788
227,848
220,038
217,842
226,298
230,990
222,783
222,190
221,030
213,327
216,712
227,070
226,370
219,163
212,644
215,352
214,225
213,437
207,925
215,748
217,512
212,317
216,923
224,206
225,779
217,108
221,248
216,188
220,014
221,340
224,013
222,424
218,656
215,501

생산량
(천 톤)
494,802
524,043
498,674
495,264
533,110
588,798
543,437
562,668
558,555
523,121
537,498
581,286
610,176
590,470
587,450
582,787
583,871
569,667
555,689
626,747
618,828
596,688
612,228
684,784
688,180
650,662
698,705
660,399
716,600
730,412
738,144
756,313
763,049
730,893

수입량
(천 톤)
80,505
86,488
112,247
102,384
98,797
99,003
108,361
108,810
98,561
99,877
97,188
98,254
103,533
99,635
106,718
99,344
106,234
103,712
101,107
110,440
111,572
113,934
113,496
137,703
133,605
131,878
150,559
146,085
158,757
159,377
169,791
179,686
181,133
170,729

수출량
(천 톤)
82,452
89,274
111,565
105,151
103,419
103,843
109,948
110,039
103,717
98,215
99,197
106,943
104,400
101,319
113,435
101,195
105,783
105,341
108,519
111,081
117,394
111,559
116,390
144,121
136,764
133,040
157,644
138,069
165,925
164,218
172,575
183,488
182,474
173,583

소비량
(천 톤)
482,825
508,810
531,449
516,536
526,654
549,658
551,450
545,692
547,467
543,525
543,624
563,994
575,783
577,407
580,955
583,957
587,076
602,226
581,474
605,591
616,153
618,852
614,350
636,779
651,005
654,367
691,413
688,299
691,263
700,514
713,126
734,517
740,590
732,344

기말재고량
(천 톤)
178,435
190,882
158,789
134,750
136,584
170,884
161,284
176,731
182,663
163,921
155,786
164,389
197,915
209,294
209,072
206,051
203,297
169,109
135,912
156,427
153,280
133,491
128,475
170,062
204,078
199,211
199,418
179,534
197,703
222,760
244,994
262,988
284,106
279,801

216,960

764,825

183,265

188,082

742,689

297,120

3.53

220,827

769,313

183,266

188,036

746,823

314,840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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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

단수
(톤/ha)
2.15
2.30
2.27
2.27
2.36
2.55
2.44
2.53
2.53
2.45
2.48
2.56
2.70
2.69
2.76
2.71
2.73
2.67
2.67
2.91
2.85
2.81
2.82
3.05
3.05
3.00
3.16
3.06
3.26
3.30
3.30
3.40
3.49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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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재배면적
(천 ha)
130,821
131,738
126,710
126,035
127,232
128,940
132,419
133,065
130,678
135,151
135,001
141,444
136,217
138,908
138,794
137,009
137,045
137,596
141,517
145,243
144,958
149,425
160,809
159,220
158,814
166,501
175,854
183,750
187,999
188,858
188,080
194,895
191,473
191,895

생산량
(천 톤)
478,821
475,259
450,722
400,350
461,517
481,763
492,711
535,646
475,859
559,592
516,694
592,897
574,161
605,816
608,076
591,457
601,716
604,005
627,757
716,881
700,163
715,573
798,689
806,274
834,000
849,471
910,293
898,941
1,027,011
1,057,777
1,015,091
1,127,660
1,078,620
1,123,282

수입량
(천 톤)
53,470
52,484
57,323
66,465
73,603
58,547
63,107
60,289
56,973
68,911
65,702
64,846
63,206
66,556
70,859
74,994
71,546
75,806
76,963
76,035
80,196
90,270
98,287
82,515
90,488
93,436
100,601
99,585
124,766
125,116
139,222
135,577
149,930
162,924

수출량
(천 톤)
55,302
55,077
59,128
68,461
72,176
58,389
62,053
63,263
58,861
66,126
70,422
65,572
63,347
66,938
75,541
76,722
74,579
76,746
77,135
77,659
80,971
93,933
98,917
83,721
96,618
91,557
116,948
95,373
131,407
142,391
120,150
160,610
148,198
181,053

소비량
(천 톤)
417,464
445,481
456,081
450,776
475,330
473,385
494,112
509,125
507,267
538,473
532,036
559,138
573,137
581,273
600,350
609,005
622,446
627,532
649,784
688,887
707,012
726,593
781,318
794,522
832,327
867,606
885,908
881,658
950,558
975,369
1,001,596
1,062,758
1,091,390
1,126,256

기말재고량
(천 톤)
177,678
204,863
197,674
145,252
132,866
141,402
141,055
162,740
129,444
153,348
133,286
166,319
167,202
191,363
194,407
175,131
151,368
126,901
104,702
131,072
123,448
108,765
125,506
136,052
131,595
115,339
123,377
144,872
214,684
279,817
312,384
352,253
341,215
320,112

단수
(톤/ha)
3.66
3.61
3.56
3.18
3.63
3.74
3.72
4.03
3.64
4.14
3.83
4.19
4.22
4.36
4.38
4.32
4.39
4.39
4.44
4.94
4.83
4.79
4.97
5.06
5.25
5.10
5.18
4.89
5.46
5.60
5.40
5.79
5.63
5.85

192,447

1,113,548

169,225

171,186

1,119,754

311,945

5.79

196,076

1,163,212

176,862

182,451

1,154,526

315,042

5.9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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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재배면적
(천 ha)
51,991
51,577
54,054
55,648
58,355
54,413
54,938
56,590
60,254
62,143
61,056
62,423
68,522
71,292
71,872
75,573
79,616
81,577
88,509
93,352
93,036
94,930
91,101
96,569
102,752
103,629
103,145
110,285
112,911
118,737
120,721
119,542
124,211
125,326

생산량
(천 톤)
97,003
98,050
103,650
95,824
107,192
104,279
107,285
117,196
117,569
137,635
124,683
131,932
157,945
159,807
160,298
175,790
184,919
196,827
186,479
215,490
220,778
235,701
219,227
212,230
260,971
264,733
240,832
268,957
283,199
320,589
315,897
348,298
341,744
360,548

수입량
(천 톤)
27,325
29,071
28,143
23,901
26,562
25,546
28,220
30,047
28,178
32,762
32,462
35,631
38,164
38,550
45,522
53,089
54,357
62,885
54,037
63,564
64,100
69,042
78,621
77,870
87,511
89,746
94,651
97,212
113,163
124,242
133,475
144,270
153,229
144,614

수출량
(천 톤)
26,061
28,552
30,114
23,473
27,350
25,392
28,098
29,296
27,729
32,052
31,656
36,364
39,320
37,929
45,708
53,704
52,745
61,156
55,936
64,827
63,637
70,910
78,702
76,707
92,063
91,575
91,774
100,378
112,737
126,227
132,232
146,934
153,076
148,412

소비량
(천 톤)
92,635
102,119
101,095
97,612
104,130
104,605
109,244
115,863
120,789
132,408
131,671
134,238
145,300
158,707
158,761
171,006
183,678
190,784
189,043
204,661
215,833
224,378
229,610
222,412
239,160
252,507
259,253
265,154
277,889
303,735
316,002
330,991
337,766
342,618

기말재고량
(천 톤)
23,602
20,052
20,636
19,276
21,550
21,389
19,470
21,554
18,783
24,720
18,538
15,499
26,988
28,709
30,060
34,229
37,082
44,854
40,391
49,957
55,365
64,820
54,356
45,337
62,596
72,993
57,449
58,086
63,822
78,691
79,829
94,472
98,603
112,735

122,677

337,137

157,621

159,411

348,411

99,671

2.75

126,896

362,520

158,023

161,580

363,559

95,075

2.86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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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톤/ha)
1.87
1.90
1.92
1.72
1.84
1.92
1.95
2.07
1.95
2.22
2.04
2.11
2.31
2.24
2.23
2.33
2.32
2.41
2.11
2.31
2.37
2.48
2.41
2.20
2.54
2.56
2.34
2.44
2.51
2.70
2.62
2.91
2.75
2.88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 대두박
▢ 아르헨티나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3,489
3,891
4,291
4,785
4,965
5,550
6,165
6,800
7,000
6,950
8,200
8,867
10,357
13,468
13,712
13,718
16,559
18,663
19,761
21,601
25,012
26,061
27,071
24,363
26,624
29,312
27,945
26,089
27,892
30,928
33,211
33,280
28,400
31,200

수입량
(천 톤)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5
0
0
2
0
1
1
3
4
2
0
0
0
0
1
0
0
1
27

수출량
(천 톤)
3,155
3,467
4,050
4,863
4,004
5,574
6,191
6,090
6,287
6,600
8,277
8,876
9,235
13,423
13,309
13,730
16,586
18,468
19,221
20,650
24,222
25,625
26,816
24,025
24,914
27,615
26,043
23,667
24,972
28,575
30,333
31,323
26,265
28,832

소비량
(천 톤)
226
227
224
225
221
221
223
238
245
265
265
270
275
325
335
325
325
365
425
500
535
594
640
730
830
1,000
1,450
1,850
2,100
2,402
2,672
2,853
2,996
3,127

기말재고량
(천 톤)
410
607
624
321
1,061
816
567
1,039
1,507
1,592
1,250
971
1,819
1,539
1,607
1,275
923
753
870
1,321
1,577
1,420
1,038
650
1,532
2,229
2,681
3,253
4,073
4,025
4,231
3,335
2,475
1,743

31,350

0

28,000

3,280

1,813

33,050

0

29,650

3,400

1,81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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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9,686
11,281
10,129
11,362
12,311
11,135
11,728
12,205
14,491
15,837
17,096
15,728
15,729
16,651
16,478
17,725
19,407
21,449
22,450
22,740
21,920
24,110
24,890
24,700
26,120
28,160
29,510
27,310
28,540
31,300
30,750
31,280
34,300
32,960

수입량
(천 톤)
0
0
0
0
0
0
0
0
0
0
100
192
244
69
98
184
342
350
282
252
195
167
180
83
86
58
30
32
26
18
25
35
19
22

수출량
(천 톤)
7,383
8,367
7,347
8,679
9,430
8,201
8,704
8,009
10,661
10,445
12,226
10,557
9,587
9,813
9,950
10,673
11,862
13,657
14,792
14,256
12,895
12,715
12,138
13,109
12,985
13,987
14,678
13,242
13,948
14,290
15,407
13,762
16,032
16,093

소비량
(천 톤)
2,412
2,705
2,337
2,603
2,871
2,883
3,247
3,885
4,122
4,927
5,364
5,365
6,360
6,665
7,086
7,063
7,580
8,055
7,696
8,960
9,328
10,718
12,257
12,800
13,200
13,400
14,000
14,800
15,100
15,700
16,470
16,943
17,311
17,645

기말재고량
(천 톤)
612
821
1,266
1,346
1,356
1,407
1,184
1,495
1,203
1,668
1,274
1,272
1,298
1,540
1,080
1,253
1,560
1,647
1,891
1,667
1,559
2,403
3,078
1,952
1,973
2,804
3,666
2,966
2,484
3,812
2,710
3,320
4,296
3,540

34,350

25

17,250

18,085

2,580

34,900

25

16,300

18,505

2,70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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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22,635
25,182
25,455
22,628
25,146
25,696
27,062
27,546
27,682
30,182
29,508
31,035
34,633
34,285
34,102
35,730
36,552
34,649
32,953
36,936
37,416
39,037
38,359
35,473
37,836
35,608
37,217
36,174
36,909
40,880
40,525
40,630
44,657
44,283

수입량
(천 톤)
0
0
0
16
33
45
63
86
68
64
91
108
60
101
65
50
134
157
259
134
128
142
128
80
145
163
196
222
347
302
358
313
438
620

수출량
(천 톤)
5,476
6,618
6,191
4,937
4,914
5,110
6,442
5,804
4,972
6,205
5,524
6,451
8,722
6,979
6,912
7,335
7,271
5,728
4,690
6,659
7,301
7,987
8,384
7,708
10,125
8,238
8,845
10,111
10,504
11,891
10,843
10,505
12,717
12,191

소비량
(천 톤)
17,318
18,539
19,342
17,689
20,133
20,661
20,733
21,851
22,828
23,974
24,085
24,694
25,964
27,305
27,289
28,363
29,545
29,096
28,531
30,446
30,114
31,166
30,147
27,899
27,795
27,489
28,614
26,308
26,774
29,282
30,037
30,314
32,237
32,851

기말재고량
(천 톤)
192
217
139
157
289
259
209
186
136
203
193
191
198
300
266
348
218
200
191
156
285
311
267
213
274
318
272
249
227
236
239
363
504
365

45,924

544

12,202

34,291

340

46,244

363

12,020

34,564

36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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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712
628
600
1,100
1,285
1,890
1,785
2,250
2,880
2,200
3,200
2,920
3,800
4,295
3,520
3,600
3,520
2,720
4,480
4,000
5,680
5,200
6,640
6,480
6,240
7,480
8,240
8,640
6,960
6,160
4,400
7,200
6,160
7,680

수입량
(천 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14
3
2
13
3
3
5
8
7
8
7
7
7
7
46
11
11
49

수출량
(천 톤)
450
450
360
890
950
1,420
1,180
2,005
2,200
1,580
2,600
2,450
2,600
2,800
2,571
2,097
2,175
1,295
3,272
2,573
5,035
4,433
5,856
4,217
3,527
5,169
4,877
4,943
3,252
1,521
409
2,019
1,863
2,184

소비량
(천 톤)
262
178
240
210
335
470
605
245
680
620
490
580
1,200
1,325
1,090
1,305
1,260
1,575
1,270
1,290
835
805
810
1,920
2,540
2,775
3,320
3,530
3,640
4,500
4,460
4,675
4,740
5,280

6,640

50

1,450

5,490

230

7,520

50

1,870

5,790

14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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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고량
(천 톤)
0
0
0
0
0
0
0
0
0
0
110
0
0
170
29
234
333
186
126
276
89
54
33
384
564
108
158
332
407
553
130
647
215
480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 유럽연합
연도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11,407
13,310
14,243
13,123
11,221
11,408
10,904
11,693
11,808
10,223
9,950
9,741
9,164
10,033
10,349
11,416
11,811
11,376
11,811
12,324

수입량
(천 톤)
18,012
17,776
20,011
20,633
22,128
22,019
22,947
22,362
24,619
21,153
20,879
21,877
20,872
16,941
18,140
19,623
19,213
18,794
18,354
18,756

수출량
(천 톤)
177
253
332
346
399
533
714
544
422
464
471
609
884
536
296
362
304
334
395
374

소비량
(천 톤)
29,419
30,910
33,657
33,594
32,982
32,893
33,126
33,525
35,432
31,836
30,359
30,842
29,342
26,742
28,042
30,142
30,642
30,242
30,092
30,442

기말재고량
(천 톤)
886
809
1,074
890
858
859
870
856
1,429
505
504
671
481
177
328
863
941
535
213
477

12,482

18,500

300

30,792

367

12,403

18,750

300

30,942

27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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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유
▢ 아르헨티나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734
831
934
1,028
1,080
1,179
1,329
1,491
1,539
1,553
1,896
1,966
2,281
3,141
3,121
3,190
3,876
4,394
4,729
5,128
5,998
6,424
6,627
5,914
6,476
7,181
6,839
6,364
6,785
7,687
8,433
8,395
7,236
7,910

수입량
(천 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3
9
22
0
0
0
0

수출량
(천 톤)
636
732
852
882
994
1,122
918
1,122
1,395
1,427
1,590
1,993
1,966
3,111
2,843
3,080
3,630
3,920
4,238
4,757
5,597
5,970
5,789
4,704
4,453
4,561
3,794
4,244
4,087
5,094
5,698
5,387
4,164
5,261

7,950

0

8,385

0

소비량
(천 톤)
80
76
87
91
96
101
106
120
136
149
175
204
213
224
236
247
327
387
394
396
397
459
1,026
1,420
1,915
2,520
3,020
2,245
2,844
2,401
2,840
2,985
3,081
2,574

기말재고량
(천 톤)
137
160
155
210
200
156
461
710
718
695
826
595
697
503
545
408
327
414
511
486
490
485
297
87
195
295
320
288
151
365
260
283
274
349

5,600

2,389

310

6,000

2,400

295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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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2,348
2,726
2,440
2,736
2,983
2,669
2,816
2,908
3,468
3,776
4,081
3,736
3,728
3,960
3,943
4,333
4,700
5,205
5,560
5,630
5,430
5,970
6,160
6,120
6,470
6,970
7,310
6,760
7,074
7,759
7,627
7,755
8,485
8,180

수입량
(천 톤)
122
114
69
41
5
18
65
82
379
125
149
130
245
228
147
69
146
85
26
3
28
4
67
6
37
0
0
6
0
11
63
60
45
24

수출량
(천 톤)
452
949
608
696
866
685
660
689
1,345
1,460
1,600
1,273
1,184
1,441
1,137
1,533
1,775
2,394
2,718
2,414
2,466
2,462
2,388
1,909
1,449
1,668
1,885
1,251
1,378
1,510
1,550
1,241
1,511
1,079

소비량
(천 톤)
1,919
1,902
1,944
2,195
1,991
2,075
2,156
2,350
2,418
2,500
2,665
2,646
2,753
2,741
2,931
2,932
2,935
2,895
2,959
3,091
3,091
3,395
3,955
4,275
4,980
5,205
5,390
5,534
5,705
6,215
6,288
6,570
6,940
7,165

기말재고량
(천 톤)
346
335
292
178
309
236
301
252
336
277
242
189
225
231
253
190
326
327
236
364
265
382
266
208
286
383
418
399
390
435
287
291
370
330

8,500

60

1,025

7,450

415

8,640

30

1,050

7,600

435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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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5,269
5,798
5,885
5,324
5,898
6,082
6,507
6,250
6,328
7,082
6,913
7,145
8,229
8,202
8,085
8,355
8,572
8,360
7,748
8,782
9,248
9,294
9,335
8,503
8,897
8,568
8,954
8,990
9,131
9,706
9,956
10,035
10,783
10,976

수입량
(천 톤)
4
7
88
62
10
8
0
5
31
8
43
24
27
38
37
33
21
21
139
12
16
17
30
41
47
72
68
89
75
120
130
145
152
180

수출량
(천 톤)
570
538
850
754
614
366
746
663
695
1,217
450
922
1,397
1,076
624
636
1,143
1,027
425
600
523
851
1,320
995
1,524
1,466
664
981
852
914
1,017
1,159
1,108
880

소비량
(천 톤)
4,560
4,915
4,956
4,803
5,480
5,506
5,555
5,903
5,869
5,857
6,108
6,471
6,922
7,101
7,284
7,401
7,635
7,748
7,650
7,911
8,147
8,426
8,317
7,378
7,173
7,506
8,396
8,522
8,577
8,599
9,145
9,010
9,698
10,376

기말재고량
(천 톤)
430
782
949
778
592
810
1,016
705
500
516
914
690
627
690
904
1,255
1,070
676
488
771
1,365
1,399
1,127
1,298
1,545
1,213
1,175
751
528
841
765
776
905
805

11,201

159

1,293

9,956

916

11,356

181

1,089

10,432

932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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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160
142
132
247
290
425
400
500
650
495
712
657
859
972
792
810
792
612
1,008
900
1,278
1,170
1,494
1,458
1,404
1,683
1,854
1,944
1,566
1,386
990
1,620
1,386
1,730

수입량
(천 톤)
256
363
419
30
30
20
65
42
41
60
60
49
236
833
587
1,085
1,215
1,159
689
1,554
1,453
1,249
621
892
1,354
817
1,190
1,081
1,804
2,815
4,269
3,534
2,984
3,000

1,495
1,692

수출량
(천 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4
5
5
11
13
8
16
2
1
0
10
0
1
3
3
1
7
8

소비량
(천 톤)
466
445
621
407
340
445
425
562
711
555
772
706
1,095
1,805
1,300
1,750
2,000
1,850
1,700
2,400
2,650
2,450
2,100
2,300
2,750
2,550
2,900
3,000
3,350
4,100
5,250
5,150
4,670
4,750

기말재고량
(천 톤)
160
220
150
20
0
0
40
20
0
0
0
0
0
0
79
205
208
124
116
159
227
188
187
235
242
192
326
351
370
468
474
477
170
142

3,350

8

4,857

122

3,236

8

4,900

142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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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연도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2,567
3,033
3,245
2,990
2,557
2,599
2,512
2,694
2,720
2,350
2,290
2,343
2,204
2,413
2,489
2,746
2,841
2,736
2,841
2,964

수입량
(천 톤)
84
29
62
30
67
182
719
978
1,038
795
547
906
386
322
329
253
325
285
284
416

수출량
(천 톤)
954
889
894
711
557
526
273
244
335
398
386
463
742
1,011
766
1,010
915
819
902
788

소비량
(천 톤)
1,702
2,186
2,336
2,345
2,142
2,214
2,925
3,412
3,205
2,797
2,760
2,400
2,050
1,850
1,990
2,040
2,285
2,215
2,225
2,455

기말재고량
(천 톤)
227
214
291
255
180
221
254
270
488
438
129
515
313
187
249
198
164
151
149
286

3,002

425

800

2,465

448

2,983

415

825

2,605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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