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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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 톤, %)

구분

1995/96

2000/01

2005/06

2010/11

2015/16

2019/2020

2020/21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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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yun0131@krei.re.kr
1) 곡물 전체는 밀, 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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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품목별 수급 동향
세계 쌀 생산량 및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쌀 재고
율은 30% 후반 대를 유지해오다 2000년대 중후반 20%대까지 하락하였으나, 2010
년대 후반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2020/21년 9월 생산량 5억 톤, 소비량 4억
9,400만 톤, 재고율 37.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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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기준 생산량 7억 7,000만 톤, 소비량 7억 4,700만 톤, 재고율 42.8%로 예
상하고 있다.
세계 옥수수 재고율은 2000년대 중반 10%대로 급감하였다가 최근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1년 9월 생산량 11억 6,200만 톤,
소비량 11억 5,800만 톤, 재고율 26.5%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 대두 재고율은 과거 20% 초반을 유지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1년 9월 생산량 3억 7,000만 톤, 소비량 3억
6,900만 톤, 재고율 25.4%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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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전망)

생산량

369

399

418

452

477

496

500

소비량

366

394

412

444

468

489

494

재고율

32.2

37.3

18.5

23.0

30.5

37.2

37.4

생산량

537

537

583

619

650

736

770

소비량

544

544

584

616

653

708

747

재고율

28.7

35.3

24.9

30.7

34.9

40.5

42.8

생산량

517

591

700

849

1,015

1,113

1,162

소비량

532

609

707

868

1,002

1,121

1,158

재고율

25.1

28.8

17.5

13.3

31.2

27.6

26.5

생산량

125

176

221

265

315

337

370

소비량

132

171

216

253

316

352

369

재고율

14.1

20.0

25.7

28.9

24.8

27.3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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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020/21년 시즌 글로벌 재고량 증가로 하락하였고, 9월은 주요 생산
국의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옥수수는 8월 2020/21년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 전망과 주요 재배지의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개선으로 하락하였고, 9월은 중국으로의 수출 소식으로 상승
하였다.
대두는 8월과 9월 중국의 지속적인 구매 소식으로 상승하였다<그림 2, 표 3>.
곡물 현물가격의 추이를 보면, 최근 밀, 옥수수, 대두 모두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 4, 5>. 최근 쌀 현물가격 태국 장립종 쌀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6, 표 4>.
<그림 2>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선물가격 동향(2008.1~2020.09)
(단위: 달러/톤)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08/1

09/1

10/1

11/1

12/1

13/1

14/1

15/1

16/1

17/1

18/1

19/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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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tember and ERS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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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곡물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1)

밀

2)

옥수수
2)

대두

2019.09

2020.08

2020.09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170

179

145

160

167

5.0

15.5

4.8

143

150

148

128

145

4.9

-1.5

14.1

354

324

326

331

367

-8.6

12.5

11.0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0년 9월 가격은 1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0년 9월 가격은 1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USDA AMS September and ERS September

<그림 3> 밀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8.01-2020.09)

<그림 4> 옥수수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8.01-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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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밀 현물은 US HRW Gulf
자료: USDA AMS September and ERS September,
자료: USDA AMS September and ERS September,
IGC Market Data
IGC Market Data

<그림 5> 대두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08.01-2020.09)

주 1: 대두 선물은 Chicago 1등급
2: 대두 현물은 US 2Y Gulf
자료: USDA AMS September and ERS September,
IGC Marke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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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쌀 월별 현물 가격 동향
(2008.01-2020.09)

주 1: 태국 100% 장립종 B등급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자료: USDA Rice Outlook 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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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곡물 현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2019.09 2020.08 2020.09
밀1)

전년 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 대비

228

234

203

224

244

2.2

20.5

9.1

169

174

162

167

181

2.8

11.8

7.9

378

338

336

371

399

-10.4

18.8

7.5

태국

418

399

418

492

500

-4.7

19.6

1.6

캘리포니아

868

866

825

905

905

-0.2

9.7

0.0

2)

옥수수
2)

대두
쌀3)

증감률(%)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0년 9월 가격은 11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0년 9월 가격은 11일까지의 평균가격임.
3: 쌀의 곡물연도는 8-7월이며, 2020년 9월 가격은 11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IGC Market Data September 2020, USDA Rice Outlook 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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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

2)

잠잠하던 곡물 선물가격이 8월 중순부터 급격히 치솟기 시작했으며, 대두 가격은 2년래
최고치를 찍었다. 수급 상의 강세 요인이 곡물 시장을 상승세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내에서는 곡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내수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미
국산 곡물의 구매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한다는 명목도 있지
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에서 회복되면서 사료용 곡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중국의 곡물 수입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올해 옥수수, 대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가격의 상승세를
제어해왔으나, 8월 10일과 11일 초강력 폭풍으로 인해 중서부 주요 산지가 큰 피해를 입
었다. 최근 들어 가뭄 현상도 심해져 기대 이하의 생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 내 주요 국가들의 곡물 작황 부진 역시 곡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연밀 생산량이 지난 시즌 대비 25% 감소하고
수출량도 5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유럽 내에서 거래되는 제분용 밀 가격도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 그 밖의 주요 생산국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어 밀 가격의 상승세는 다소 제한을 받고 있으나, 옥수수, 대두와 더불어 불안한 모
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어 시장 불
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올해 가을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주요 곡물 생산국 가운데 일부 지역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
(NOAA)은 물론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는 9월과 11월 사이에 라니냐 현상의 발생 가능
성이 높다고 밝혔다,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동남아에서 남미에 이르기까지 주요 곡물 산지가 가뭄과 홍수
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격도 폭등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2011년 라니냐
현상 발생으로 농산물 생산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식
량가격지수는 2009년 대비 37%까지 치솟은 바 있음을 상기하면, 이 같은 경고는 예사롭
지 않다. 계속해서 기상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 agsco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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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들을 상기하면서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FAO)가 제시하는 수급 자료들을 통해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다루되, 주요 국가
의 품목별 수급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농무부가 9월 11일에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와 각종 뉴스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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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했다. USDA는 27억 3,000만 톤으로 2.4%, IGC는 27억
3,500만 톤으로 2.1%, FAO 27억 6,500만 톤으로 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USDA는 35억 4,900만 톤으로 2.1%, IGC는 35억 3,400만 톤으로 1.7%, FAO
는 36억 4,600만 톤으로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USDA는 27억 800만 톤으
로 2.0%, IGC는 27억 2,300만 톤으로 1.8%, FAO는 27억 4,600만 톤으로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USDA는 4억 5,800만 톤으로 4.1%, IGC는 4억 4,000만 톤으로 1.6%, FAO는 4억
4,100만 톤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요량 대비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USDA는 8억 4,200만 톤으로 2.8%, IGC는 8억 1,100만 톤으로
1.5%, FAO는 8억 9,600만 톤으로 1.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는 31.1%로 2019/20년 대비 0.3%p 상승함에 반해, FAO
32.6%, IGC 29.8%로 2019/20년 대비 각각 0.2%p, 0.1%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
다.

1) 곡물 전체는 쌀, 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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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9/20 2020/21 전년
(추정)
(9월 전망) 대비

2019/20 2020/21 전년
(추정)
(8월 전망) 대비

2019/20 2020/21 전년
(추정)
(9월 전망) 대비

생산량

2,667

2,730

2.4

2,678

2,735

2.1

2,706

2,765

2.2

공급량

3,475

3,549

2.1

3,475

3,534

1.7

3,574

3,646

2.0

소비량

2,656

2,708

2.0

2,676

2,723

1.8

2,683

2,746

2.3

교역량

440

458

4.1

433

440

1.6

434

441

1.6

기말재고량

819

842

2.8

799

811

1.5

881

896

1.7

기말재고율

30.8

31.1

29.9

29.8

32.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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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쌀
2.1 세계 수급
기관별로 세계 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FAO 모두 2019/20년 대
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USDA는 5억 톤으로 0.8%, IGC는 5억 500
만 톤으로 1.6%, FAO는 5억 900만 톤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 재
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USDA는 6억 8,200만 톤으로 1.3%, IGC는 6억 8,200만 톤으로 1.5%, FAO는 6억
9,200만 톤으로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USDA는 4억 9,600만 톤으
로 1.0%, IGC는 5억 톤으로 1.0%, FAO는 5억 1,100만 톤으로 1.8% 증가할 것으
로 내다봤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USDA는
4,500만 톤으로 7.1%, IGC는 4,500만 톤으로 7.1%, FAO는 4,700만 톤으로 6.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USDA와 IGC의 경우 수요량 대비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USDA는 1억 8,500만 톤으로 1.6%,
IGC는 1억 8,100만 톤으로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FAO는 공급량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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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비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이 1억 8,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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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로 2019/20년 대비 0.4%p 상승함에 반해, FAO는
35.4%로 2019/20년 대비 1.1%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 2> 세계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2019/20
(추정)

IGC

2020/21 전년
(9월 전망) 대비

2019/20
(추정)

FAO-AMIS

2020/21 전년
(8월 전망) 대비

2019/20
(추정)

2020/21
(9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496

500

0.8

497

505

1.6

501

509

1.6

공급량

673

682

1.3

672

682

1.5

685

692

1.0

소비량

491

496

1.0

495

500

1.0

502

511

1.8

교역량

42

45

7.1

42

45

7.1

44

47

6.8

기말 재고량

182

185

1.6

177

181

2.3

183

181

-1.1

기말 재고율

37.1

37.3

35.8

36.2

36.5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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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국가별 수급2)
2.2.1 수출 시장
8월 몬순 강우량이 평균 대비 24% 증가해 쌀 생산에 도움을 줘 인도의 쌀 생산
량은 1억 1,9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7만 톤, 2018/19년 대비 252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가 수매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쌀 생산 면적은
4,450만 ha로 전년 대비 72만 ha 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4.06톤에서
4.01톤으로 줄어들겠다. 소비량은 1억 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87만 톤,
2018/19넌 대비 484만 톤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 대비 수출 가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
국들의 인도산 쌀 수입 확대로 인해 수출량은 1,2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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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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톤, 2018/19년 대비 15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과 수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증가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3,800만 톤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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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생산 면적은 1,030만 ha로 2019/20년 대비 41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
량 또한 ha 당 2.71톤에서 2.74톤으로 늘겠다. 소비량은 2016/17년에 1,200만 톤
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1,150만 톤으로 2019/20년 및
2018/19년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 역시 2016/17년 1,162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바트화
강세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 2020/21년에는 7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
대비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42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30만 톤 감소하겠다.
베트남의 쌀 생산량은 2014/15년에 2,817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
며, 2020/21년에는 2,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만 톤, 2018/19년 대비 34
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740만 ha로 2019/20년 대비 7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5.82톤에서 5.84톤으로 늘겠다. 소비량은
2015/16년 2,25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2,120
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과는 같을 전망이다.
수출량도 2011/12년에는 772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6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만 톤, 2018/19년 대비 2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유럽연합과의 FTA 발효로 유럽으로의 쌀 수출
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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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이며,
2018/19년 대비해서는 2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8/19년 449만 톤까지 늘었으나, 2020/21년에는 430만 톤으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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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겠다. 기말 재고량은 8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0만 톤 감소하겠다.
미얀마의 쌀 생산량은 2018/19년 1,320만 톤까지 증가했으나 2019/20년 1,270
만 톤으로 떨어졌으며, 2020/21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1,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705만 ha로 2019/20년 대비 15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
당 수확량은 ha 당 2.88톤으로 2019/20년과 같겠다. 소비량은 1,060만 톤으로 역
대 최고인 2009/10년의 1,089만 톤에 근접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5만 톤,
2018/19년 대비 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6/17년에 335만 톤까지 늘었으나, 2020/21년에는 220만 톤에 그
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더 늘어나,
기말 재고량은 13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1만 톤, 2018/19년 대비 27만 톤
증가하겠다.
<표 3> 수출 시장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인도

119.00 (▲0.57/▲2.52) 104.00 (▲1.87/▲4.84) 12.00 (▲1.20/▲1.58) 38.00 (▲3.00/▲8.50)

태국

18.60 (▲0.94/▼1.74)

11.50 (0.00/0.00)

7.50 (▲1.00/▼0.06) 4.24 (▼0.20/▼0.30)

베트남

27.00 (▼0.15/▼0.34)

21.20 (▲0.10/0.00)

6.30 (▼0.30/▼0.28) 0.85 (▼0.10/▼0.25)

파키스탄 7.50 (▲0.30/▲0.20)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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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 (▲0.30/▼0.20) 10.60 (▲0.15/▲0.35)

2.20 (0.00/▼0.50)

1.34 (▲0.21/▲0.27)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4 SEP., 2020.

2.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쌀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227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
은 6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36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5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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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는 홍수 사태로 인해 쌀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
나 2019/20년과 같은 504만 톤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유지하겠으며, 2018/19년
대비해서는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350만 ha로 2019/20년
과 같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29톤으로 변동 없을 전망이다.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쌀 소비국인 나이지리아의 쌀 소비량은 2018/19년 680
만 톤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해 2020/21년에는 64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해서도 15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수입량은 2011/12년 320
만 톤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20/21년에는 120만 톤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20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70만 톤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쌀 생산량은 199만 톤에 머무르는 반면, 소비량은 41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량은 235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5만 톤, 2018/19
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2008/09년 3,831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
으나, 2020/21년에는 3,49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0만 톤, 2018/19년 대비
7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도 2013/14년 3,850만 톤까지 오른 후 줄
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3,5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9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둔화와 코로나바이러스 사
태로 인한 제한 조치로 인해 2020/21년 쌀 수입량은 5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
된다.
필리핀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 1,224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
며, 2020/21년에는 1,1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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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했으나, 2020/21
년에는 3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수매 정책을 통해 쌀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2020/21년 쌀 생산량은 1억
4,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7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4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1억 4,63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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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해, 2019/20년 대비 127만 톤, 2018/19년 대비 33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반면 수입량은 2017/18년 550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어 2020/21년에는
2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1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쌀 생산량은 19만 톤으로 미미한 가운데 소비량은 9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만 톤, 2018/19년 대비 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
은 2016/17년 87만 톤까지 오른 이후 줄어 2020/21년에는 8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1만 톤, 2018/19년 대비 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쌀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1,000만 톤을 넘었으나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20/21년에는 765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4만 톤 증가함에 반
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 시장 쌀 가격이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농가의 생산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1,000만 톤을 넘었던 소비량도 계속해서 줄어 2020/21
년에는 825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5만 톤, 2018/19년 대비 15만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추세와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 산업에서의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1999년 쌀 수입 관세화 이후 수입량은 70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69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의 쌀 생산량은 1980년대까지 600만 톤을 기록했으나 계속해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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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
로 예상된다.

17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표 4> 수입 시장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27 (▼0.07/▲0.26)

6.00 (▲0.20/▲0.10)

3.65 (▲0.25/▼0.26)

0.76 (▼0.09/▼0.15)

나이지리아

5.04 (0.00/▲0.50)

6.40 (▼0.15/▼0.40)

1.20 (▲0.20/▼0.70)

0.55 (▼0.16/▼0.67)

유럽연합

1.99 (▲0.01/▲0.02)

4.10 (▲0.10/▲0.30)

2.35 (▲0.05/▲0.20)

1.10 (▼0.07/▼0.09)

인도네시아 34.90 (▲0.90/▲0.70) 35.40 (▼0.10/▼0.90)

0.50 (▼0.05/▼0.10)

3.11 (0.00/▼0.95)

3.00 (▲0.55/▼0.60)

3.20 (▼0.40/▼0.32)

147.00 (▲0.27/▼1.49) 146.30 (▲1.27/▲3.38) 2.20 (▼0.20/▼1.00)

116.50 (0.00/▲1.50)

필리핀
중국

11.00 (▼0.93/▼0.73) 14.40 (▲0.10/▲0.30)

멕시코

0.19 (▲0.02/0.00)

0.95 (▲0.02/▲0.03)

0.80 (▲0.01/▲0.06)

0.19 (▲0.04/▲0.05)

일본

7.65 (▲0.04/▼0.01)

8.25 (▼0.05/▼0.15)

0.69 (0.00/▲0.06)

1.98 (▲0.01/▼0.07)

한국

3.86 (▲0.12/▼0.01)

4.00 (▼0.10/▼0.57)

0.45 (▼0.03/▲0.16)

1.41 (▲0.25/▲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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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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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에 대해서는 USDA가 7억 7,100만 톤으로 0.9%, IGC가 7억 6,300만
톤으로 0.1% 증가함에 반해, FAO는 7억 6,100만 톤으로 0.1% 감소할 것으로 예
상한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19/20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USDA는 10억 7,000만 톤으로 2.1%, IGC는 10억
4,300만 톤으로 1.9%, FAO는 10억 3,700만 톤으로 0.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
다.
소비량의 경우, USDA는 7억 5,100만 톤으로 0.4%, IGC는 7억 4,900만 톤으로
0.5%, FAO는 7억 5,600만 톤으로 0.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의 경우,
2019/20년 대비 USDA는 1억 8,900만 톤으로 1.0%, IGC는 1억 8,100만 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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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에 반해, FAO는 1억 8,200만 톤으로 0.6% 늘어날 것
으로 예상했다.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 3억 1,900만
톤으로 6.3%, IGC는 2억 9,400만 톤으로 5.4%, FAO는 2억 8,200만 톤으로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 42.5%, IGC 39.3%, FAO
37.3%로 2019/20년 대비 각각 2.4%p, 1.8%p, 0.5%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 5>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IGC

2019/20 2020/21 전년 2019/20
(추정)
(9월 전망) 대비 (추정)

FAO-AMIS

2020/21
(8월 전망)

전년 2019/20 2020/21 전년
대비
(추정) (9월 전망) 대비

생산량

764

771

0.9

762

763

0.1

762

공급량

1,048

1,070

2.1

1,024

1,043

1.9

1,033

1,037

0.4

소비량

748

751

0.4

745

749

0.5

753

756

0.4

교역량

191

189 -1.0

183

181 -1.1

181

182

0.6

기말 재고량

300

319

279

294

277

282

1.8

기말 재고율

40.1

42.5

37.5

39.3

36.8

37.3

6.3

5.4

76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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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국가별 수급
3.2.1 수출 시장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 내 주요 국가들의 밀 생산량이 저조해,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은 1억 3,61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879만 톤, 2018/19년 대비 54
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밀 소비량은 2017/18년에 1억 3,040만
톤까지 늘었으나, 2020/21년에는 1억 1,730만 톤으로 줄었으며, 2019/20년 대비
520만 톤, 2018/19년 대비 37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5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293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
년 대비해서는 21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368만 톤으로
2019/20넌 대비 115만 톤, 2018/19년 대비 234만 톤 감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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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밀 생산량이 2017/18년 8,517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에는 7,8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39만 톤, 2018/19년 대비 63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중부, 볼가 유역 및 시베리아 서부에서의 봄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은 1990년대 초반 5,500만 톤을 넘어섰으나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줄어
2020/21년에는 4,05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50만 톤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7/18년 4,145만 톤까지 올랐으나 이후 줄었으며
2020/21년 3,7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26만 톤, 2018/19년 대비 16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가들의 수입 수요 증가로 러시아산 소맥의 수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
며, 내수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맥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말
재고량은 79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0만 톤, 2018/19년 대비 20만 톤 증가하
겠다.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1990년대 초에 3,000만 톤을 넘어선 바 있으나, 이
후 생산량은 줄어 2020/21년 2,70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217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9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부
밀 산지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으며, 작년 대비 올해 품질은 더 악화되고
생산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량도 1990년 초에 2,800만 톤 가까이 올랐으나 2020/21년에는 860만 톤으
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2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출량은 2019/20년 2,100만 톤까지 올랐으나 2020/21년에는 1,800만 톤으로 301
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9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농업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따른 국내 식량 안보
를 고려해 소맥 수출 가능 물량을 1,750만 톤으로 정해놓았다. 기말 재고량은 162
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7만 톤, 2018/19년 대비 3만 톤 증가하겠다.
역사적으로 낮은 파종 면적과 생산 면적으로 인해 미국의 밀 생산량은 5,001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25만 톤, 2018/19년 대비 1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37톤으로 2019/20년 대비 0.11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0.17톤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량은 3,02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2만 톤, 2018/19년 대비 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65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6만 톤, 2018/19년 대비 104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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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51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22만
톤, 2018/19년 대비 420만 톤 감소하겠다.
캐나다의 밀 생산량은 3,6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3/14년 3,759만
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9/20년 대비 365만 톤, 2018/19년 대비 380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990만 ha로 2019/20년 대비 23만 ha,
2018/19년 대비 2만 ha 증가했다. 소비량은 1,000만 톤으로 2016/17년 1,067만
톤 수준으로 오르면서 2019/20년 대비 74만 톤, 2018/19년 대비 8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5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 2019/20년 대비 37만 톤,
2018/19년 대비 6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64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45만 톤, 2018/19년 대비 59만 톤 증가하겠다.
2016/17년 3,182만 톤을 기록한 이후 지난 수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 저조한 생
산 실적을 기록했던 호주의 올해 밀 생산량은 2020/21년 2,850만 톤으로 회복되
겠으며, 2019/20년 대비 1,330만 톤, 2018/19년 대비 1,09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비가 내려 생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생산 면적
은 1,300만 ha로 2019/20년 대비 280만 ha, 2018/19년 대비 260만 ha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19톤으로 2019/20년 대비 0.7톤,
2018/19년 대비 0.5톤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량도 2018/19년 920만 톤까지 증가
한 이후 2019/20년 840만 톤, 2020/21년 750만 톤으로 줄었다.
수출량은 2011/12년 2,466만 톤까지 오른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
1,9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50만 톤, 2018/19년 대비 999만 톤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과의 마찰로 인해 중국이 호주산 소맥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키로 해 중국으로의 수출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말 재고량은 569
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20만 톤, 2018/19년 대비 25만 톤 증가하겠다.
아르헨티나의 생산 면적은 1982/83년 732만 ha를 기록한 이후 줄어들고 있으
나, 단위당 수확량은 증가하고 있다. 2020/21년 생산 면적은 635만 ha로 2019/20
년 대비 37만 ha 감소한 반면, 2018/19년 대비 30만 ha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뭄 현상이 심해지면서 소맥 작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
고 있다.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07톤으로 2019/20년 대비 0.13톤 증가한 반면,
2018/19년 대비해서는 0.15톤 감소할 전망이다. USDA는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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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5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과는 같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지 분석 기관들은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 전망치를 크
게 줄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는

생산량

전망치를

종전

2,100~2,200만 톤에서 1,800~1,900만 톤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소비량
은 60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5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과는 같을 것
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1,350만 톤으로 2019/20년과는 같겠으나, 2018/19년 대
비해서는 13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64만 톤으로 2019/20
년 대비 5만 톤, 2018/19년 대비 10만 톤 감소하겠다.
<표 6> 수출 시장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136.15 (▼18.79/▼0.54) 117.30 (▼5.20/▼3.75) 25.50 (▼12.93/▲2.19) 13.68 (▼1.15/▼2.34)
러시아

78.00 (▲4.39/▲6.31)

40.50 (▲0.50/0.00)

37.50 (▲3.26/▲1.64)

7.98 (▲0.50/▲0.20)

우크라이나

27.00 (▼2.17/▲1.94)

8.60 (▼0.10/▼0.20)

18.00 (▼3.01/▲1.98)

1.62 (▲0.47/▲0.03)

미국

50.01 (▼2.25/▼1.30)

30.24 (▲0.42/▲0.25) 26.54 (▲0.26/▲1.04) 25.19 (▼3.22/▼4.20)

캐나다

36.00 (▲3.65/▲3.80)

10.00 (▲0.74/▲0.86) 25.00 (▲0.37/▲0.62)

호주
아르헨티나

28.50 (▲13.30/▲10.90) 7.50 (▼0.90/▼1.70)
19.50 (▼0.25/0.00)

6.05 (▼0.25/0.00)

6.48 (▲1.45/▲0.59)

19.00 (▲9.50/▲9.99)

5.69 (▲2.20/▲0.25)

13.50 (0.00/▲1.31)

1.64 (▼0.05/▼0.10)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4 SEP., 2020.

3.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밀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2,218만 톤으로 2019/20년과는 같
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4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3,9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6만 톤, 2018/19년 대비 170만 톤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82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9만 톤, 2018/19년 대비
10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프리카의 밀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1,67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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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만 톤, 2018/19년 대비 42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69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0만 톤, 2018/19년 대비 8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수입량은 2,9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2만 톤, 2018/19년 대비 26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0년 동안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아 모로코, 알제리 및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의 곡물 생산량은 저조해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다. 이집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한 선제
적인 조치로 식량의 안정적인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
다.
동남아시아의 밀 수급과 관련하여, 소비량은 2,47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만 톤, 2018/19년 대비 6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635만 톤
으로 2019/20년 대비 52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만 톤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20년 동남
아시아 국가들의 곡물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밀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은 1억 3,600만 톤으로 역대 최고에 이르겠
으며, 2019/20년 대비 241만 톤, 2018/19년 대비 45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소비량은 1억 3,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0만 톤, 2018/19년 대비 500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62만 톤,
2018/19년 대비 38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밀 생산 면적은 3,145만 ha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42톤으로 2019/20년 대비 0.11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0.05톤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수매 가격이 높아 인도 농가들이 밀 생산을 늘림에 따라 2020/21년 인도의
밀 생산량은 1억 759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399만
톤, 2018/19년 대비 77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도 역대 최고인
9,9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39만 톤, 2018/19년 대비 387만 톤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생산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입량은 극히 적어 2020/21년에는 3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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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입 시장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서남아시아

22.18 (0.00/▲4.30)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39.40 (▲0.96/▲1.70) 18.25 (▲0.59/▲1.02)

12.90 (▲0.36/▲0.99)

북아프리카 16.78 (▼1.62/▼4.22)

46.95 (▲0.70/▲0.85) 29.60 (▲2.02/▲2.64)

12.67 (▼1.56/▼2.86)

동남아시아

24.74 (▼0.15/▼0.60) 26.35 (▲0.52/▼0.02)

5.79 (▲0.54/▲0.35)

0.00 (0.00/0.00)

중국

136.00 (▲2.41/▲4.57) 130.00 (▲4.00/▲5.00) 7.00 (▲1.62/▲3.85) 163.68 (▲12.00/▲23.91)

인도

107.59 (▲3.99/▲7.72) 99.50 (▲3.39/▲3.87)

0.03 (▲0.01/▲0.01)

31.11 (▲7.12/▲14.12)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4 SEP., 2020.

4. 옥수수
4.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2020/21년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세 기관 모두 2019/20년 대비 생
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USDA는 11억 6,200만 톤으로 4.4%, IGC는 11억
6,700만 톤으로 4.1%, FAO는 11억 8,200만 톤으로 3.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
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USDA는 14억 7,200만 톤으로 2.7%, IGC는 14억 6,700만 톤으로 1.5%,
FAO는 15억 4,500만 톤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USDA는 11억 6,500만 톤으
로 3.7%, IGC는 11억 7,800만 톤으로 2.9%, FAO는 11억 7,400만 톤으로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USDA는 1억 8,600만 톤
으로 9.4%, IGC는 1억 7,700만 톤으로 2.9%, FAO는 1억 7,400만 톤으로 0.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는 3억 700만 톤, IGC는 2억 8,8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각각 0.7%,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FAO는 3억 6,600
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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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재고율과 관련해서는 세 기관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USDA는
26.4%, IGC는 24.5%, FAO는 31.2%로, 2019/20년 대비 각각 1.1%p, 1.7%p,
0.8%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 8>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IGC

2019/20 2020/21
(추정) (9월 전망)

전년 2019/20
대비 (추정)

FAO-AMIS

2020/21
(8월 전망)

전년
대비

2019/20 2020/21
(추정) (9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1,113

1,162

4.4

1,121

1,167

4.1

1,138

1,182

3.9

공급량

1,434

1,472

2.7

1,445

1,467

1.5

1,499

1,545

3.1

소비량

1,124

1,165

3.7

1,145

1,178

2.9

1,132

1,174

3.7

교역량

170

186

9.4

172

177

2.9

173

174

0.6

기말 재고량

309

307 -0.7

300

288

-4.0

362

366

1.1

기말 재고율

27.5

26.4

26.2

24.5

32.0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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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국가별 수급
4.2.1 수출 시장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3억 7,847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3,258만 톤, 2018/19년 대비 1,42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다만 8월 중순 초강력 폭풍이 미 중서부 주요 산지를 강타했으며, 아이오와 주
를 중심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어 생산 전망치가 다소 낮아졌다.
생산 면적이 3,378만 ha로 2019/20년 대비 87만 ha 늘어나겠으며, 단위당 수
확량도 ha 당 10.51톤에서 11.20톤으로 증가하겠다. 예상 밖으로 옥수수 파종 면
적이 크게 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옥수수 작황 상태가 좋아 대풍작이 예상된다.
소비량도 3억 1,370만 톤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2019/20년 대비 1,231만 톤,
2018/19년 대비 3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7/18년 6,192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에
는 5,90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423만 톤, 2018/19년 대비 658만 톤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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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인해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구매는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되나, 미․중 사이의 불확실성 상존, 국제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수
출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량 및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
급량이 더 크게 증가해 기말 재고량은 6,357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34만 톤,
2018/19년 대비 716만 톤 증가하겠으며, 미국 내 옥수수 재고는 3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은 1억 1,0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800만 톤, 2018/19년 대비 9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
산 면적은 1,950만 ha로 2019/20년 대비 100만 ha 늘어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
도 ha 당 5.51톤에서 5.64톤으로 증가하겠다. 소비량도 역대 최고인 7,000만 톤으
로 2019/20년 대비 100만 톤, 2018/19년 대비 3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8/19년 3,968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9/20년에는 3,400만 톤까지
줄어들겠으나, 2020/21년에는 3,9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
고량은 79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50만 톤, 2018/19년 대비 270만 톤 증가하
겠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8/19년에 5,100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19/20년에 이어 2020/21년에도 5,000만 톤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산
지는 지난 6월부터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등 건조한 날씨 때문에 생산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620만 ha로 2019/20년과 같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8.07
톤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량은 1,5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1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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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말 재고량은 28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1만 톤, 2018/19년 대비 51만 톤 증
가하겠다.
옥수수 산지 양호한 날씨 덕택에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3,850만 톤으
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261만 톤, 2018/19년 대비 26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540만 ha로 전년 대비 41만 ha 늘어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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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7.19톤에서 7.13톤으로 감소하겠다.
소비량은 2013/14년에 1,06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
년에는 5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만 톤, 2018/19년 대비 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3,25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200만
톤, 2018/19년 대비 21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56만 톤으
로 2019/20년 대비 5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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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대풍작으로 국내 옥수수 가격은 하락 압박을 받았으며, 농가
들은 파종 면적을 줄이고 있다. 생산 면적은 270만 ha로 2019/20년 대비 21만 ha
감소한 반면, 2018/19년 대비해서는 10만 ha 증가할 전망이다.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5.19톤으로 2019/20년 대비 0.39톤 감소함에 반해, 2020/21년 대비해서는
0.64톤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량은 2016/17년에 1,266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
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1,23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그 해 생산 정도에 따라 증감 폭이 크며, 2020/21년에는 230만 톤으
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줄어들겠으나,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
다. 기말 재고량은 161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0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
년 대비해서는 55만 톤 증가하겠다.
<표 9> 수출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미국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378.47 (▲32.58/▲14.21) 313.70 (▲12.31/▲3.25) 59.06 (▲14.23/▲6.58) 63.57 (▲6.34/▲7.16)

브라질

110.00 (▲8.00/▲9.00)

70.00 (▲1.00/▲3.00)

39.00 (▲5.00/▼0.68) 7.99 (▲2.50/▲2.70)

아르헨티나

50.00 (0.00/▼1.00)

15.00 (▲1.50/▲1.20)

34.00 (▼3.00/▼3.24) 2.88 (▲1.01/▲0.51)

5.50 (▼0.15/▼0.30)

32.50 (▲2.00/▲2.18) 1.56 (▲0.51/▲0.27)

12.30 (▼0.30/▼0.20)

2.30 (▼0.20/▲0.85)

우크라이나 38.50 (▲2.61/▲2.69)
남아공

14.00 (▼2.25/▲2.18)

1.61 (▼0.60/▲0.55)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4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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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수입 시장
가뭄으로 인해 프랑스, 독일, 발칸 국가들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은 6,63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37만 톤 감소함에 반
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9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량은 8,8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60만 톤, 2018/19년 대비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5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5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역내 옥수수 농가 보호
를 위해 옥수수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최근 국제 시세가 높아짐에 따
라 수입 관세를 철폐했다.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은 2,8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0만 톤, 2018/19
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52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5만 톤, 2018/19년 대비 11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8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30만 톤, 2018/19년 대비 164만 톤
증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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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0만 톤으로 역대 최고에 이
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1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수입량도 1,100만 톤으로 역대 최고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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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7만 톤,
2018/19년 대비 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81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5만 톤, 2018/19년 대비 27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입량은 1,82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3만 톤, 2018/19년 대비 149만 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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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억 6,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7만 톤 감소하겠
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6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동부 주요 산지
태풍 피해로 올해 작황이 좋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나, 중국 정부는 올해 옥수수 생
산량이 대풍작을 이룰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소비량은 2억 7,900만 톤으로 역대 최고이며, 2019/20년 대비 200만 톤,
2018/19년 대비 500만 톤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동부 지역의 옥수수 부족
으로 사료용 곡물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량은 700만 톤으로 2019/20년
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5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수입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66.30 (▼0.37/▲1.94)

88.50 (▲6.60/▲0.50)

25.00 (▲5.50/▼0.21)

7.33 (▲0.10/▼0.43)

멕시코

28.00 (▲3.00/▲0.40)

45.25 (▲1.05/▲1.15)

18.30 (▲1.30/▲1.64)

2.04 (▲0.15/▼3.05)

일본

0.00 (0.00/0.00)

16.00 (0.00/0.00)

16.00 (0.00/▼0.05)

1.45 (▲0.01/▲0.01)

이집트

6.40 (0.00/▼0.40)

17.30 (▲0.20/▲1.10)

11.00 (▲0.40/▲1.63)

1.79 (▲0.0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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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0 (▲2.05/▲2.70)

18.25 (▲0.43/▲1.49)

3.72 (▼0.21/▲0.32)

7.00 (0.00/▲2.52)

189.05 (▼12.02/▼21.27)

동남아시아 30.20 (▲0.87/▲0.03)
중국

260.00 (▼0.77/▲2.67) 279.00 (▲2.00/▲5.00)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4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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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두
5.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2020/21년 세계 대두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세 기관 모두 2019/20년 대비 생산
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USDA는 3억 7,000만 톤으로 9.8%, IGC는 3억
7,300만 톤으로 10.0%, FAO는 3억 7,500만 톤으로 10.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
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USDA는 4억 6,600만 톤으로 3.6%, IGC는 4억 2,100만 톤으로 5.0%, FAO
는 4억 2,600만 톤으로 6.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USDA는 3억 6,900만 톤으
로 4.8%, IGC는 3억 6,900만 톤으로 4.2%, FAO는 3억 7,000만 톤으로 3.4% 증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량의 경우, USDA는 1억 6,600만 톤으로 변동 없음에
반해, IGC는 1억 6,400만 톤으로 0.6%, FAO는 1억 6,400만 톤으로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USDA는 9,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1% 감소할 것
으로 예상한 반면, IGC는 5,200만 톤으로 10.6%, FAO는 5,300만 톤으로 3.9% 증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 25.5%로 1.8%p 하락한 반면,
IGC는 14.1%로 0.8%p 상승했다. FAO는 14.3%로 2019/20년 대비 변동 없었다.
<표 1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2019/20
(추정)

IGC

2020/21
(9월 전망)

전년
대비

전년
대비

2019/20 2020/21
(추정) (9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337

370

9.8

339

373

10.0

341

375

10.0

공급량

450

466

3.6

401

421

5.0

401

426

6.2

소비량

352

369

4.8

354

369

4.2

358

370

3.4

교역량

166

166

0.0

163

164

0.6

161

164

1.9

-2.1

47

52

10.6

51

53

3.9

13.3

14.1

14.3

14.3

기말 재고량

96

94

기말 재고율

27.3

25.5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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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가별 수급
5.2.1 수출 시장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2018/19년 1억 2,052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9/20년에
는 9,668만 톤까지 떨어졌으나, 2020/21년에는 1억 1,73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된다. 생산 면적은 3,360만 ha로 2019/20년 대비 327만 ha 늘어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19톤에서 3.49톤으로 늘어나겠다.
최근 들어 미국 내 대두 주요 산지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생육 상태도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예상보다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
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착유용 소비량이 크게 늘어 전체 소비량은 6,307
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258만 톤, 2018/19년 대비
26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6/17년 5,896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9/20년에는 4,572만 톤까지
떨어졌으나, 2020/21년에는 5,78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1단계 무
역합의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늘리고 있으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량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말 재고량은 1,252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12만 톤,
2018/19년 대비 1,222만 톤 감소하겠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20/21년에는 1억 3,300만 톤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3,860만 ha에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45톤까지 증가하겠다. 소비량은 4,815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65만 톤, 2018/19년 대비 29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의 수출을 대거 늘림에 따라 오히려 내수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 현상을
겪게 되고, 착유 업체들의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출량은
2019/20년 역대 최고인 9,35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2020/21년에는 8,500만 톤
으로 850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968만 톤으로 2019/20
년 대비 5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309만 톤 감소하겠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2014/15년 6,145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20/21년에는 5,3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80만 톤 증가하
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8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1,730만 ha로 전년 대비 40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94톤에서
3.09톤으로 증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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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유용 소비량이 2019/20년 3,950만 톤에서 4,200만 톤으로 증가한 탓에 전체
소비량은 4,9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61만 톤, 2018/19년 대비 175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량은 2020/21년 750만 톤
으로 2019/20년 대비 275만 톤, 2018/19년 대비 16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 기말 재고량은 2,7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0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69만 톤 감소하겠다.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은 2017/18년 1,026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8/19년에는 851만 톤까지 줄었으나, 2020/21년에는 생산을 늘려 1,025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해서도 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
은 365만 ha에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81톤에 이르겠다. 소비량은 410만 톤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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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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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38 (▲20.70/▼3.14) 63.07 (▲2.58/▲2.67) 57.83 (▲12.11/▲10.15) 12.52 (▼3.12/▼12.22)

브라질

133.00 (▲7.00/▲13.30) 48.15 (▲1.65/▲2.97) 85.00 (▼8.50/▲10.41) 19.68 (▲0.05/▼13.09)

아르헨티나 53.50 (▲3.80/▼1.80)
파라과이

10.25 (▲0.35/▲1.74)

49.20 (▲2.61/▲1.75)

7.50 (▼2.75/▼1.60)

27.20 (▲0.80/▼1.69)

4.10 (▲0.05▲0.28)

6.30 (▲0.40/▲1.40)

0.14 (▼0.15/▼0.18)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4 SEP., 2020.

5.2.2 수입 시장
안정적인 보조금과 높은 대두 가격으로 인해 올해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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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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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 1억 1,640만 톤까지 늘어나겠으며, 2019/20년 대비 820만 톤, 2018/19년
대비 1,4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9,9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0만 톤, 2018/19년 대비 1,64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 산업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에서 회
복되어 감에 따라 대두 수요가 크게 늘었다. 기말 재고량은 2,726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며 2018/19년 대비해서는 780만 톤 증가하겠다.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은 2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8만 톤, 2018/19년
대비 1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94만 ha로 2019/20년 대비
2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85톤에서 3.00톤으로 증가하겠
다. 소비량이 1,76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3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49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0만 톤, 2018/19년 대비 8만 톤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대두 수입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최근 독일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역시 대두 수입을 줄이는
요소가 될 것이다.
멕시코의 대두 생산량은 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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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재고량

17.50 (▼0.60/▲1.53) 116.40 (▲8.20/▲14.40) 99.00 (▲1.00/▲16.46) 27.26 (0.00/▲7.80)

유럽연합

2.80 (▲0.18/▲0.13)

17.63 (▼0.08/▲0.37)

14.90 (▼0.80/▼0.08)

1.79 (▼0.17/▲0.18)

멕시코

0.35 (▲0.11/▲0.01)

6.47 (▲0.22/▲0.27)

6.10 (▲0.10/▲0.23)

0.14 (▼0.02/▼0.04)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04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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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GFM(Global Financial Markets) 투자연구소장)*

3)

3월 중순 이후 거침없는 랠리를 이어온 글로벌 자산 시장에 살짝 한기(寒氣)가 돌고 있
습니다. 극단적 저금리 환경 하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실물경제의 회복세와는 괴리를
보이면서 증시는 달려왔지만, 이런저런 불확실성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에 훈기를 불어 넣었던 글로벌 달러약세 흐름도 변곡점을 통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최근 외환시장 흐름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장에서는 주가든 금리든 환율이든 기존 추세 이어진다는 세력과 이제 돌아설 때가 되었
다고 보는 세력들 간의 기(氣)싸움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고비에 이른 ‘유동성의, 유동성에 의한, 유동성을 위한 랠리’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COVID-19) 창궐로 무너졌던 글로벌 증시가 3월 중순
이후 9월 초까지 보여준 놀라운 회복세의 배경으로는 단연 차고 넘칠 정도로 풍부
한 유동성을 꼽아야 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조정(correction)이 닥쳐
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과매수(over-bought) 상태였던 시장이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컸고, 증시 급락이 잦았던 9~10월(☞ 필자가 시황에서 자주 언급하
는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시기)을 맞아 심상치 않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팬데믹 장세’에서 이른바 언택트, 바이오, 기술주 중심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다른 지수들을 아웃퍼폼 해온 미국의 나스닥(NASDAQ)은 월가에서 중시하
는 50일 이동평균선도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3월 저점 이후 상승폭의 38.2%
피보나치 조정 레벨에서나마 하락세가 멈출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자
료 1] 참조).
* jopok52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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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美 NASDAQ 일간차트

차트 인용: 연합인포맥스(9/21 장 마감 후)

나스닥 일간차트에서 기술적 보조지표들이 시사하는 바는 고점 대비 10% 남짓
조정만으로 하락세가 끝나간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료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뉴욕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애플, 아마존 닷컴 같은 하이
테크 주식들에서 ‘하락장악형 캔들’이 월간차트에서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보잉 주가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종목들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불길한 조짐이다.
아무리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최악은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
느 나라 할 것 없이 경쟁적 통화완화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으로 경기부양과 자산
시장 떠받치기에 나서고 있다 할지라도, 최근 글로벌 증시의 (개인투자자들이 빚
까지 내가면서 공격적 매수에 나선 데에 힘입은) 급등세를 보면서 적지 않은 사람
들이 '버블(bubble) 장세'의 끝은 어디이며,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어질
까 우려하고 있다. 물론 과거 닷컴 버블 때나 금융위기 이전 장세와 비교하면 주가
상승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저금리 환경과 풍부한 유동성이 그 때보다 나아 아
직 버블 장세 초입이라 보는 세력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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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기술주 주가 월간차트에서 관찰되는 ‘하락장악형 패턴’

차트 인용: 연합인포맥스(9/21 현재)

작금의 증시 흐름이 버블 장세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위 ‘배터리
데이’라 명명되고 있는 9월 22일(미국 현지시간) 이후 테슬라(Tesla) 주가의 추이
를 주목할 만하다. [자료 3]의 상단 그림은 장 폴 로드리게 교수가 제시한 거품
(bubble)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흐름이다.
테슬라 주가의 추이는 지금까지는 로드리게 교수가 제시한 패턴과 너무나 흡사
한데, 최근 급락 이후의 상승세가 '데드 캣 바운스(dead cat bounce)'에 그치고 다
시 하락세로 치닫는다면, 이번 반등은 전형적인 ‘불 트랩(bull trap)'에 해당된다.
역사적 고점이기도 한 전고점을 돌파하여 이중 천정(double-top)의 부담도 극복
한다면 그야말로 테슬라 주식은 ‘저 세상 주식’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주식분
할 이벤트를 전후하여 들어왔다가 물린 악성 매물을 소화할 정도의 싱싱한 새 돈
이 대거 이 종목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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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버블(bubble)' 장세의 흐름 & 태슬라 주가 일간차트

인용: Dr. Jean-Paul Rodrigue(上) & 연합인포맥스(下)

금년 들어 지수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는 몇 군데 되지 않는다. 9월 21일
기준으로 미국의 나스닥(+20.1%), S&P500(+1.6%) 이외에는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실제 실행했거나 실행 중인 스웨덴(+3.5%), 덴마크(+17.2%) 정도가 눈에
띠고,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면 중국 본토 증시와 대만(상하이 +8.8%, 심천
+28.2%, 대만 +6.7%), 한국 정도이다(코스피 +8.7%, 코스닥 +29.4%).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적극 달려들고 있는 코스닥의 경우는 올 한 해 세계 최고
의 상승률을 구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뉴욕증시부터 흔
들리는 상황을 맞고 있는 중이다. 코스피를 살펴보자면([자료 4] 참조), 3월 저점
이후 우상향으로 그어진 점선은 이미 지지선과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다 수행했
다. 이제는 우상향 실선이 추세선으로서 지지력을 보여줄 것인가의 승부였는데,
2,458p 근처의 이중 천정 패턴과 기술적 과매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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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중이다.
20일선(주추세선)이 밀렸으니 이제는 60일선(수급선)이나 3월 이후 상승폭의
최소한 조정 타겟인 23.6% 피보나치 레벨(2,220p)에서는 하락이 멈춰야 시장의
체력이 아직 고갈되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일간차트 상으로는 단기적으로 그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할 만
하나, 주간차트나 월간차트 등으로 살펴볼 경우에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최근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들까지 감안할 경우) 섣불리 이번 조정 장세의 바닥을 논하
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리고 연초 급락 장세가 펼쳐질 당시의 기술적 보조지표들
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번 조정은 의외로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덧 시장 내에는 그저 증시가 더 오르기를 바라는 세력만큼이나 하락 조정 내
지 추세 반전에 베팅하는 세력도 늘어나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하겠다.
[자료 4] 韓 KOSPI 일간차트

차트 인용: 연합인포맥스(9/22 장 마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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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에 갑자기 한기(寒氣)가 도는 배경
시장을 떠받쳐온 유동성의 근원은 美 연준(Fed)이다. 'COVID-19'의 충격이 지
구촌을 강타하던 3월에 일정에도 없던 긴급 FOMC를 두 번이나 열어 기준금리를
150bp나 인하하여, 제로금리로 다시 회귀하고 회사채 매입에까지 나서는 등 전지
전능의 슈퍼맨처럼 행세하던 연준이 7월 FOMC부터는 “이제는 재정정책이 중요하
다(essential)”면서 의회가 양당 합의 하에 부양책을 제시하면 돈은 찍어주겠다는
식으로 한계를 드러내더니, 지난 9월 FOMC에서는 잭슨홀 연설 등을 통해 이미 시
장에 다 알려진 내용을 성명서에 명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변경’에 그치면서 시장에 실망을 안겼다([자료 5] 참조).
더 내놓을 보따리가 마땅찮은 연준에게 FOMC 때마다 선물을 기대하는 시장도
어지간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는 강해도 마땅한 수단이나 능
력이 없는 연준도 딱하다.
[자료 5] 말(言語)로 때운 9월 FOMC

인용: FXSTREET.com &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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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6] 실질금리,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BEI)의 개념 및 추이

[자료 6]에서는 작금의 시장 흐름을 어떡하든지 이론적으로 설명해보려는 월가
의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을 정리했다. 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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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금리(Real interest rate)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시절에 연초 레이 달리오(Ray
Dalio: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Bridge Associates의 CEO)가 설파한 바와 같이, 현
금은 쓰레기(cash is trash) 취급을 받게 되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 무엇이라도
값이 치솟기 마련이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명목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밀려 올라갈 일은 앞
으로 수년 간 없을 것임을 연준이 약속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
르지 못한다면 향후 수급 요인 등으로 인해(☞ 추가부양책 합의로 또 대규모 국채
를 발행한다든지) 국채수익률이 오를 경우 실질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기
에, 시장은 은근히 걱정에 빠져드는 중이다.
요즘 자주 듣는 “인플레이션을 견뎌내려면 무슨 자산이든 사들고 가라”는 주장
이 다 이런 배경 하에 나온 것인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처럼 인플레이션이 살
아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료 7] 미국 정가와 월스트리트에 불어 닥친 ‘대선 불복’ 리스크

인용: Harvest.com, CNN, 동아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자료 7]은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미국 대선(大選)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
실성(不確實性)’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정리하고 있다. 오는 11월 3일은 미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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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만 뽑는 날이 아니고 하원의원 전체와 상원의원의 1/3, 그리고 주지사 등 지방
정부의 리더들도 선출하는 날이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여느 때보다 우편투
표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혼란과 트럼프 대통령 및 조 바
이든 후보 양측 모두 선거 결과에 불복할 리스크가 잠복하고 있다(☞ 선거인단 수
가 가장 많고 민주당의 텃밭인 캘리포니아州에서는 대선 이후 17일 이내 도착하는
우편투표 용지도 개표에 포함한다니 트럼프 진영에서는 머리 아프게 되었다).
이미 “우편 투표는 사기”라는 프레임을 구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의 아이
콘이었던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사망 이후 즉각 후임 지명을 서두르는 것도, 선
거 결과 불복 사태가 발발할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릴 연방대법원 내 보수 대 진보
진영의 비중을 기존의 5:4에서 6:3으로 확실히 바꿔 놓겠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가운데 1조 달러 정도가
(주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나 시장이 재임 중인) 지방 정부 지원용이다 보니, 선거
를 앞둔 공화당 측에서 수용을 하지 않아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판국에(☞ 물
론 추가부양책 규모를 줄이자는 공화당의 주장은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상식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최근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경제지표 추이를 반영한
것일 수 도 있다), 야당일 때에는 새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하자면서 오바
마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무산시켰던 공화당 측이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에
와서는 새 대법관 임명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민주당도 그저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태세이다.
이래저래 추가부양책 합의가 선거 전에는 힘들어 보이고 자칫 연내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이는 와중에, 이번 긴즈버그 후임 임명 건이 단순히 종신 대법관 한 명의
사망에 따른 공석을 채우는 차원이 아니다 보니, 민주당으로서는 당장 10월부터
시작되는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투쟁에 나서면서 또 다시 ‘연방정부 셧 다
운(shut-down) 위기’ 운운하는 뉴스를 접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준이 매월 1,200억 달러의 적지 않은 규모로 국채와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양
적완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걸신들린 것처럼 추가 유동성 공급을 원하는 시장의 입
장에서는 워싱턴發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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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놓고 돈 먹기, 봉이 김 선달, 폭언과 협박.......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도 있지만,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그것을 기회로 삼고자
하는 시도는 더욱 왕성해지기 마련이다. 9월 들어 시장에서 눈길을 끌었던 뉴스
하나는 위 워크(We-Work), 우버(Uber) 등의 투자에서 고배를 마셨던 소프트뱅크
가 뉴욕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도 적극 가세한 환경 하에서) 콜 옵션 대거 매수 세
력으로 작용했다는 이른바 ‘나스닥 고래’ 사건이다([자료 8] 참조). ‘돈 놓고 돈 먹
기’로 승부한 셈인데, 소프트뱅크로서는 들고 있는 패가 노출되었고, 이후 콜 옵션
청산이 어느 정도 9월 증시 하락에 일조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물극필반(物極必
反)이라고, 작용이 강했으면 반작용도 만만치 않기 마련이다.
[자료 8] ‘나스닥 고래(Nasdaq Whale)'가 주도한 콜 옵션 매수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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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9] 수소차 전문업체(?) ‘니콜라(Nikola)'의 이모저모

[자료 9]는 수소차 전문업체로 알려지면서 ‘제2의 테슬라’ 기대감을 키워왔던 니
콜라(Nikola)와 관련한 최근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아직 제대로 된 차 한 대 생산
한 적 없는 니콜라 주식에 미국의 로빈후드나 한국의 서학(西學) 개미들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GM(제너럴 모터스)와의 협업 구축을 선언하면서 주
가가 하루 만에 40% 이상 급등한 뒤, 공매도 전문업체 힌덴버그 리서치에서는 “니
콜라는 사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심하고 발표하였다.
시간을 두고 해명하겠다느니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서부터 힌덴버그의 문제 제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니 (☞ 언덕에서 굴
린 트럭이 스스로 작동한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해명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까지 조사에 나서자 창업자 트레버 밀턴은 나
몰라라 하며 회장 직을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현대판 봉이 김 선달이 세상 여기저기에서 준동할 시기
인데, 시대를 한참이나 앞섰던 천재적 과학자이자 발명가였던 니콜라 테슬라
(Nikola Tesla)가 자신의 이름이 21세기에 들어 이런 식으로 회자되고 있음을 알
면 그 심정이 어떨까 싶기도 하다. 테슬라만이라도 앞으로 잘 해 나가야 한다. 테
슬라 주가는 무너질 경우 자칫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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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 사우디 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의 엄포

[자료 10]은 행동에 앞서 말로 일단 상황을 모면하자는 요즘 세태의 일면을 보여
준다 하겠다. 지난 9월 18일 OPEC+ 장관급 공동감시위원회가 끝난 뒤(☞ 추가 감
산을 합의한 것도 아니고 기존의 감산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감산 약속을 지
키지 않은 몇몇 산유국들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됨), 사우디아라비의 에너
지 장관은 마피아 급의 레토릭을 구사하며 유가하락에 베팅하는 시장 내 세력들에
게 엄포를 놓았다. 영국의 BP가 이미 석유시대는 저물고 있음을 자인하는 와중에
사우디 왕자의 경고가 엄포로 끝나지 않으려면 시장에서 큰 돈 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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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 동향 및 전망
▮ 불가피했던 1,180원 붕괴, 다음 승부처는 1,150원
지난 3월 ‘코로나 19’가 공포스럽게 확산되는 와중에 1,290원대까지 치솟은 달
러/원(USD/KRW) 환율은 이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재개, 그리
고 각국 정부들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시장이 급격히 안정되면서 1,200원 아
래로 내려섰다.
수출 감소에도 수입 감소 폭이 더 커서 이른바 ‘불황형(무역수지) 흑자’는 이어
지고 있지만, 해외투자의 급증과 기업 및 개인들의 달러보유 심리는 여전하여 증
시 상승과 달러약세 와중에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1,180원은 탄탄한 지지력을 보였
다.
그러나 1,180원은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 무너졌고([자료 11] 참조), 오랜 지
지선의 붕괴는 ‘롱 스탑’ 및 추가하락 기대에 따른 숏 플레이의 가세로 이후 환율은
9월 21일 1,157.20원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하였다.
[자료 11] 달러/원 환율 1,180원 붕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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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2] 달러/원(USD/KRW) 일간차트

차트 인용: 연합인포맥스(9/22 장 마감 후)

1,180원의 붕괴 이후에는 누구나 그 다음 타겟으로 1,150원을 지목할 정도로 달
러/원 환율의 전망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다([자료 12] 참조). 문제는 그 정도에
서 환율하락이 멈출 것인가의 여부인데, 일단 글로벌 달러약세의 지속 여부는 확
인이 필요하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쪽에서는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필두로 프랑
스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에 이르기까지 유로화 강세가 유
로존의 인플레이션 회복을 갉아 먹는다는 식의 표현을 통해 유로화 추가강세에 대
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유로/달러(EUR/USD) 환율은 9월 1일 1유
로 당 1.20 달러를 터치한 뒤 급반전하여 원고를 마무리하는 9월 23일 오후에는
1.17 달러도 하회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강세도 일단락될 만한 레벨에 이르렀고, 선진국 통화나 이머징
통화 할 것 없이 9월 하순 들어 달러에 대해 다시 약세 흐름을 재개하는 조짐이
관찰되고 있어서, 1,150원을 한 번 건드리는 정도까지는 몰라도 트레이딩 관점에
서 이번 기회에 아예 1,100원을 향해 가자는 시도는 위험해 보인다.
원화강세가 추세로 갈 조짐이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기대된다는 명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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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일반화되고 있지만, 과연 원화강세를 내다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인지, 해외자금 유입의 결과로 환율이 하락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1,180
원 붕괴 이후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 조짐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료 13]의 달러/원 월간차트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시사점
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1,140~ 1,150원’ 구
간의 중요성은 그 동안 숱하게 강조해 왔다. 2002년부터 금융위기 발발 전까지 이
어졌던 ‘글로벌 달러약세’ 시절의 초입 단계인 2003년 1월로 올라가야 할 만큼 ‘족
보 있는 레벨’인데, 그 쪽으로 수렴 중인 달러/원 환율은 이제 늦어도 1년 이내에
제대로 된 중장기 방향성을 결정해야 할 판이다. 우상향 지지선 아래로 흘러내리
는 환율이 된다면 세상은 좀 살 만한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이고, 우하향 저항선이
돌파되는 환율로 귀결된다면 우리는 또 한동안 큰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자료 13] 달러/원(USD/KRW) 월간차트

차트 인용: 연합인포맥스(9/22 장 마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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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이석주(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거래지원팀장)*

1)

지난 7월 Cape 주도의 강력한 상승세를 구현했던 건화물선 시황은 이후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정 범위 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7월 말 1,264 포인트를
저점으로 반등에 성공한 BDI 지수는 8월 17일 다시 1,598 포인트까지 상승하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으나, 끝내 1,600 포인트를 넘지 못한 채 다시 1,200 포인트 대로
하락하였다.
9월 하순에 접어들며 중국의 국경절 연휴 이전 원자재 재고 구축 활동, 인디아 몬순 시
즌 종료에 따른 물동량 증가 등 계절적 요인들이 다소간의 시황 견인 효과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만한 펀더멘털 요인은 뚜렷하지 않다.
<그림 1> 선형별 건화물선 지수

자료: Baltic Exchange

* jordan@kobc.or.kr, 051-717-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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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건화물선 시장은 ‘중국의 홍수 등을 초래한 기상 상황이 호전되면, 수해 복구 수
요를 포함한 인프라 건설 활동이 증가하며, 중국향 원자재 물동량도 증가할 것’ 이라는 전
망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9월 하순 현재까지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기상 상황이 호전되면’
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며, 수요 회복이 계속 미뤄져왔다.
빈번한 대형 태풍의 발생, 산발적인 폭우 지속, 이상 고온 현상 등이 건설 현장을 비롯
한 산업 활동 전반을 제한하며 원자재 물동량 발생도 계속 지연 되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
19가 세계 각국에서 산발적으로 재확산된 점도 건화물 해상 물동량 발생에 부정적으로 작
용하였다.
길고 험하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건화물선 시황의 전통적 성수기인 4분기를 앞두고 있
다. 올 초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전격 합의하여, 금년 미국 곡물 시즌에는 양국
간 무역 분쟁 이전의 해상 물동량 회복이 예상된다.
때마침 중국의 곡물 수입 수요 또한 증대되어 올 4분기 운임시황 상승도 기대된다. 그러
나 긴 여름 동안 지연된 철강 수요 회복은 결국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며 철강산업 공급
체인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다.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철광석과 당초 기
대조차 부족했던 석탄, 그리고 지금부터 건화물선 운임 시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곡물
부분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며 효과를 나타낼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1. 철광석ㆍ석탄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중국 홍수 사태 이후 건화물선 물동량 회복의 주역이 될 것으로 가장 많은 기대
를 모았던 철광석은 그 기대만큼 큰 실망을 안겼다. 지난 8월 초 중국 주요 지역
내 강우가 잦아들자, 홍수 피해 복구 활동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
나 마이삭, 하이선 등 연이은 초대형 태풍의 발생 및 9월까지도 산발적으로 이어
진 국지적 폭우, 잠시 맑은 날이면 찌는 듯한 폭염 등 쉴 새 없는 기상 요인들은
중국의 철강 수요 회복을 계속 제한하였다.
홍수가 종료되면 철강 수요가 본격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중국의 제철소
들은 철강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그 결과,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지난 7월 9,336
만 톤, 8월 9,485만 톤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다. 이전
최대치가 9,227만 톤을 생산한 지난 5월이었고, 6월에도 이에 필적하는 9,15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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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을 생산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제철소들은 5월 이후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가동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도 6월 이후 3개월 연속 1억 톤을 상회하며 상반기의 부진
을 빠르게 털어내었다.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철광석 항만 재고량 증
가는 더디게 이루어지며 강력한 철광석 수요를 반증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철강 재고와 가격이었다. 사상 최대 수준의 철광석 수입과 철강
생산에도 불구하고, 기상 악화로 인한 수요 침체 지속은 철강의 소비를 둔화시켜
결국 철강 재고량 증가를 초래하였다. 수요 회복이 제한된 상황에서 철강 재고량
의 증가는 철강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다시 철강사들의 제철 마진 축
소로 이어졌다.
수익성이 악화된 제철소들은 가동률을 낮추며 9월 초부터는 일 평균 조강 생산
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제철소 가동률 하락은 철광석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신규 물동량 발생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누적된 철강 재고량을 해소할 만큼
강력한 수요 증대가 요구된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진작
을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10월 초 거의 열흘에 이르는 국경절 연휴가 지나면, 북반구의 동절기에
접어들기까지는 불과 1개월 여의 시간만이 남게 된다. 철강 수요가 회복되고 철광
석 물동량이 증가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림 2> 호주 및 브라질 월별 철광석 수출량 <그림 3> 중국 철광석 수입량 및 조강생산량

자료: ABARE,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중국통계국, 중국해관총서

51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호주의 2019/20 회계연도가 종료된 6월 이후, 호주 주요 광산들이 정기 보수에
돌입하며 철광석 수출량이 감소한 점도 7~8월 철광석 물동량에 영향을 끼쳤다.
위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호주는 회계연도 종료 직전인 6월에 사상 최초로 월
간 8천만 톤이 넘는 수출량을 기록하였다(8,122만 톤).
호주의 광산업체들은 통상 적으로 당 회계연도 내 실적 향상을 위해 6월에 수출
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올해처럼 철광석 가격이 고공 행진을 지속할
경우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수출량 극대화를 위해 미뤄두
던 광산 유지보수 작업이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며
7월 수출량은 보통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하곤 한다.
호주의 매년 7월 수출량은 보통 전월 대비 약 5백만톤 내외로 감소하는데, 올
7월 호주의 철광석 수출량은 7,251만 톤으로 전월대비 약 9백만 톤 급감하였다.
<그림 4>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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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하순 현재, 호주 주요 광산들의 유지보수는 대부분 완료되어 호주의 철광석
수출 능력은 정상화되고 있다. 브라질도 상반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서서히 생산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철광석 공급 지역으로부터 물동량이 위축될 변수가
감소하며, 결국은 수요가 물동량 증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유럽, 일본 등 중국을 제외한 주요 지역들의 철강 수요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철
강 수요가 기대 이하의 회복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 4분기 계절적 철광석 물동량 증
가 효과가 제한될 우려도 크다. 철광석 해상 물동량 예측을 위해서는 향후 중국 내
철강 관련 지표들 – 생산, 소비, 재고, 가격 등 – 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52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석탄 해상 물동량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중국향 물동량의 일시적 증가 외에는
금년 내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위
축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석탄 수입국인 중국이 자국산 석탄을 우
선 사용하고 수입산 석탄에는 quota를 부여하여 통제하고 있는 점도 석탄 물동량
을 침체시키고 있다.
지난 6~7월 중국의 홍수 피해가 확대되며, 2분기 중 증가하던 중국의 석탄 생
산량이 7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430만 톤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석탄 가
격이 상승하자 시장에는 중국의 석탄 수입 제한이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
상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홍수가 잦아드는 즉시 자국 내 석탄 증산을 촉진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의 8월 석탄 생산량은 전월 대비 790만 톤 증가한 3억 2,580만 톤을
기록하였다. 반면 중국의 8월 석탄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7% 감소한
2,066만 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금년 월간 수입량 중 최저치이다.
<그림 5> 중국 월별 석탄 수입량(만톤)

<그림 6> 중국 월별 석탄 생산량(백만톤)

자료: 중국해관총서, 중국통계국

중국의 금년 1~8월 누적 석탄 수입량은 2억 2,096만 톤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
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금년 석탄 수입량을 전년 수입량인 약 3억
톤 수준으로 제한할 경우, 금년 잔여기간 중국의 월 평균 수입량은 2천만 톤에 약
간 못 미치게 된다.
금년 중국 정부의 석탄 수입 통제가 전년 대비 더욱 타이트하게 시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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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감안하면, 중국향 석탄 물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중국의
수입 quota가 초기화되는 내년 1월 이후 수입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트레
이딩이 진행되고 있어, 올 11~12월에는 호주 선적 중국향 석탄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 전년 대비 증감은 2020년 물동량 기준

중국 이외 주요 지역들의 석탄 물동량은 산발적인 변동을 나타내며 운임 시장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8월 유럽 주요 지역에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발
생하자, 연중 극심한 침체를 나타내던 유럽향 석탄 물동량이 급증하였다. 하계 혹
서기 풍력 발전량 감소, 가뭄 및 물(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원전 가동률 하락 등이
유럽의 화력 발전 수요를 증대시킨 탓이다.
예상치 못한 대서양 내 석탄 물동량 급증은 대서양 파나막스 운임 급등으로 이
어지며 건화물선 시장의 전반적 상승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약 2주에 걸친
혹서기 특수가 사라지자 운임 시장도 하락 전환되었다. 8월 말에는 대서양 내 주
요 석탄 수출국 중 하나인 콜럼비아의 탄광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여, 유럽
향 석탄 물동량을 추가 압박하고 있다.
인디아는 6월 초부터 시작된 몬순 시즌의 종료가 임박하여, 계절적인 석탄 물동
량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운임시장 상승 효
과는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동북아를 강타한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의 영향으로, 한국의 원전 일
부가 안전 점검을 위해 11월까지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원자력 발전의 부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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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차적으로 LNG로 충족 되겠으나, 연료탄의 수입량도 다소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에너지 수요 부진 및 중국의 석탄 수입 제한 지속에도 불구하
고, 4분기에는 계절적 물동량 증가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 본
다.

2. 곡물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소맥 및 옥수수(잡곡) 물동량 추이와 전망
소맥 시장은 올 시즌 중 이어진 추세들이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흑해
는 전년 대비 늦은 수확으로 인해 수출 또한 지연되고 있으며, 유럽은 기록적인 가
뭄으로 대량의 작황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편 지난 시즌까지 3년 연속 최악
의 흉작을 기록했던 호주는 재배 기간 중 우호적인 기상 환경이 조성되어, 올 시즌
작황은 지난 시즌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8> 소맥 물동량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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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의 경우, 소맥보다 조금 더 다이내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중국
의 옥수수 수입량 확대이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과다한 옥수수 비축량을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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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전분 생산 확대 등 각종 소비 촉진 정책을 실시해 왔고, 그 결과 매년 1천
만 톤 가량의 기말 재고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 감
소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연이은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작황 피해에 더해 병충해까지 발생하며, 중국의 올
시즌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는 거듭 하향 조정되고 있다. 반면 옥수수 수요는 중국
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통제에 따른 돼지 사육두수 증가 영향으로 확대되어,
중국의 옥수수 수급은 수 년 만에 처음으로 실제 부족 상태를 맞고 있다. 이에 중
국은 현재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올 시즌 자국의 옥수수 생산량을 여전히 전 시
즌 대비 약 4백만 톤 가량 증가한 2억 6,50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USDA는 2
억 6천만 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 시즌 대비 약 80만 톤 감소한 수준
이라 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비중은 아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중국의 올 시즌 생산량이 전 시즌 수준
을 유지할 경우 중국의 옥수수 수확이 시작되는 10월 이후 수입량은 급감할 가능
성도 엿보인다. 현재 주간 1백만 톤 가량의 중국향 옥수수 트레이딩이 보고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USDA가 올 시즌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 전망치를 전 시즌과 동
일한 7백만 톤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도 이와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그림 9> 브라질 및 미국 월별 옥수수 수출량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56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한편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 주요 옥수수 수출국들은 모두 전년 대비 부진한 수
출을 기록 중이다. 브라질은 7월 이후 옥수수 수출이 본 궤도에 접어들었으나, 전
시즌 공격적인 수출에 따른 낮은 자국 내 공급량, 주요 산지의 가뭄으로 인한 수확
지연, 자국 내 사료 수요 및 에탄올 생산용 수요 강세 등으로 인해 수출량은 전년
동기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수출 시즌이 종료된 브라질 대두와 더불어 남미 운임 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크라이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옥수수 수출로 인
해 전체 곡물 수출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옥수수 수입 수요 증가가 정작 수출 시즌을 맞은 브라질
산이나 우크라이나산 보다는 아직 신곡이 수확되지도 않은 미국산으로 충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쟁국 대비 저렴한 미국산 옥수수의 가격과,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증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0> 옥수수 물동량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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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브라질과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이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활발하지 않은 점은 결국 가격 경쟁력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해된다. 미국산 옥수수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신곡 수확 전인 현재 물량
이 부족하니, 주요 수입국들은 미국의 신곡 수확을 기다리며 구매를 지연 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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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옥수수의 수확이 본격화되며 국제 옥수수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경우, 주
요 옥수수 수입국들의 구매 수요가 미국산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현재 전 세계 대두 물동량은 브라질의 수출 가용물량 소진과 미국산 신곡 수확
이전의 공백기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4월 무려 1,63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
록한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은 6월 이후 빠르게 감소하며, 8월에는 650만 톤으로
급감하였다. 시즌 초반 공격적인 수출의 결과로 수출 가용 물량이 소진된 점이 현
재 수출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그림 11> 브라질 및 미국 월별 대두 수출량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반면 미국산 대두는 아직 신곡 수확 이전이라 수출이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중국의 구매 확대가 예상된다. 8월 말 기준 중
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현황은 당초 합의한 규모 대비 60% 이상 지연되고 있다.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해서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 중 최대 구매 품목인 대두의 수
입 확대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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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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돼지 사육두수 확대에 따른 사료 수요 증가 및 대두 크러싱 마진 증가도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중국의 올 시즌 미국산 대두 신곡 선
구매 비중이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4분기
미국산 대두 물동량 증가에 무게를 싣는다. USDA는 올 시즌 자국의 대두 수출량
이 약 5,780만 톤을 기록하여, 미⋅중 무역분쟁 직전인 2017/18 시즌 수준으로 회
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건화물 물동량⋅선복량 추이와 전망
▮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금년 건화물 물동량은 전년 대비 감소가 확실해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철광석과 곡물은 의외로 선전하며 전년 대비 물동량 증가세를 이어 갔으
나, 석탄과 마이너 화물들은 큰 폭의 수요 감소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약 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동량 감소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상반기에 집중되어, 하반기에는 비교적 원활한 교역이 발생하며 물동량을 증가시
킬 것으로 보인다.
아직 다소 성급한 감이 있지만, 클락슨은 2021년 전세계 건화물 해상물동량이
2019년 수준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라는 대형 변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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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기 전망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부디 시장이 해당 전망대로 진
행되어 정상 작동하기를 기원한다.
<그림 13> 주요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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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화물선 선복량 추이와 전망
2020년 8월 말 기준 건화물선 선복량은 9.03억 톤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2,446만 톤 증가하며 마침내 9억 톤을 돌파하였다. 선형별로는 파나막스 선대가
연말 대비 4.1%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케이프와 수프라막스도
각각 2.6% 증가했다. 핸디사이즈는 상위 선형 대비 적은 신조 인도 에도 불구하고
선박 해체량이 감소하며 0.9%의 선대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림 14> 선형별 신조인도⋅해체⋅순증감 추이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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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larkson, 단위: 천 톤(DWT) *’20.3분기 : 7-8월 기준

올 3분기 현재까지 평균 BDI 지수는 1,517 포인트로 2분기의 783 포인트 대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국면 지속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은 신조선 발주를 지속 제한하고 있다. 금년 건화물선 신조선 발주량은 8월 말 기
준 약 754만 DWT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 수준에 그쳤다. 신조선 발주 감소는
장기적으로 선박의 공급 부담을 감소시켜 운임 시황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이다.
한편 운임 시황이 회복되자 즉각적인 선박 공급 감소 요인인 선박 해체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 지난 2분기 방글라데시 등 주요 선박 해체국가들의 봉쇄령 실시로
인해 지연되었던 선박 해체가 3분기로 이연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해체량은 지난
1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화물선 시황이 ‘원가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
이라고 이해되는 1,500 포인트 인근에 형성되자 굳이 선박을 해체하려는 선주들이
감소한 까닭이다.
선박의 신조 발주와 해체가 모두 둔화된 가운데, 건조 완료된 선박들의 인도가
점차 증가하며 금년 말 선대 증가 전망치도 상승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케이프
2.3%, 파나막스 3.6%, 수프라막스 2.6%, 핸디사이즈 0.9%이던 금년 선대 증가율
전망치는 8월 말 기준 케이프 2.6%, 파나막스 4.9%, 수프라막스 3.1%, 핸디사이
즈 1.0%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전체 선대 증가율은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9년의 4.0% 대비로는 증가
율이 둔화되겠으나, ’15~‘18년 평균 증가율인 2.6%는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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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화물선 시황 추이와 전망
지난 2분기 중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던 건화물선 시장은 3분기 들어 안정되는
모습이다. 예상치 못한 기상 요인에 의한 등락이 있었으나, 8월 이후 BDI는
1,200~1,600 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BDI 저점과 고점 간
차이가 1,500 포인트를 넘어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시장 흐름은 비교적 안
정적인 상황이다.
<그림 15> 건화물선 운임지수 추이(장기⋅단기)

자료: 발틱해운거래소

건화물선 시장은 이제 전통적 성수기인 4분기 진입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특히
미⋅중 양국 간 무역협의에 따라 약 3년만에 미국산 곡물의 정상적인 수출이 전망
된다. 지난 3년간의 흉작에서 돌아온 호주의 곡물 수출 증가도 4분기 태평양 운임
시장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의 경우 중국 정부가 강력한 수입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11월부터는 내년 1월 이후 도착 가능한 화물들의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중국 이외 석탄 수입국들의 동계 석탄 재고 구축도 4분기를 성수기로 이끄
는 계절성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의 철강 수요 회복 지연 장기화에 따른 제철소 수익성 악화는 4분기
운임시장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마련한
각종 프로젝트들이 전격 시행되면 철강 소비를 촉진하며 상황이 개선되겠으나, 연
말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현재로서는 넉넉지 않아 보인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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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황 상승을 철강 수요 부진이 진정시키는 양상이 반복될 경우, 현재와 같은 구
간 내 등락 장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3분기 곡물 해상 운임은 건화물선 시황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연료유 가격이
상대적인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브라질과 미국의 곡물 수출이 운임 시장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타난 결과이다. 9월 중순 기준 주요 곡물 항로의 운임
은 금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아직 전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6> 노선별 곡물 운임 추이
(단위: US$/ton)

구 분

USG

PNW

BRZ

현 물

41.80

22.44

30.50

2020년

39.4

20.4

28.1

2019년

45.1

24.1

33.6

3년 평균

43.4

23.4

32.4

3년 최고

52.3

29.9

43.0

3년 최저

31.2

15.4

19.9

자료: Clarkson

4분기는 미국의 곡물이 수확되어 시장에 출하되는 시기이다. 올해는 특히 미국
산 곡물의 중국향 수출이 무역분쟁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곡물 항
로의 운임에는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연말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곡물 운임 시황은 해당 곡물 자체
의 물동량 규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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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곡물/에너지 선물 가격 동향과 전망
임호상(Economist & Grain Analyst)*

1)

곡물 동향: 곡물 선물은 9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8월 말 대비 옥수수 +5.6%, 대두
+9.5%, 소맥 +4.7%를 기록했다. 1) 미국, 남미, 유럽 곡물 재배지역 작황 우려, 2)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달러화 약세 흐름 부각되
며 미국산 곡물 수출에 우호적 환경 조성, 3) 수급 요인으로 옥수수 작부면적 축소 영향이
이어진 점, 4) 美/中 외교 알력 속에서도 중국이 1월 약속한 미국산 곡물 수입을 이어가며
대두 가격의 반등 요인 제공한 점 등이 가격 상승 폭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곡물 전망: 곡물 시장은 1) 라니냐 현상에 대한 우려 부각, 2) 달러화 약세로 미국산 곡
물 수출에 유리한 환경, 3)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지속 기대 등 가격 상승 요인이 부각
된 상황이며,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옥수수 재배지역의 작황 평가치가 낮아지고 있으나 전년대비로는 높은 상황
에서, 현재 가격은 라니냐 우려가 일부 선반영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가격이 기술적 저
항대에 도달하며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 보합장 전개를 전망한다.
에너지 동향: WTI 원유 선물 가격은 9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전월 말 대비 -3.6%를
기록하며 8월말까지 전월 말 대비 +5.2% 상승하던 가격 흐름이 조정세를 보였다. 이는
1) 8월부터 OPEC+의 일간 원유 생산량 감산 규모 축소, 2) 사우디의 對 아시아 원유 수출
단가 인하 발표, 3)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 부각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에너지 전망: 중장기적으로는 완만한 경기 회복 흐름이 원유 수요 안정화를 통한 유가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1) OPEC+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추가로 감산 규모 축소 예정, 2)
이라크가 재정악화로 내년 1분기 증산 요구할 가능성, 3) 사우디가 마켓 셰어 유지를 위해
10월부터 對 아시아 원유 수출 가격을 인하할 예정, 4)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며 계
절적인 원유 수요 둔화 요인 등이 유가 상승 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따라서 원유 가격은
보합장 전개를 전망한다. [차트: USDA, 삼성선물]

* hosang09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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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물 선물 시장 가격 동향과 전망
1.1 곡물 선물 동향: 라니냐와 달러 약세 흐름으로 곡물 가격 급반등

<표 1> 9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9월 18일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전년말比 (%)

-5.7%

+6.6%

0.0%

-1.3%

+8.5%

-28.3%

전월말比 (%)

+5.6%

+9.5%

+4.7%

+6.9%

+9.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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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전년말比 (%)

-10.8%

-2.7%

-4.5%

-7.7%

-0.9%

-25.6%

전월말比 (%)

+9.9%

+6.8%

+2.4%

+7.0%

+5.1%

+5.2%

곡물 선물은 9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8월 말 대비 옥수수 +5.6%, 대두 +9.5%,
소맥 +4.7%를 기록했고, 2019년 말 대비로는 옥수수 -5.7%, 대두 +6.6%, 소맥
0.0%를 기록했다. 1) 미국, 남미, 유럽 곡물 재배지역의 작황 악화에 대한 우려 부
각, 2) 시장 외적 요인으로 FOMC 회의를 통해 연준의 금리인상이 2023년 이후에
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달러화 약세 흐름이 부각되며 미국산 곡물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3) 수급 요인으로 6월 30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 옥수수 작부
면적이 3월의 작부의향면적 9,699만 에이커 대비 큰 폭 줄어든 9,200만 에이커를
기록한 영향이 이어진 점, 4) 미국과 중국간 외교 알력 속에서도 중국이 1월 약속
한 미국산 곡물 수입 움직임을 이어가며 대두 가격의 반등 요인을 제공한 점 등이
최근 곡물 가격 상승 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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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옥수수 선물 가격 일간 차트(출처: 삼성선물)

1.2 곡물 선물 가격 전망
▮ 라니냐 우려 속 미국과 남미 작황에 대한 리스크가 가격 지지 요인
미국 기상청(NWS)이 발표하는 ONI(Ocean Nino Index)는 6월 기준으로 라니
냐 발생의 초기 징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수치로 전환된 상황이다. 라니냐 현상
도 기상이변을 초래할 수 있는데, 라니냐가 발생하면 브라질 북부 지역은 평년보
다 강수량이 늘고, 미국 남부지역은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해 작황이 악화될 리스
크가 있다. 최근 시장은 만일 라니냐 현상이 발생한다면 지난 2010~11년처럼 옥
수수와 대두 가격 상승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며, 이 같은 우려가
최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다만 아직은 시장이 이 같은 라니냐 우려를 선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언제
든 단기적인 가격 조정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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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MC 저금리 유지로 달러 약세 흐름 보이며 미국산 곡물 가격 지지
최근 개최된 FOMC 회의에서 연준 참가자들은 최소 2023년까지 금리인상은 없
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를 초과하는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더
라도 당장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며, 2%대의 물가 상승률을 상당 기간 용인할 생각
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 8월 전망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Fed는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수익률 곡선 제어(YCC: 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통해 직접 금리를 통
제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유로화 환율 추이 일간 차트 (출처: 삼성선물)

이 같은 연준의 정책 스탠스로 인해 달러화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들에 대
해 약세로 전환했으며, 이 같은 달러화 약세 흐름은 수출품인 주요 곡물 가격들의
해외수요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곡물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외부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외환시장 흐름은 언제든 급반전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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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달러엔 환율 일간 차트 (출처: 삼성선물)

▮ 경제활동 재개 흐름 지속과 백신 개발 또한 곡물 가격 지지 요인
지난 8월 전망에서도 강조했듯이,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정부는 경제활동 재
개로 정책 방침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경제 공황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구리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들의
완만한 상승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리 선물의 경우는 아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으로의 경기 회복을 반영하며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그림 4> 구리 선물 일간 차트 (출처: 삼성선물, 연결 선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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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선을 위해 마음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겠지만, 주요 제약사들의 코로나 백신 개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당장 1~2개월 이내에 백신 접종이 단행되기는 힘들겠지만, 내년 초부
터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도 완만하게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미국 Crop Progress 작황 평가 하락 지속. 단 전년비로는 아직 높음
앞서 언급했듯이, 곡물 시장은 최근 불거진 미국 재배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
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 최근의 가격 반등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가
격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농무부의 주간 Crop
Progress 보고에서 옥수수 작황에 대한 Good+Excellent 평가가 8월 31일에는 전
주의 64%에서 62%, 9월 8일 61%, 9월 14일 60%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부
분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물론 9월 14일 기준으로 볼 때 옥수수 작황에 대한 Good+Excellent 평가는
60%로 전년도의 55%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 라니냐 현상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同 수치의 점진적 하락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다.

▮ 다만 기술적으로 단기 급등에 따른 보합장 전개 가능성에 주의 필요
아래 차트들에서 보듯, 옥수수, 대두, 소맥 모두 최근 달러화 약세 흐름 부각,
라니냐 현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단기 급등세를 보여줬다. 다만 기술적으로
는 단기 급등 후 기술적 저항대에 도달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보다는 가격 흐름을 관망하는 매매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미국 곡물 선물 시장의 가격 반등을 가져온 요인 중 하나인 환
율의 반전 움직임이 나타날지 여부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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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옥수수 선물 가격 일간 차트 (출처: 삼성선물)

<그림 6> 대두 선물 가격 추이 차트 (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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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oybean Meal 선물가격 일간 차트 (출처: 삼성선물)

▮ 곡물 선물 전망 요약: 가격 상승 요인 부각. 단 기술적 조정은 주의
곡물 시장은 1) 라니냐 현상에 대한 우려 속에 지난 2010~11년과 같은 가격 급
등 우려 지속, 2) 달러화 약세 흐름 속에 미국산 곡물 수출에 유리한 환경 지속,
3)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지속 기대 등 가격 상승 요인이 부각된 상황이며,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옥수수 재배지역의 작황 평가치가 낮아지고 있으나 전년대비로는 높
은 상황에서, 현재 가격은 라니냐 우려가 일부 선반영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는 언
제든지 가격 조정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술적으
로 가격 저항대에 도달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
격 매수 보다는 단기적으로 가격 흐름을 관망하는 매매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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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에너지 선물 동향과 전망
2.1 에너지 선물 동향: 경제활동 재개와 수급 요인의 충돌 속에 보합
<표 3> 9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9월 18일 종가 기준)
품목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전년말比 (%)

-28.3%

-40.9%

-12.5%

-25.4%

+10.3%

전월말比 (%)

-3.6%

-4.8%

-22.2%

+1.9%

+1.8%

<표 4> 8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8월 말 종가 기준)
품목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전년말比 (%)

-25.6%

-37.9%

+12.4%

-26.7%

+8.4%

전월말比 (%)

+5.2%

-1.7%

+34.8%

+10.4%

+5.9%

WTI 원유 선물 가격은 9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전월 말 대비로는 -3.6%를 기
록하며 8월말까지의 전월 말 대비 +5.2% 상승하던 흐름이 조정세를 보였다. 이는
1) 8월부터 OPEC+의 일간 원유 생산량 감산 규모 200만 배럴 축소, 2) 코로나19
의 재확산 가능성 부각되며 경기둔화 우려가 재연된 점, 3)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 하락 전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WTI 원유선물 일간: 코로나 재확산 따른 경기 회복 둔화 우려로 조정 (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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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 환자 재확산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각국은 경제활동 재개 정
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코로나 백신이 공급 기대와 함께 경기 회복 흐름
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원유 선물 가격은 아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의
단기 하락 폭을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가솔린 선물 일간: 아직은 수렴 구간이나 (출처: 삼성선물)

2.2 에너지 선물 전망
▮ 중장기적인 경기 회복 기대는 유가 하락을 제한할 요인이나
중장기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의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도입은 이어질 전
망이며, 이 같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유가의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
이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관계자는 원유 수요가 최근 안정되고 있다고 언
급하며,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다시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美/中 정치적 갈등이 재부각되
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리스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1)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조정 후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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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 2)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들이 조정 흐름에 들어간 점 등은 이 같은 정치
적 리스크를 앞두고 나타나는 가격 흐름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10> 미국 S&P 500 mini 주가 지수 선물 차트 (출처: 삼성선물)

<그림 11> 금 선물 일간 차트: 급등 후 조정 흐름 이어짐 (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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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C+ 8월부터 감산 규모 축소, 이라크 증산 우려는 유가 제약
요인
지난 8월 전망에서도 언급했듯이, OPEC+ 시장감시위원회는 하루 970만 배럴
인 감산 규모를 8월부터는 하루 770만 배럴로 200만 배럴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OPEC+ 주요국들은 하루 770만 배럴 감산을 올해 말까지 지속하되, 내년부
터는 감산 규모를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하루 580만 배럴로 축소하기
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기본적으로 향후 WTI 원유 선물 가격의 상승 폭을 제한
할 요인이다.
또한 이라크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재정악화로 인해 내년 1분기에는 이라크
가 증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는 점도, 감산 협조체제에 분열을 가져 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사우디의 아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 단가 인하도 유가 상승 제한 요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는 10월부터 아시아로 수출되는 원유
수출 물량의 수출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압력
으로 인해 원유 조달처를 사우디産에서 미국産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
우디가 수출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기 때문으로, 향후
원유 가격의 상승 폭을 제한할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 단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백신 개발로 경기회복 흐름은 유지 전망
최근 들어 미국, 일본, 브라질, 한국 등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
장에 불안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 기본적으로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일
본 정부들은 경제활동 재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2) 이미 러시아에서는 임상 3상
을 거치지 않아 향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지만 코로나 백신 공급
이 시작되었고, 3)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인 11월 보급은 힘들겠지만 내
년 봄부터는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은,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이 완만하지만 이어져 나갈 것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또한 현재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추가적인 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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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지만, 이는 여당인 공화당
보다도 야당인 민주당이 제안한 재정지출 규모가 커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여야간 합의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요인들은
유가의 하단을 지지해 줄 요인들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이 같은 요인들이 상호 견제하며 유가의 보합 흐름이 이어
질 것으로 전망한다.

▮ 에너지 시장 전망 요약: 사우디 가격 인하, 계절적 요인으로 보합
전망
중장기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의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도입은 이어질 전
망이며, 이 같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원유 수요를 안정화시켜 유가의 하방 지
지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하지만 1) OPEC+가 8월부터 이미 감산 규모를 하루 200만 배럴 감축하기로 했
고,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하루 770만 배럴에서 580만 배럴로 감산
규모를 추가로 축소하기로 한 점, 2) 이라크가 재정악화로 인해 내년 1분기에는 이
라크가 증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는 점, 3)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켓 쉐
어 유지를 위해 10월부터 아시아로 수출되는 원유 수출 물량의 수출 가격을 인하
할 예정인 점, 4)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며 계절적인 원유 수요 둔화 요인
부각 등은 유가의 상승 폭을 제한할 요인들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원유 가격은
보합장 전개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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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곡물：세계 ‘조립곡물’의 수급동향
김태곤(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2)

1. 머릿말
곡물과 대두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소비된다. 즉 식용, 사료용, 연료용 등이다.
선진국에서는 식용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에 사료용이나 연료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수급이 긴박할 때에는 이러한 세 가지 용도 간에 경합이 발생한다.
용도 면에서 볼 때, 쌀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사료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생산
하는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전량 식용으로 소비된다. 밀은 대부분이 식
용 등(총소비량의 82%)이고, 나머지는 사료용(18%)으로 소비된다. 대두는 식용과
유지용 등(93%)이고, 일부는 사료용(7%)으로 소비되며, 대두박은 전량 사료용이
다. 그리고 옥수수는 주로 사료용(63%)으로 소비되면서, 최근 연료용과 경합하는
경향이 있다(김태곤. 2020.6).
곡물의 용도를 사료용으로 한정할 때, 조립곡물(coarse grain)에 관한 수급 동
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립곡물이란 옥수수를 비롯하여, 수수, 보리, 귀리
(oats), 호밀(rye), 조, 잡곡 등을 포함하며, 총소비량의 62%가 사료용이다.
조립곡물의 주요 생산국은 미국, 중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며, 수출국은
미국, 우크라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EU 등이다. 또한 소비국은 미국, 중국,
EU, 브라질, 멕시코이며, 수입국은 EU, 멕시코, 중국, 일본, 이란이다. 이러한 국
가의 수급 및 무역 동향이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 ryun0131@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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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곡물의 수급동향
2.1. 수급 동향
미국 농무부(USDA)가 2020년 9월 11일 발표한 2020/21년도 세계 곡물 및 대두
에 관한 수급전망에 의하면(2020.9.1 기준), 생산과 소비, 기말재고량이 함께 증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격동향을 보면, 쌀은 일부 수출국의 수출 제한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높은 수
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옥수수를 비롯하여, 밀, 대두는 대체로 전전년, 전년 수준
에서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대두를 제외한 쌀, 밀, 조립곡물(옥수수, 기타 조립곡물) 등 세계 곡물 전체의
수급은 다음과 같다.
- 생산량：27.30억 톤(전년대비 2.4% 증가)
- 소비량：27.08억 톤(전년대비 2.0% 증가)
- 기말재고량：8.41억 톤(전년대비 2.7% 증가)
- 기말재고율：31.1%(전년대비 0.2%포인트 증가)

2.2. 품목별 수급동향
⑴ 밀
밀의 수급동향을 보면, 생산량은 아르헨티나에서 한발의 영향으로 감산이 예상
되고 있지만, 호주와 캐나다에서 기상조건의 덕분으로 증산되어, 세계 생산량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량도 EU에서 감소가 예상되고 있
지만, 중국 등에서 증가하여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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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곡물 및 대두 수급동향과 전망(2020.9.1 기준)
(억 톤)

2020/21

2018/19

2019/20
(전망)

(예상)

(전년대비)

(참고)
2012/13

전체
(곡물)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26.25
26.40
8.08
30.6%

26.66
26.56
8.19
30.8%

27.30
27.08
8.41
31.1%

2.4%
2.0%
2.7%
0.2

22.96
22.84
4.81
21.1%

밀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7.30
7.35
2.84
38.6%

7.64
7.48
3.00
40.1%

7.70
7.51
3.19
42.5%

0.8%
0.4%
6.5%
2.5

6.61
6.79
1.83
26.9%

옥수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11.24
11.44
3.21
28.0%

11.13
11.24
3.09
27.5%

11.62
11.65
3.07
26.3%

4.5%
3.6%
-0.8%
-1.2

8.99
8.77
1.45
16.5%

쌀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4.97
4.84
1.77
36.5%

4.96
4.91
1.82
37.0%

5.00
4.96
1.85
37.2%

0.7%
1.1%
1.7%
0.2

4.76
4.65
1.23
26.5%

대두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3.61
3.43
1.13
32.9%

3.37
3.51
0.96
27.3%

3.69
3.69
0.94
25.4%

9.6%
4.9%
-2.5%
-1.9

2.69
2.65
0.58
21.9%

주 1: 곡물전체는 밀, 옥수수, 쌀, 잡곡(보리, 귀리, 호밀, 조, 수수 등)의 합계임. 대두는 곡물에 포함되지 않음.
2: 밀은 밀과 밀가루의 합계임.
3: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소비량)×100 임.
4: 곡물년도는 북반구, 남반구,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미국은 밀은 (6~5월), 옥수수(9~8월), 쌀(8~7월), 대두
(9~8월)임.
5: 기말재고율의 전년대비는 %포인트 차이임.
6: 참고란의 2012/13년은 최근 수급이 가장 긴박했던 연도임.
자료：USDA(2020.9.11)

세계 전체로 보면, 밀은 생산이 소비를 상회하여 기말재고량은 미국은 감소하지
만, 중국이나 인도, 호주 등에서 증가하는 등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2.5% 포인트 상승하여 42.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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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옥수수
옥수수의 세계 생산량을 보면, 미국에서는 단수와 수확면적이 당초 보다 감소하
고 있지는 하지만 전년도 보다는 증산이 예상되고, 더구나 브라질에서는 재배면적
이 늘어나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
소비량은 미국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가솔린 수요의 정체에 따른 연료용 수
요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사료용 수요가 증가하여 총소비량은 전년
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생산량이 소비량을 하회하여 기말재고량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말재고량은 미국, 브라질에서 증가하는 반면에, 중국에서 감소한다. 따
라서 기말재고율은 전년도에 비해 1.2% 포인트 감소한 26.3%로 떨어질 전망이다.

⑶ 쌀
쌀에 대해서는 생산량은 태국에서 관개 용수의 제약에 의하여 당초보다 감소하
고 있지만, 인도에서 증산이 예상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생
산량은 소비량을 상회하여 기말재고량은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 기말재
고율은 전년도에 비해 0.2% 포인트 증가한 37.2%로 예상된다.

⑷ 대두
대두의 수급동향을 보면, 생산량은 미국에서 단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배면적이 늘어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도 증산,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
로 보인다.
소비량은 중국에서 사료 수요가 회복하여 증가가 예상되고, 미국과 아르헨티나
에서도 증가하여 세계 전체로는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기말재고량은 미국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도에 비해 1.9% 포인트 감소한 25.4%로 떨어질 전망이
다. 대두의 기발재고량은 최근 3년간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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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곡물의 가격동향
2.1. 밀
가격은 시카고상품거래소의 9월 제1주말 기준이다.
밀은 부셀(bu)당 5.40 달러(전년동기 4.60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수급이 긴박
했던 2012년 8월에 9 달러를 상회한 적도 있으나, 최근 3년간은 5 달러 전후를 유
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2020년 밀 가격의 동향을 보면, 1월에 들어와 건조한 기후의 영향에 의한 호주
에서의 감산 전망과 아르헨티나의 수출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5 달러대 후반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19/20년의 증산 실적, 그리고 2020/21년의 증산 전
망 등의 요인으로 3월 중순이후 5 달러 전후로 추이하고 있다.
3월 후반까지, 러시아에서 수출할당량 설정, 미국에서 재배의향면적이 시장 예
상을 하회한 점 등으로 일시 5 달러대 후반으로 상승하였다. 4월의 수출실적 저조,
옥수수 가격 하락, 건조 우려의 유럽이나 흑해에서의 강우, 그리고 USDA의 5월
수급전망에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기말재고량 등의 영향으로 5월 중순에는 가격
이 4 달러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걸쳐, 미국이나 러시아의 건조 우려, 미국 북부와 캐
나다에서의 봄밀 재배 지체 등으로 한때 5 달러대 전반으로 가격이 회복하였다.
세계 전체로는 풍부한 공급전망, 미국산 겨울밀의 수확 진전 등으로 6월 하순에는
4 달러대 후반까지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다.
한편 7월에 들어와 EU와 러시아에서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의해 한
때 5 달러대 중반까지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후 미국산 봄밀의 작황 개선이나 러
시아의 증산 전망에 의해 8월 상순에 4 달러대 후반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그 후
아르헨티나의 건조 우려, 프랑스의 수출량 감소 전망, 미국산의 수출 기대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8월말에서 9월초 현재 5 달러대 중반으로 추이하고 있다.

2.2. 옥수수
옥수수 가격은 부셀 당 3.47 달러(전년 동기 3.43 달러)이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준이다. 2012년 가격이 폭등한 때는 8 달러를 넘어선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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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이후 아르헨티나의 수출세 인상, USDA의 1월 수급전망에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미국의 생산량, 시장이 미․중 통상협의의 내용을 약(弱) 재료로
평가하는 점, 남미의 풍작 전망 등의 영향으로 2월 하순에는 3 달러 중반으로 하락
하였다.
3월 상순에는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한때 3 달러 후반으로 상승한 적이 있지만,
그 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미국의 재배의향면적, 석유가격 하락에 따른 에탄올
수요 감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조업을 정지한 미국 내 축산업의 사료수요 감소
우려 등으로 4월 하순에는 3 달러 전후로 떨어졌다.
5월 이후는 순조로운 재배 진척 등에 의한 미국의 풍작 예상, 코로나 확대에 의
한 수요 감소 우려, 석유가격 상승에 의한 에탄올 생산량 회복, 6월말의 시장 예상
을 대폭 하회하는 USDA의 재배면적 전망 등의 요인으로 7월 상순에는 3 달러대
중반까지 가격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양호한 기상조건에 의한 미국산의 풍작 예상으로 8월에 들
어와 3 달러 전반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하지만 8월 중순 이후 미국 중서부의 건조
우려, 미국산의 수출 기대 등으로 가격이 상승, 8월말에서 9월초까지 3 달러대 중
반으로 추이하고 있다.

2.3. 쌀
쌀 가격은 태국 국가무역거래위원회의 9월 제1주 수요일의 FOB 가격이다.
톤당 535 달러(전년동기 449 달러)로서 4월에 비해서는 하락하였지만, 전전년
이나 전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년 들어 쌀 가격이 특히 높은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20년 1월 이후 태국 북부에서 강우 부족에 의한 건기미(乾期米) 감산이 예상
되어 1월 하순에는 470 달러 중반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2월에는 한때 460 달러 중반으로 가격이 떨어졌지만, 아프리카 등의 수입 수요
나 태국 북부의 강우 부족에 의한 건기미 감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식량 확보를
목적으로 한 베트남의 수출할당량 설정 등의 요인으로 4월 상순에는 590 달러대
중반까지 가격이 폭등하였다.
그 후 5월부터 베트남이 수출할당량을 해제함에 따라 베트남산이나 인도산으로
수요가 시프트 하였다. 이에 따라 5월 중순에는 510 달러대 중반으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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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나 필리핀 등의 수입 수요, 강우 부족에 의한 태국의 우기미(雨期米)에 대
한 영향 우려로 6월 중순에는 540 달러대 중반까지 다시 상승하였다.
그 후 신곡의 건기미 출하 등으로 7월 중순에는 470 달러 대 중반까지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태국 바트화의 가치 상승을 비롯하여, 관개 용수의 이용제한에 의
한 우기미 식부 지체에 의한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9월 현재
530 달러대 중반으로 추이하고 있다.

2.4. 대두
대두 가격은 시카고상품거래소의 9월 제1주 현재 부셀 당 9.70 달러(전년 동기
8.45 달러)이다. 5월 중순 8 달러대에서 최근까지 약세이기는 하지만 상승하는 추
세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의 행방이 주목된다. 2012년에는 17 달러를 넘어선 적
도 있다.
2020년 1월 이후 남미의 풍작 전망에 추가하여 미․중 통상협의의 제1차 합의에
중국 측의 대두 추가관세 철폐가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로, 1월 하순에는 8.7 달러
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2월에 들어와서는 중국에 의한 미국산 대두의 추가관세 인하와 수입업자에 대
한 면세조치를 공표한 것, 아르헨티나의 수출세 인상 공표 등의 요인으로 2월 중
순과 3월초에 일시적으로 9 달러 가까이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USDA의 3월
수급전망에서 남미 생산량의 상향 조정, 브라질의 수확 개시에 따른 미국산의 수
출 감소 우려로 인하여 3월 중순에는 8 달러대 전반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3월 하순에는 남미의 물류지체 우려를 비롯하여,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미국
의 재배의향면적 영향으로 한때 8 달러대 후반까지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4
월 하순에 브라질산과의 경합에 의한 미국산의 수출 감소 우려, 코로나 확대에 의
해 미국 내 축산업의 사료수요 감소 등의 요인으로 가격은 8 달러대 전반까지 하
락하였다.
그러나 5월 상순이후 미국의 순조로운 식부 진척과 중국에 의한 미국산 대두의
매입 기대, 석유가격 회복, 6월말의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USDA의 재배면적 보고
등에 의해, 7월말에는 8 달러대 후반까지 상승하였다. 그 후도 8월 중순에 미국 중
서부의 고온건조 우려, 중국에 의한 미국산 매입기대 등에 의해 9 달러대 중반으
로 추이하고 있다(日本農林水産省. 202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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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곡물가격은 2000년대에 들어와 사료용이나 연료용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급부족 요인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되어 2012/13년에는 폭등한 바가 있
다. 이후 현재까지는 쌀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여 최근 3년간
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초반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수출국의 일시적인 수출제한 조치
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있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
흐스탄, 세르비아, 인도, 베트남 등에서 밀⋅밀가루나 쌀에 대한 일시적인 수출제
한이 있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장기적으로 곡물시장을 교란할 정도는 아니었다. 2020년 9월
현재 주요 생산국의 공급 증가와 주요 소비국의 소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
는 가운데, 쌀을 제외하고는 가격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표 2>.
<표 2> 최근의 곡물 및 대두가격
2020년 9월 제1주말

전년동기

5.40
3.47
535
9.70

4.60
3.43
449
8.45

밀(달러/bu)
옥수수(달러/bu)
쌀(달러/톤)
대두(달러/bu)

주：시카고상품거래소 가격. 단지 쌀은 태국국가무역거래위원회, 9월 제1주 수요일 기준임.
자료：日本農林水産省(2020.9b).

3. 세계 조립곡물의 수급동향
3.1. 조립곡물의 사료용 추정량
조립곡물은 입자가 굵은 곡물로서 주로 사료용으로 사용된다. 옥수수를 비롯하
여, 수수, 보리, 귀리, 호밀, 조, 잡곡이 포함된다. 옥수수의 소비량 중에서 사료용
비율은 63%이고, 기타 조립곡물은 59%에 달한다.
2020/21년도 조립곡물의 사료용 소비량을 추정해 보면, 총소비량 14.60억 톤
중에서 9.08억 톤이 사료용으로 소비될 것으로 보인다. 즉 조립곡물의 62%가 사
료용으로 소비된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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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립곡물의 사료용 추정량(2020/21년)
소비량(억 톤)

사료용(억 톤)

비율(%)

14.60
11.62
2.98

9.08
7.32
1.76

62
63
59

밀
대두

7.70
3.70

1.39
0.26

18
7

합계

26.00

10.73

41

조립곡물
옥수수
기타 조립곡물

주：합계에는 쌀 제외. 기타 조립곡물은 수수, 보리, 귀리, 호밀, 조, 잡곡을 포함함.
자료：사료용 소비량은 2020/21년 9월 현재 소비량에 김태곤(2020. 6) <표 4>의 사료용 소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함.

따라서 향후 사료용 곡물의 수급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조립곡물의 수
급 및 가격동향을 비롯하여, 주요 생산국의 생산동향, 소비국의 소비동향, 수출국
의 수출능력 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3.2. 조립곡물의 수급동향
조립곡물의 5대 생산국은 ① 미국, ② 중국, ③ EU, ④ 브라질, ⑤ 아르헨티나
등이다. 중국과 아르헨티나에서 생산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미국
과 브라질에서 증산이 예상된다. 생산량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14.60억 톤에 달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소비량을 보면, 미국, 중국, EU 등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증가가 예
상된다. 따라서 세계 소비량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14.61억 톤으로 늘어날 것으
로 보인다.
그 결과로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말재
고량은 옥수수의 감소가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 기타 조립곡물의 기말재고량은 전
년대비 3.4%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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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옥수수의 수급을 둘러싼 동향
⑴ 미국
미국의 2020/21년도 옥수수 수급전망(2020.9~2021.8)에 의하면(2020.9.1 기
준), 재배면적과 단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생산량은 전년대비 9.4%나 증가한 3.78
억 톤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사료용과 에탄올 연료용이 함께 늘어나고, 더구나 수출용 수요도 늘어
나 전년대비 4.1% 증가한 3.14억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량은 일시적
으로 감소하였던 전년에 비해 31.7% 증가한 0.59억 톤에 달하는 등 옥수수 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에탄올 연료용 수요에 대해 살펴보면, 금년 3월 이후 미국 내에서 코로나
확대로 인하여 도시봉쇄가 행해짐에 따라 가솔린 소비가 대폭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에탄올 수요도 감소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 에탄올 재고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5월 이후는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이 회복
하기 시작하여 재고는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다.
<표 4> 조립곡물의 수급동향(2020/21년)
2020/21년(억 톤)

조립곡물

옥수수

기타 조립곡물

생산량

14.60

소비량

14.61

3.1%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3.37
23.1%

-0.1%
0.7

생산량

11.62

4.5%

소비량
기말재고량

11.65
3.07

3.6%
-0.8%

기말재고율

26.3%

-1.2

생산량

2.98

1.4%

소비량

2.96

1.0%

0.30
10.1%

3.4%
0.2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주： 기말재고율의 전년대비는 %포인트 차이임.
자료：USDA(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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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브라질
브라질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옥수수 수출국이다. 브라질은 동일 지역에
서 옥수수 생산이 연 2기작이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연 3작까지 할 수 있
다.3) 또한 미국에서 옥수수와 대두가 경합하는 것과 같이 브라질에서도 재배농가
는 가격조건에 따라서 유리한 작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즉 대두의 가격조건이 좋으면 옥수수에서 대두로 전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더
구나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이 상승하면 광활한 목초지에서 곡물 재배지도 전환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1990년대 초반이후 옥수수 1작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반면에, 대
두 식부면적은 현재까지 늘어나고 있다. 옥수수 2작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山口真功 他. 2020.8).
브라질의 2020/21년도 옥수수 수급전망(2021.3~2022.2)에 의하면, 생산량은
수확면적과 단수 증가에 의하여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고, 소비량도 수출 증가에
의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지 공급량 증가가 소비량 증가를 상회하여
기말재고량과 기말재고율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

4. 요약 및 전망
2020년 9월 현재 시점에서 USDA의 2020/21년 세계 곡물 수급동향에 의하면,
생산량은 전년대비 2.4% 증가, 소비량은 전년대비 2.0% 증가, 그리고 기말재고량
은 전년대비 2.7% 증가하는 등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 동향도 쌀은 코로나 19의 여파와 기상조건에 의한 감산 영향이
작용하여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곡물, 즉 옥수수를 비롯하여,
밀, 대두는 전전년도와 전년도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한편 용도 면에서 사료용 곡물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 조립곡물의 동향에 대해

3) 브라질에서는 같은 농지에서 1년에 대두와 옥수수, 또는 옥수수 2회 수확이 가능하다. 옥수수는 재배
시기에 따라 3작으로 구분된다. ① 대두와 같은 시기, 즉 10월 파종, 다음해 2~3월 수확(1작), ② 대
두 수확직후 2~3월 파종, 6~7월 수확(2작), ③ 미국 등 북반구와 같은 시기인 5월 파종, 10월 수확(3
작) 등이 일반적이다(山口真功 他. 2020.8).
4) 브라질에서는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가 곡물의 수급전망에 대하여 월보와 연보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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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립곡물이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조, 기타 잡곡
등을 포함하며, 이들 곡물은 총소비량의 62%가 사료용으로 소비된다. 때문에 사
료용 곡물의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세계 조립곡물의 수급동향에 대
한 정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곡물수급에 있어서 생산과 수요 면에서 쌀을 제외하고는 코로나의 영향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5) 이러한 가운데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중국
에서의 생산과 소비 동향이다.
중국에서는 2020년 6월 이후, 장강 유역의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조생종 쌀 피
해가 있었다. 또한 7월 이후 한발로 인하여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내몽고자치
구 등 동북 4성에서 옥수수와 대두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그리고 일부 미미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운남성 등지에서는 중동지역에서 날아온
메뚜기 떼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
한편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 19의 영향에서
벗어남에 따라 돼지생산이 회복하여 사료용 옥수수나 대두박의 수요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옥수수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재고를
방출하는 한편, 국내외 가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日本農林水産省. 2020.8).
세계 사료곡물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결국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경영안
정과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실태에 근거하여 사료곡물의
국내생산 확대를 비롯하여, 국외로부터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 또한 완충장치로서
의 비축제도 운영, 그리고 가격안정제도와 같은 안전망 구축 등의 정책수단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5) 쌀의 경우도 태국 등의 주요 생산국에서는 기상조건에 의한 감산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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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Issue Box

Issue Box 1편 : 선물시장의 베이시스(Basis) 정보를 활용한 곡물 구매전략

<Issue Box> 제1편

선물시장의 베이시스(Basis) 정보를
활용한 곡물 구매전략
윤병삼(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6)

1.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한 곡물 매입헤지(Long Hedge)
장차 곡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선물계약
을 매입하는 거래가 바로 매입헤지(long hedge; buying hedge)이다. 곡물 트레이
더들은 이와 같이 선물 매입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을 가리켜 ‘short the basis(short
cash & long futures)’라고 부른다. ‘Short the basis(short cash)’라는 의미는 단
순히 표현하자면, 지금 당장은 실물(현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의 일정 시
점에 실물(현물)을 구매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거래 손익은 실물
을 구매할 적기(適期)를 기다리는 동안에 베이시스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하여 매입헤지하는 요령을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
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상황>
9월 1일 Y사료회사는 내년 2월 중순에 인도될 12,700 톤(m/t)의 옥수수에 대한
구매가격을 세 군데의 공급사(supplier)로부터 제시받았다. Y사는 통상적으로
C&F(cost and freight; CFR; 해상운임포함 가격) 조건으로 옥수수를 구매하며,
공급사들이 제시한 옥수수 가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공급사 A

공급사 B

공급사 C

$173/mt

$175/mt

$171/mt

* bsyoon@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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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되고 있는 내년 3월물(Mar) 옥수수
선물가격은 $3.90/bu로, 이를 톤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53.54/mt(= $3.90/bu
× 39.368 bu)이다. 공급자별 C&F 가격에서 선물가격을 차감하여 베이시스, 즉
C&F 베이시스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공급사

현물가격(S)

선물가격(F)

베이시스(b)

A

$173/mt
(= $4.39/bu)

$3.90/bu
(= $153.54/mt)

+$0.49/bu
(= +$19.46/mt)

B

$175/mt
(= $4.45/bu)

$3.90/bu
(= $153.54/mt)

+$0.55/bu
(= +$21.46/mt)

C

$171/mt
(= $4.34/bu)

$3.90/bu
(= $153.54/mt)

+$0.44/bu
(= +$17.46/mt)

주) 공급사가 제시하는 현물가격은 일반적으로 톤(m/t) 당 가격으로 표시되는 반면 선물가격은 부셸(bu) 당 가격으
로 표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가격을 먼저 표시하고, 괄호 안에는 부셸(bu) 당 가격 및 톤(m/t) 당 가격으
로 환산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헤지전략>
만약 단순히 최저가낙찰방식을 따른다면, 공급사 C가 제시한 C&F 가격
($171/mt)을 받아들여 옥수수를 구매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보다 원천적으로 과
연 지금이 옥수수를 구매할 최적기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서, 지
금 옥수수(현물)를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선물로 매입헤지를 해놓고 좀 더
기다렸다가 옥수수를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과거의 베이시스 기록을 활용하는 것이다. Y사는 지난 몇 년 동안
결제월별 선물가격을 기준으로 베이시스를 산출하여 Excel 파일에 꼼꼼하게 정리
해왔다. 이러한 베이시스에 대한 기록이 이제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다.
Y사는 지난 5년 동안 9월 1일을 전후로 한 시점에 3월물 옥수수 선물가격을 기
준으로 한 베이시스 기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난 5년간의 베이시스 평균이
+$15/mt Mar($15 over March)이고, 최고값이 +$17/mt Mar($17 over March),
그리고 최저값은 +$13/mt Mar($13 over March)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급사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171/mt)을 제시한 공급사 C의 C&F 베이시스는
+$17.46/mt Mar($17.46 over March)이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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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 C의 C&F 베이시스는 지난 5년간의 베이시스 평균은 물론이거니와 최고
값도 넘어서는 아주 높은(강한) 수준이다. 이처럼 베이시스가 유례없이 강하다(높
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베이시스(      )가 매우 높다(강하다)는 것은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세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
세인 현물을 바로 구매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세인 선물을 매입하여 헤징하고,
베이시스가 약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Y사는 12,700 톤(m/t)의 옥수수에 해당하는 3월물(Mar) 옥
수수 선물 100 계약을 $3.90/bu에 매입하였다(옥수수 선물 1계약 = 5,000 bu =
127.007 m/t). Y사는 옥수수 선물을 매입함으로써 옥수수 구매가격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남은 일은 베이시스가 원하는 대로 약화되기를(하락하기를) 기
다리는 것이다. 곡물 트레이더들의 용어대로 표현하자면, Y사의 포지션은 ‘short
the basis’, 즉 short cash and long futures(short cash/long futures)가 된다.

<결과>
10월 중순에 이르러 동일한 조건으로 세 개의 공급사로부터 옥수수 구매가격을
제안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급사 A

공급사 B

공급사 C

$180/mt

$184/mt

$181/mt

한편 당일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되고 있는 내년 3월물(Mar) 옥수
수 선물가격은 $4.20/bu로, 이를 톤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65.35/mt(=
$4.20/bu × 39.368 bu)이다. 공급자별 C&F 가격에서 선물가격을 차감하여 베이
시스, 즉 C&F 베이시스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공급사

현물가격(S)

선물가격(F)

베이시스(b)

A

$180/mt
(= $4.57/bu)

$4.20/bu
(= $165.35/mt)

+$0.37/bu
(= +$14.65/mt)

B

$184/mt
(= $4.67/bu)

$4.20/bu
(= $165.35/mt)

+$0.47/bu
(= +$18.65/mt)

C

$181/mt
(= $4.60/bu)

$4.20/bu
(= $165.35/mt)

+$0.40/bu
(= +$15.65/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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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군데의 공급사가 제시한 C&F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베이시스가 가장 낮은
(약한) 것은 공급사 A의 +$14.65/mt Mar($14.65 over March)이다. 이를 바탕으
로 Y사는 다시 과거의 베이시스 기록을 검토한다. 즉, 지난 5년 동안 10월 중순
시점에 3월물 옥수수 선물을 기준으로 한 베이시스 기록을 검토한다. 그 결과 공
급사 A의 베이시스가 지난 5년간 베이시스의 평균을 밑돌 뿐만 아니라 최저값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 베이시스가 매우 낮은(약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베이시스를 확정
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즉, 공급사 A의 C&F 가격을 수용하여 현물을 구매하고, 동
시에 3월물 옥수수 선물 100 계약을 $4.20/bu에 전매하여 매입헤지를 청산한다.
그 결과 옥수수의 순매입가격(NBP)은 <표 1>과 같다.
<표 1>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한 매입헤지(long hedge)의 결과
날짜

현물시장(S)

선물시장(F)

베이시스(b)

9월 1일

$171/mt
(= $4.34/bu)

$3.90/bu(long)
(= $153.54/mt)

+$0.44/bu
(= +$17.46/mt)

10월 중순

$180/mt
(= $4.57/bu)

$4.20/bu(short)
(= $165.35/mt)

+$0.37/bu
(= +$14.65/mt)

거래손익

-$9/mt
(= -$0.23/bu)

+$0.30/bu
(= +$11.81/mt)

 ＝-$0.07/bu

순매입가격
(NBP)

(= -$2.81/mt)

$4.27/bu
(= $168.19/mt)

결과적으로, Y사가 옥수수를 구매한 가격은 $180/mt(= $4.57/bu)이지만, 선물거
래 이익 +$0.30/bu(= $11.81/mt)을 반영하면, 순매입가격(NBP)은 $4.27/bu(=
$168.19/mt)이 된다. 전체 옥수수 구매물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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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역

옥수수 구매대금

$2,286,000
(= $180/mt × 12,700 m/t)

선물거래 이익

$150,000
(= $0.30/bu × 5,000 bu × 100 계약)

순매입금액
(순매입가격)

$2,136,000
(= $2,286,000 - $150,000)
$168.19/mt
(= $2,136,000 ÷ 12,700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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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거래결과를 베이시스 변동의 관점에서 음미해보도록 하자. 매입헤지에 관
한 이론적 설명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Y사가 헤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가격은 헤지를 시작하는 시점인 9월 1일의 현물가격 $171/mt(= $4.34/bu)이다.
그리고 헤지기간 동안 베이시스가 변동한 폭은  ＝-$0.07/bu(= -$2.81/mt)이
다. 따라서 옥수수 순매입가격(       )은 $4.27/bu(= $168.19/mt)이 된
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시스가 $0.07/bu(= $2.81/mt)만큼 하락함으로써(약화됨
으로써) 순매입가격(NBP)이 목표가격보다 베이시스 하락분(약화분)만큼 낮아지게
된 것이다.
만약 9월 1일에 어느 공급사가 제시한 C&F 가격이 $165/mt이었다면 어떻게 되
었을까? 당일 3월물 옥수수 선물가격이 $3.90/bu(= $153.54/mt)이었으므로, 베
이시스는 +$11.46 Mar(= $165/mt - $153.54/mt)가 된다. 이러한 베이시스는 지
난 5년간의 베이시스 평균(+$15/mt Mar)은 물론 최저값(+$13/mt Mar)보다도 낮
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와 같이 베이시스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약한) 수준이라는 것은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세(선물가격이 현물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강세)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물을 매입하여 헤지하지 않고, 현물을 바
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공급사의 C&F offer를 받아들여 곧바로 현물을
구매한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이시스 정보를 이용하면 언제 현물을 구매해야
할지 또는 선물을 매입하여 헤지해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요컨대, 만약 현재의 베이시스가 과거의 베이시스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약
하다)면, 현물이 매우 약세라는 것이므로 현물을 바로 구매한다. 반대로 만약 현재
의 베이시스가 과거의 베이시스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다(강하다)면, 현물이 매우
강세라는 것이므로 (강세인) 현물을 바로 구매하기보다는 (약세인) 선물을 매입하
여 헤지한 다음 베이시스가 약화(하락)되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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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한 곡물 매도헤지(Short Hedge)
보유중인 곡물을 장차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선물계약을 매도하는 거래가 바로 매도헤지(short hedge; selling hedge)이다. 곡
물 트레이더들은 이와 같이 선물 매도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을 가리켜 ‘long the
basis(long cash & short futures)’라고 부른다. ‘Long the basis(long cash)’라
는 의미는 단순히 표현하자면, 현재 실물(현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거래 손익은 현재 시점과 곡물을 판매하는 시점 사이에 베이시스가 어떻
게 변동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곡물을 구매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물계약을 매입하는 매입헤지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과정에서 어떤 유형의 가격 위험에 직면하느냐, 즉 가
격 상승 위험에 직면하느냐 아니면 가격 하락 위험에 직면하느냐에 따라 헤지의
유형도 달라진다.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하여 곡물을 구매한 후 매도헤지를 실시함
으로써 순매입가격(NBP)을 낮추게 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상황>
10월 1일 Y제분회사는 내년 1월에 인도될 13,600 톤(m/t)의 소맥을 구매하려고
한다. 당일 공급사의 C&F offer 가격은 $211.25/mt(= $5.75/bu = $211.25/mt ÷
36.743 bu)이고,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3월물 소맥 선물가격은 $5.48/bu(=
$201.35/mt = $5.48/bu × 36.743 bu)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C&F 베이시
스는 +$9.90/mt Mar($9.90 over March)이다.

C&F 가격

3월물(Mar)

베이시스

$211.25/mt
(= $5.75/bu)

$5.48/bu
(= $201.35/mt)

+$0.27
(= +$9.90/mt)

Y사가 보유하고 있는 과거 베이시스 기록에 의하면, 10월 1일을 전후로 한 시점
에 3월물 소맥 선물을 기준으로 한 과거 베이시스의 5년 평균은 +$11.75/mt
Mar($11.75 over March)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C&F offer를 받아들여 소맥을 구매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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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의 베이시스 +$9.90/mt Mar는 과거의 베이시스 평균 +$11.75/mt
Mar보다 매우 낮은(약한) 상태이므로 곧바로 현물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공급사의 C&F offer를 받아들여 $211.25/mt에 13,600 톤(m/t)의 소맥을 구매하
는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소맥을 구매한지 채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시장상황이 급변하면서 가격이
하락 반전하였고, 급기야는 소맥가격이 C&F 계약가격 이하로 하락할 우려마저 들
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제품
가격 인하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매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헤지전략>
11월 1일 Y사는 소맥의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맥 선물시장을 이
용하기로 결정한다. Y사는 C&F 계약을 통하여 이미 소맥을 구매한 상황이므로 소
맥 선물계약을 매도하는 매도헤지에 들어간다. 소맥 구매물량 13,600 톤(m/t)에
맞춰 3월물 소맥 선물 100 계약을 $5.50/bu에 매도한다(100계약 = 13,600 m/t ÷
136 mt/계약). 곡물 트레이더들의 용어대로 표현하자면, Y사의 포지션은 ‘long
the basis’, 즉 ‘long cash and short futures(long cash/short futures)’가 된다.

<결과>
1월 3일에 C&F 계약을 통하여 구매한 소맥을 인도받고, 동시에 3월물 소맥 선
물 100계약을 $5.00/bu에 환매하여 매도헤지를 청산한다.
정리하자면, C&F 계약을 통하여 소맥을 구매한 가격은 $211.25/mt(=
$5.75/bu)이다. 그리고 11월 1일에 3월물 소맥 선물을 $5.50/bu(= $202.09/mt)
에 매도하였다가 1월 3일 $5.50/bu(= $202.09/mt)에 환매하여 얻은 이익은
+$0.50/bu(= +$18.37/mt)이다. 따라서 매도헤지를 통한 소맥의 순매입가격
(NBP)은 $192.88/mt(= $5.25/bu)이 된다. 이러한 순매입가격(NBP)은 C&F 구매
가격 $211.25/mt(= $5.75/bu)보다 선물거래 이익 +$18.37/mt(= +$0.50/bu)만
큼 더 낮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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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한 매도헤지(short hedge)의 결과
날짜

현물시장(S)

선물시장(F)

베이시스(b)

10월 1일

$211.25/mt
(= $5.75/bu)

$5.48/bu
(= $201.35/mt)

+$0.27
(= +$9.90/mt)

11월 1일

$5.50/bu(short)
(= $202.09/mt)

1월 3일

$5.00/bu(long)
(= $183.72/mt)

거래손익

+$0.50/bu
(= +$18.37/mt)

순매입가격
(NBP)

$5.25/bu(= $5.75/bu - $0.50/bu)
(= $192.88/mt = $211.25/mt - $18.37/mt)

전체 소맥 구매물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역

소맥 구매대금

$2,873,000
(= $211.25/mt × 13,600 m/t)

선물거래 이익

$250,000
(= $0.50/bu × 5,000 bu × 100 계약)

순매입금액
(순매입가격)

$2,623,000
(= $2,873,000 - $250,000)
$192.87/mt*
(= $2,623,000 ÷ 13,600 m/t)

* 위에서 계산된 결과와 <표 2>에서 계산된 결과 사이에 $0.01/mt의 차이가 발생된 이유는 위의 계산과정에서 소
숫점 이하 2자리 숫자에서 반올림한데 기인한다.

위의 사례는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하여 단순히 소맥을 구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매도헤지를 함으로써 순매입가격(NBP)을
보다 낮춘 경우이다. 이처럼 선물거래를 이용하면 단순히 현물을 구매하는 것보다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이익을 실
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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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한 매입헤지의 이월(Rolling Long Hedges)
헤지를 적절히 이월하면 헤징기간이 연장된 동안 베이시스의 유리한 변동으로
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헤지의 이월 시 결제월간 스프레드로부터
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매입헤지에서는 헤징기간 동안 베이시스가 낮아져야만,
즉 약화되어야만 이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매입헤지는 역조시장에서 이월하여야
만 역조 스프레드만큼의 거래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매입헤지를 이월하기 위해
서는 현재의 시장상황, 과거의 베이시스 및 스프레드의 변동 패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하여 매입헤지를 이월하는 요령을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상황>
1월 10일 Y사료회사는 8월 말에 인도될 3,800 톤(m/t)의 옥수수를 구매하고자
한다. 공급사가 제시한 C&F 베이시스는 +$0.20/bu Sep($0.20/bu over
September)이다. 1월 10일의 옥수수 선물가격은 다음과 같다.
3월물(Mar)

$4.3175/bu

$169.97/mt

5월물(May)

$4.3925/bu

$172.92/mt

7월물(Jul)

$4.4525/bu

$175.29/mt

9월물(Sep)

$4.4700/bu

$175.97/mt

7월/9월물 spread

+$0.0175/bu

+$0.69/mt

<헤지전략>
Y사는 현재의 옥수수 수급 상황, 과거의 베이시스 및 스프레드 패턴 등을 면밀
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급사가 제시한 C&F 베이시스가 과거의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다(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7월물과 9월물 간의 스프레드
가 양(+)의 스프레드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의 스프레드로 역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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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장 전망을 토대로, Y사는 당장 옥수수를 구매하기 보다는 베이시스가
낮아질(약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옥수수를 구매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옥수수
가격이 상승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수수 선물을 30계약 매입하여 헤지한다
(3,800 m/t ÷ 127 m/t ≒ 30계약).
여기서, 매입헤지를 할 때 어느 결제월(인도월)을 선택하여 헤지하는 것이 바람
직할까?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자면, 현물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보다
후행(後行)하는 최근월물, 즉 현물의 인도 시기가 8월 말이므로 9월물 선물계약을
선택하여 헤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7월물과 9월물 간의 스프레드가 역조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먼저 7월물을 매입하여 헤지한 다음 스프레드가 역조
될 때 9월물로 헤지를 이월한다면, 역조 스프레드만큼 매입베이시스를 낮출 수 있
기 때문에 보다 유리해진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Y사는 1월 10일에 7월물 옥수수
선물 30계약을 $4.4525/bu에 매입한다.

<결과>
7월 1일에 이르러 옥수수 선물가격은 다음과 같다.
7월물(Jul)

$4.3125/bu

$169.77/mt

9월물(Sep)

$4.2925/bu

$168.99/mt

7월/9월물 spread

-$0.02/bu

-$0.79/mt

Y사가 예상했던 대로 7월물과 9월물 간의 스프레드가 역조되어 9월물이 7월물
보다 $0.02/bu(= $0.79/mt) 낮게 거래되고 있다. 이에 7월물 옥수수 선물 30 계
약을 $4.3125/bu에 전매하고, 동시에 9월물 옥수수 선물 30 계약을 $4.2925/bu
에 매입하여 헤지를 이월한다. 1월 10일에 7월물과 9월물 간의 스프레드가
+$0.0175/bu이었고, 7월 1일에 7월물과 9월물 간의 역조 스프레드가 -$0.02/bu
이므로, 헤지의 이월을 통한 스프레드 이익은 $0.0375/bu(= $0.0175/bu +
$0.02/bu)가 된다.
마침내 8월 15일에 이르러 공급사가 애초의 C&F 베이시스보다 낮아진(약화된)
+$0.18/bu Sep($0.18/bu over September)를 제시하자, 이를 수용하여 옥수수를
구매한다. 아울러 9월물 옥수수 선물 30 계약을 $4.49/bu에 전매하여 매입헤지를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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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최초의 C&F 베이시스는 +$0.20/bu
Sep이고, 최종적으로 조정된 매입베이시스는 +$0.1425/bu Sep로, 양자 간에는
$0.0575/bu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최초의 C&F 베이시스에 비해 매입베이시
스가 $0.0575/bu만큼 낮아져(약화되어) 보다 유리해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헤
지의 이월에 따른 스프레드 이익 $0.0375/bu과 더불어 베이시스가 +$0.20/bu
Sep에서

+$0.18/bu

Sep로

$0.02/bu만큼

약화된(낮아진)데

기인한다

($0.0575/bu = 스프레드 이익 $0.0375/bu + 베이시스 하락분 $0.02/bu).
<표 3>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한 매입헤지의 이월 결과
최초의 C&F 베이시스
(original C&F basis)

+$0.20/bu Sep

+$7.87/mt Sep

매입베이시스
(buy basis)

+$0.18/bu Sep

+$7.09/mt Sep

스프레드 이익
(spread gain)

-$0.0375/bu

-$1.48/mt

조정매입베이시스
(adjusted buy basis)

+$0.1425/bu Sep

+$5.61/mt Sep

순수익

+$0.0575/bu
(= $0.20/bu - $0.1425/bu)

+$2.26/mt
(= $7.87/mt - $5.61/mt)

위의 거래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고정가격(flat price)을 기준으로 날짜별 거
래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베이시스 정보를 활용한 매입헤지 이월의 일자별 거래내역, 거래손익 및 순수익
날짜

거래내역

1월 10일

⋅옥수수 C&F offer : +$0.20 Sep(= $4.67)
⋅7월물 옥수수 선물 매입 : $4.4525

7월 1일

⋅7월물 옥수수 선물 전매 : $4.3125
⋅9월물 옥수수 선물 매입 : $4.2925

8월 15일

⋅옥수수 현물 매입 : +$0.18 Sep(= $4.67)
⋅9월물 옥수수 선물 전매 : $4.49

거래손익

-$0.14
(= $4.3125 - $4.4525)
+$0.1975
(= $4.49 - $4.2925)

① 최초의 C&F 가격 : $4.67/bu
② 옥수수 매입 가격 : $4.67/bu
③ 선물거래 이익 : $0.0575/bu(= $0.1975/bu - $0.14/bu)
-------------------------------------------순수익 : ①-②+③ = +$0.0575/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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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월 10일의 C&F offer 가격과 8월 15일의 옥수수 구매가격은 $4.67/bu로
동일하다. 7월 1일에 헤지를 이월하면서 발생한 선물거래 손실(7월물)은
-$0.14/bu이고, 8월 15일에 헤지를 청산하면서 발생한 선물거래 이익(9월물)은
$0.1975/bu로, 총 거래이익은 $0.0575/bu이다. 그 결과 최종적인 옥수수 구매가
격이 최초의 C&F offer 가격보다 헤지의 이월에 따른 선물거래 이익만큼 낮아지
게 되었다. 이 순수익은 <표 3>에서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과 정확히 일
치한다.

4. 베이시스 거래(Basis Trading)
베이시스는 현물가격에서 선물가격을 뺀 개념, 즉      로 정의된다. 이 식
을 변형하면,     , 즉 현물가격은 선물가격에 베이시스를 합산한 것이 된다.
베이시스 거래의 기본 원리는 이와 같이 현물가격을 구성하는 선물가격과 베이시
스를 따로 분리하여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다. 곡물 구매자는 보다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여 선물가격과 베이시스를 각각 확정한 다음 이를 합산함으로써 보다 저렴
한 가격에 곡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물가격을 구성하는 선물가격과 베이시스를 따로 구분하여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고정가격(flat price 또는
fixed price)에 의한 구매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곡물을 구매할 때 가장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고정가격에 의한 구매인데, 여러 공급사들로부터 가격
을 제시받아 공개경쟁입찰(公開競爭入札; public open tender)방식으로 구매한
다.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베이시스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도록 하자.

<상황>
6월 15일 현재 대두가공업체인 Y사는 연말에 사용할 20,000 톤(m/t)의 대두에
대한 구매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두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절성
(seasonality)을 고려할 때 향후 점진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되므로 고정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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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전략>
Y사는 고정가격(flat price) 구매 대신 베이시스 구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공급사로부터 11월 선적분에 대한 C&F 베이시스를 제시받아 +$15/mt(=
$0.41/bu) Nov($15/mt = $0.41/bu over November)에 확정하였다.1) 이제 남은
일은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점에 대두 선물을 매입하는 것이다. 20,000
톤(m/t)의 대두를 선물계약으로 환산하면 147 계약이 된다(20,000 m/t ÷
136.079 m/t = 147 계약).

<결과>
Y사는 N선물회사에 개설해놓은 자사의 선물계좌를 이용하여 11월물 대두 선물
147 계약을 분할하여 매입하였다. 구체적으로 7월 3일에 50계약을 $9.50/bu(=
$349.07/mt)에 매입하고, 8월 15일에 50 계약을 $8.70/bu(= $319.67/mt)에 매
입하는 한편, 9월 30일에 나머지 47 계약을 $8.15/bu(= $299.46/mt)에 매입하였
다.
이제 Y사는 필요한 수량의 선물계약을 모두 매입하였으므로 매입한 선물포지션
을 공급사에게 넘겨 선물을 현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밟게 된다.2)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거래가 바로 EFP(Exchange for Physicals;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거래이다. EFP는 말 그대로 선물포지션을 현물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거
래라고 할 수 있는데, ‘against actuals’, ‘versus cash’, ‘ex-pit’등 다양한 용어
로도 불리고 있다.3)
1) 국내업체가 베이시스 구매를 할 경우 FOB(free on board) basis와 C&F(cost and freight) basis를 선
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FOB basis를 이용할 경우 선박 용선에 드는 선임(船賃; ocean freight)을
별도로 합산하여야 하는 반면, C&F basis(CFR basis)는 해상운임(선임)을 포함한다. 예컨대, 멕시코
만(Gulf of Mexico)에서 인천항으로 곡물을 들여올 경우, C&F Incheon basis = Gulf FOB basis + 선
임(ocean freight)이 된다. 이 글에서는 C&F basis를 이용하기로 한다.
2) 곡물무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적기간(laydays) 10일 전까지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개설이 완료
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선물계약을 매입하여 공급사에 넘겨야 하는 최종기한은 선적기간보
다 최소한 10일 이전이 된다. 그 이유는 베이시스와 선물가격을 합산한 구매가격(거래가격)이 확정되
어야 그 금액에 맞춰 신용장(L/C)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곡물의 선적기간은 국제 관례상
20일을 허용하고 있다.
3) 이러한 거래방식이 원면(cotton) 거래에서는 ‘on-call’거래로 불리는가 하면, 원유(crude oil) 거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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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가 전산거래방식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는 전통적으로 공개호가방식(open outcry system)으로 선물거래가 이루어져왔
다. 당시 선물거래소 내에서는 중개인들이 팔각형 모양으로 된 계단식의 단상(壇
上)에 모여서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그 단상을 ‘trading pit’라고 부른다. 그리고
모든 선물거래는 거래소 내의 trading pit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EFP거래이다. ‘Ex-pit’이라
는 용어는 EFP거래가 trading pit의 밖에서, 즉 장외(場外; ex-pit)에서 이루어지
는 거래라는데 초점을 두어 붙여진 명칭이다.
EFP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Y사는 N선물회사와 공급사에 모두 연락을 취하게 된
다. Y사는 N선물회사에, 보다 구체적으로는 N선물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해외

선물중개회사(FCM)에

매입한

선물포지션을

공급사에게

넘겨주도록

(give-up) 지시한다. 한편, 공급사에는 공급사가 거래하는 또 다른 해외 선물중개
회사를 통하여 Y사가 매입해 놓은 선물포지션을 넘겨받도록(give-in; take) 지시
한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두 선물중개회사가 서로 연락을 취하여 선물포지션을
넘겨주고 받는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
EFP거래를 통하여 구매자(Y사)가 선물포지션을 넘겨주게 되면 그의 선물계좌
에는 EFP거래가 시행된 가격으로 선물 매도포지션이 계상되어 매입포지션과 서로
청산된다. 이 매도포지션은 선물거래소에서 공개호가를 통하여 실제로 매도된 것
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장외거래를 통하여 장부상에 계상된 것이다. 한편 공급사에
게 넘어간 선물포지션은 그의 선물계좌에서 매입포지션으로 계상되어 이미 가지고
있는 매도포지션(공급사는 현물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여 선
물을 매도하는 매도헤지를 하게 된다)과 청산된다. EFP거래가 완료되면 매도자의
책임 하에 선물거래소에 거래내역을 등록하기만 하면 되는데, 선물거래소는 등록
계약수와 결제월만을 공개할 뿐 가격은 공개하지 않는다.
대두 베이시스 거래의 내역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먼저 C&F 베이시스는
+$15/mt(= $0.41/bu) Nov이다. 그리고 11월물 대두 선물계약을 매입한 평균가격
은 $8.80/bu(= $323.21/mt)이다. 따라서 현물 구매가격은 베이시스와 선물가격
을 합산한 $338.21/mt(= $9.21/bu)이 된다. 즉, $338.21/mt(= $9.21/bu) =
$15/mt(= $0.41/bu) + $323.21/mt(= $8.80/bu)이다.

는 ‘trigger pricing’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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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두 베이시스 거래(basis trading)의 결과
날짜

거래내역

6월 15일

대두 20,000 톤(m/t)에 대한 C&F basis 구매
: +$15/mt(= $0.41/bu) Nov
․ 20,000 m/t × 36.7437 bu = 734,874 bu
․ 734,874 bu ÷ 5,000 bu = 147 계약

7월 3일

11월 대두 선물 50계약 매입 : $9.50/bu(= $349.07/mt)

8월 15일

11월 대두 선물 50계약 매입 : $8.70/bu(= $319.67/mt)

9월 30일

11월 대두 선물 47계약 매입 : $8.15/bu(= $299.46/mt)
선물가격 평균 : $8.80/bu(= $323.21/mt)

구매가격
및
구매금액

현물 구매가격 = 베이시스 + 선물가격
= $15/mt(= $0.41/bu) + $323.21/mt(= $8.80/bu)
= $338.21/mt(= $9.21/bu)
총구매액 : $338.21/mt × 20,000 m/t = $6,764,142

이 사례에서와 같이 선물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을 경우에는 선물계약의 분
할매입을 통하여 평균 매입가격을 인하하고, 궁극적으로는 현물 구매가격을 인하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선물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면, 선
물계약의 분할매입을 통하여 평균 매입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된
다. 이처럼 베이시스 거래를 통한 곡물 구매에서는 선물계약의 매입을 완료하기
전에 선물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곡물 구매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베이시스를 일단 확정하고 나면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향상되
더라도, 즉 하락하더라도 베이시스 약화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
한다.
EFP 거래의 특징적인 측면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장외거래(ex-pit transaction)
이기 때문에 두 거래당사자, 즉 구매자(Y사)와 공급사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EFP를 시행하는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공급사에 선물포지션
을 넘길 때 선물을 매입한 가격 그대로 넘길 수도 있고, EFP를 시행하는 순간에
거래되고 있는 선물가격으로 넘기거나 당일의 정산가격(settlement price)으로 넘
길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당해 결제월의 선물계약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최고가격(contract high)과 최저가격(contract low) 사이의 어느 한
가격을 정하여 넘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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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포지션을 매입한 가격 그대로 공급사에 넘긴다면 구매자(Y사)의 선물계좌
에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잔고가 ‘0’이 되고, 현물 구매가격은 고스란히
선물가격과 베이시스를 합산한 가격이 된다. 한편, 매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
로 EFP를 시행한다면 그 차액만큼 선물계좌에는 이익이 남게 되지만, 현물 구매
가격은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매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EFP를
시행한다면 선물계좌에는 그 차액만큼 손실이 남게 되지만, 현물 구매가격은 그만
큼 더 낮아지게 된다.
베이시스 거래의 사례를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자.

<상황>
6월 1일 Y제분회사는 8월 말에 인도될 3,400 톤(m/t)의 소맥을 구매하고자 한
다. 공급사가 제시한 C&F 베이시스는 +$12.86/mt(= +$0.35/bu) Sep($12.86
over September)이고, 9월물 소맥 선물가격은 $4.50/bu이다. Y사는 공급사가 제
시한 C&F 베이시스를 받아들여 베이시스 계약(basis contract)을 체결하였다. 이
제 Y사는 6월 1일부터 공급사가 지정한 선적일 사이에 아무 때나 소맥 선물을 매
입하여 구매가격을 확정지을 수 있다.

<거래전략>
Y사는 베이시스를 +$12.86/mt(= +$0.35/bu) Sep에 확정시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소맥가격의 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마침내 7월 1일 Y사는 9월물 소맥
선물 25계약을 $4.45/bu(= $163.51/mt)에 매입하였다(3,400 m/t ÷ 136.079
m/t = 25 계약).
8월 1일에 이르러 9월물 소맥 선물가격은 $4.85/bu(= $178.21/mt)까지 상승한
다. 공급사는 아직까지 헤징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제 가격 하락에 대
비하여 헤지할 적기라는 판단을 내리고 9월물 소맥 선물 25계약을 $4.85/bu에 매
도하였다(3,400 m/t ÷ 136.079 m/t = 25 계약). 만약 공급사가 헤지를 하지 않
은 상태에서 소맥 선물가격이 하락한다면, 베이시스 거래의 매도가격(베이시스 +
선물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소맥을 판매하
게 될 위험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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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8월 15일에 9월물 소맥 선물가격은 $4.60/bu(= $169.02/mt)에 거래되고 있다.
Y사는 공급사에 연락하여 당일의 선물가격($4.60/bu)으로 EFP 거래를 실시할 의
사를 타진하고, 공급사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제 Y사와 공급사는 각각 자기가 거
래하는 선물회사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서로 교환한다.
Y사는 자기가 거래하는 선물회사에 연락하여 공급사의 선물회사와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자기의 계좌에서 9월물 소맥 선물 25 계약을 $4.60/bu에 공급사 선
물회사의 계좌로 넘겨주도록(give up; give versus cash) 지시한다. 한편 공급사
는 자기가 거래하는 선물회사에 연락하여 Y사의 선물회사와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Y사 선물회사의 계좌로부터 9월물 소맥 선물 25 계약을 $4.60/bu에 자기의
계좌로 넘겨받도록(take; take versus cash) 지시한다.
결과적으로, 최종 송장가격(final invoice price)은 베이시스 $12.86/mt(=
$0.35/bu)와 EFP 가격 $4.60/bu(= $169.02/mt)을 합산한 $181.88/mt(=
$4.95/bu)이 된다.
<표 6> 소맥 베이시스 거래(basis trading)의 결과
날짜

Y사

공급사

6월 1일

C&F 베이시스 매입 : +$12.86 /
mt(= +$0.35/bu) Sep

C&F 베이시스 매도 : +$12.86 /
mt(= +$0.35/bu) Sep

7월 1일

9월물 소맥 선물 25 계약 매입 :
$4.45/bu(= $163.51/mt)
9월물 소맥 선물 25 계약 매도 :
$4.85/bu(= $178.21/mt)

8월 1일
8월 15일

9월물 소맥 선물 25 계약 인도 :
$4.60/bu(= $169.02/mt)

9월물 소맥 선물 25 계약 인수 :
$4.60/bu(= $169.02/mt)

최종 송장가격(final invoice price) :
$4.95/bu = $0.35/bu basis + $4.60/bu EFP
($181.88/mt = $12.86/mt basis + $169.02/mt EFP)

이제 Y사와 공급사의 선물계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먼저 Y사의 선물계
좌에서는 7월 1일 $4.45/bu에 매입해 두었던 9월물 소맥 선물 25계약이 8월 15일
의 EFP 가격 $4.60/bu으로 전매(청산)된다. 그 결과 $0.15/bu(= $4.60/bu $4.45/bu)의 거래이익이 발생한다. Y사의 소맥 매입가격(송장가격)은 $4.95/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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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88/mt)이고, 여기서 선물거래 이익 $0.15/bu(= $5.51/mt)을 차감하면,
순매입가격(NBP)은 $4.80/bu(= $176.37/mt)이 된다.
한편 공급사의 선물계좌에서는 8월 1일 $4.85/bu에 매도해 두었던 9월물 소맥
선물 25계약이 8월 15일의 EFP 가격 $4.60/bu으로 환매(청산)된다. 그 결과
$0.25/bu(= $4.85/bu - $4.60/bu)의 거래이익이 발생한다. 공급사의 소맥 매도
가격(송장가격)은 $4.95/bu(= $181.88/mt)이고, 선물거래 이익 $0.25/bu(=
$9.19/mt)을 합산하면, 순매도가격(NSP)은 $5.20/bu(= $191.07/mt)이 된다.
<표 7> 소맥 베이시스 거래에 따른 순매입가격(NBP)과 순매도가격(NSP)
Y사
매입가격

$4.95/bu

$181.88/mt

선물거래 이익

-$0.15/bu
(= $4.60/bu - $4.45/bu)

-$5.51/mt
(= $169.02/mt - $163.51/mt)

순매입가격(NBP)

$4.80/bu

$176.37/mt

공급사
매도가격

$4.95/bu

$181.88/mt

선물거래 이익

+$0.25/bu
(= $4.85/bu - $4.60/bu)

+$9.19/mt
(= $178.21/mt - $169.02/mt)

순매도가격(NSP)

$5.20/bu

$191.07/mt

마지막으로, 베이시스 거래를 위해서는 선물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구매자는 선
물계좌를 보유하여야만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하나는 통상
적인 선물거래처럼 구매자가 선물회사에 자기명의로 선물계좌(총괄계좌 또는 중
개계좌)를 개설하고 선물을 매입한 다음 공급사에 넘겨주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
는 구매자가 직접 선물계좌를 보유하지 않고 공급사의 선물계좌를 이용하여 선물
을 매입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구매자는 공급사가 대납해주는 증거금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를 현물 구매가격에 포함시켜 지불하게 된다.
공급사의 선물계좌를 이용한 베이시스 거래 방식을 선물업계에서는 흔히
‘BEO(Buyer's Executive Order)’ 방식이라고도 부른다. BEO 방식에 의한 베이시
스 거래에서는 일부 제한이 따른다. 구매자는 먼저 공급사와 베이시스 계약을 체
결하여 베이시스를 확정한 후에야 선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공급사에 선물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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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주문을 낼 때에도 최소 주문수량, 주문시간 등에 있어서 공급사가 정한 제한
에 따라야 한다. 반면 선물회사에 자기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고 베이시스 거래
를 할 경우에는 공급사와 베이시스를 먼저 확정한 다음 선물을 매입하여 EFP 거
래를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선물을 먼저 매입한 다음 공급사와 베이시스를 확정하
여 EFP 거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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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2편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식량정책과
시장의 변화
임송수(고려대학교)*

1)

1. 개황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0년 9월 24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 중 3,180만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97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WHO, 2020). 우리나라의 코로
나-19 확진자 수도 꾸준히 상승하여 2020년 9월 25일 기준으로 23,455명을 기록
하였고 누진 사망자 수는 총 395명에 이른다(질병관리청, 2020).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대응한 시장의 반응, 그리고 정부의 대책은 다양하다.
아직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미래가 어떨지 알 수 없으나, 그 영향과 파급 효과가
미래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이는 개인과 가구 및 국가 수준의 변
화와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가운데 식량과 농식품 시장의 관점에서 회자하는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의 시장개입 증대
② 소비자 행태의 변화
③ 식량안보에 관한 우려 증대
④ 바이오 연료에 관한 수요 감소
⑤ 세계 공급망의 탈세계화(deglobalization)
⑥ 디지털 공급망에 대한 투자 확대
⑦ 세계 사료 수요의 감소

* songsoo@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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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한 시장의 반응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성은 소
비자의 식습관 변화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전에 미국 소비자의 51%가 외
식하였으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봉쇄조치가 내려지고 식당과 외식 서비스 또한
제한하면서 그 비중이 5%로 내려앉았다.
식료품점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음식 재료의 구성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
다. 육류와 유제품, 신선 채소, 델리 등의 구매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곡물과 파스
타 및 유지 종자 관련 제품의 구매 비중은 늘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도 외식 횟수가 감소하고 배달이나 포장구매 횟수가 늘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다(김상효 등, 2020). 이러한 음식 재료 혹은 식자재 구매 행태의 변화는
“새로운 일상(new normal)”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식량안보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변화는 많은 국가가 “적기공급(just in
time)”이란 기존 전략에서 공급 부족이나 혼란에 대비하는 생산체제(just in case)
로 옮겨가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공황 구매
(panic buying) 현상이 나타났으며, 일부 식량을 포함한 필수재의 부족 사태가 수
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산업이나 국가는 생산설비를 확충하
거나 비축량을 늘렸다. 예를 들면, 중국은 옥수수와 콩 등 곡물 비축량을 빠른 속
도로 확충하고 있다(Public, 2020).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세계 식량 공급망의 통합과 집중 속도를 줄여나가는,
이른바 탈세계화(deglobalization)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식량의 국
내생산을 통해 자급률을 높이고 지역 및 양자협정을 더욱 활용하면서 식량 조달을
추구하는 것이다. 탈세계화 움직임은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주요 곡물 수출국
과 다국적 곡물 기업에 위협 요인으로 간주한다.
코로나-19는 바이오 연료와 사료 산업을 지속해서 압박한다. 바이오 연료를 포
함한 연료 소비가 내림세 있다는 점과 코로나-19의 생활 및 비즈니스 여건 아래
재택근무, 출장과 여행 축소, 온라인 회의의 활성 등의 변화가 기존 추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가축 사료의 경우 육류의 과잉 공급, 식품서비스업의 위축, 아프
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과 같은 질병이 확산하면서 사육두수가
감소함으로써 수요가 위축되었다. 실제로 2020년 2분기 미국의 옥수수 수요는 감
소하였고, 아시아에서 독일까지 ASF 전염이 확인되면서 사료체계의 혼란이 발생
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추이는 식량 공급망의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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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zation)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채택한 농가가 공급망 상에서 정보를 수
집, 관리 및 공유하는 것은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확인하고 식량의 이력추적에 이
바지한다. 농자재 공급망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증가할 것인데, 이는 농가와
투입재 공급자에게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면, 종자와 농약이 중간
상이나 지역 판매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농가에 배달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는 농가를 비롯하여 세계 식량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에 새로운 기
회가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전체 곡물 공급망에 걸친 새로운 비즈
니스 모형을 만들어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갖춰져야 한다. 무
엇보다 농가는 지역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특정적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하겠다.
예를 들면, 유기농이나 non-GMO, 무글루텐(gluten-free) 등과 같은 곡물과 식
물 단백질 식품을 위한 콩류에 관한 관심이다.
농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급망 체계는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
출 농가와 농업경영체는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저장과 운송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마치 곡물 운송업체처럼 생산한 곡물을 유통기지나 수출시설 혹은 수출항
까지 직접 전달하는 역할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 곡물 가공업체나 곡물 기반의 식
품 제조업체는 무역과 관련한 변화, 탈세계화, 식량안보 등의 측면에서 수출이 감
소할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 품질 중심의, 더욱 특화한 형태의 곡물 수요가 늘
어날 것이므로 원산지와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 생산의 강
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코로나-19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변화들 가
운데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와 소비자 행태 및 시장의 변화를 자세히 진단한다. 이
를 바탕으로 우리 농업이 대응할 과제 혹은 나아갈 방향에 관해서도 제안하고자
한다.

2.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
<그림 1>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임시로 수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 전 세계 국
가를 나타낸다. 2020년 9월 18일 기준으로 총 97개국이 상품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출조치의 대상 품목은 식량을 비
롯하여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 장비와 의료품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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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코로나-19 대응 임시 수출조치를 취한 국가의 분포도

자료: ITC(2020)

대상 품목을 식량(food 또는 agricultural products)에 한정해 살펴보면 총 22
개국이 수출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선언하거나 단행했다<표 1 참조>. 이는
2007~08년 금융위기 때에 기록했던 총 33개국보다 작다. 이와 같은 무역 조치의
대상 품목이 생성하는 열량(calorie) 기준으로 비교하면, 2007~08년엔 25% 이상
이었고 이번 2020년의 수출제한 품목의 열량은 전체의 5%에 머물렀다. 이 두 시
기에 수출제한 조치의 대상이 된 농식품의 금전 가치를 비교하더라도 각각 430억
달러와 210억 달러로 지난 금융위기 때가 두 배나 크다.
수출제한 조치의 일환인 수출세(export tax)의 경우에도 2007~08년에 9개국이
식량을 대상으로 부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한 국가도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
론적으로 수출세는 물량 기준으로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 혹은 무역 왜곡이 작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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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식량 대상의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국가: 2008년과 2020년 비교
2008년과 2020년 모두

2008년

2020년

벨라루스
캄보디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세르비아
시리아
태국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브라질
중국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기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요르단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네팔
니제르
스리랑카
탄자니아
잠비아

알제리아
아르메니아
온두라스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베트남

총 12개국

총 20개국

총 9개국

자료: Hepburn et al.(2020)

<그림 2>는 2007~08년과 2020년의 곡물 가격과 세계 재고량을 비교한 것이다.
2007~08년의 금융위기와 동반한 식량 가격 폭등은, ① 호주와 유럽의 밀과 미국
옥수수의 흉작, ② 1973년 이래 최저 수준의 곡물 재고량, ③ 원유가격 상승과 연
계한 비료와 운송비 증가, ④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로 인한 옥수수와 설탕 가격의
상승 등의 요인에 근거한다.
코로나-19가 나타난 2020년에는, ① 양호한 세계 곡물 생산, ② 충분한 곡물
비축량, ③ 안정세를 유지하는 원유가격 등 이전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로 세계 식량 가격은 안정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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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7~8년과 2020년의 식량 가격과 곡물 재고량 비교

자료: Economist(2020)

<그림 3> 세계 식량 가격의 전망

자료: OECD-FAO(2020)

이상과 같은 무역 조치 이외에 국내 농업정책 측면에서도 정책의 시장개입이 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 EU의 농업부문 대상의 보조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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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수준이다. 2020년에 미국의 농업보조는 명목가격 기준으로 372억 달러
에 이를 전망이다<그림 4 참조>.
이 가운데 코로나-19 지원금(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 CFAP)
등 추가 재난보조가 234억 달러이다. 이에 힘입어 2020년의 순 농가소득(net
farm income)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0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또
한, 순 농가소득에서 정부 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6.2%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4> 미국 정부의 농업보조 추이

자료: USDA(2020)

EU는 2021~27년 예산(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을 총 1조
8,500억 유로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7,500억 유로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
른바 “회복 계획 지원(Next Generation EU: NGEU)” 명목으로 배분하였다<표 2
참조>. 이 예산 중 농가와 농식품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가 지원을 받는 분야는 민
간에 의한 식량 저장, 생산자와 경영자의 자가 조직화, 시장보조 조치의 신축적 사
용 등이다.
또한, 식량을 포함한 상품의 EU 내 원활한 유통을 위해 국경 통과시간이 15분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녹색선(Green lane)” 조치를 시행한다. 원예작
물 등의 수확기에 주로 동구권 국가로부터 계절(seasonal) 이주 노동자를 확보하
는데 필요한 조치도 가동하고 있다. 참고로, 2016년 기준으로 임시 계절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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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5개국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이른다(Mitaritonna and Ragot,
2020). 프랑스 53만 명(전체 농업고용자의 71%), 이탈리아 93만 명(90%), 영국 6
만 명(37%) 등이다.
<표 2> EU의 회복 계획과 농가지원 조치
회복계획 지원 분야

규모(억€)

농가 직접지원 조치

회복과 복원 시설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6,725
(융자 3,600;
보조 3,125)

지역 결합(ReactEU)

475

연구와 혁신(Horizon Europe)

50

투자(InvestEU)

56

‧직접지불의 선지급(20~70%)
‧농촌개발 보조의 선지급(75~85%)
‧보조 신청 기간 1개월 연장
‧민간저장 지원
‧운영자금 융자 혹은 보증(최대 €200,000)
‧농촌개발자금을 통한 비상지원(농가 최대
€7,000; 소규모 경영체 최대 €50,000)
‧회원국 정부 보조(농가 최대 €120,000, 식
품가공과 유통업체 최대 €800,000)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75

기후 중립 지원(Just Transition Fund)

100

재난 지원관리(RescEU)

19

합계

7,50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그러나 각국의 COVID-19 대응 조치 중 특히 수출제한과 금지는 세계 식량 무
역체계의 혼란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일 수 있다. 이미 국제무역법인 GATT
제11조는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체약
당사자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다(외교부,
2001).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무역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다만 같은 조항 2(a)는 “식품 또는 수출체약당사자에게 불가결한 그 밖의 상품
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문제는 이 조항이 말하는 “일시적

(temporarily)”이고 “식량의 중대한 부족(critical shortages of foodstuffs)”에 관
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위 예외조항을 수출국이 남용하거나 오용
함으로써 수입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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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20년 4월 22일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22개 WTO 회원국은 열리고 예측
할 수 있는 농식품 무역을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WTO, 2020).
① 열리고 연결된 공급망 보장
② 수출할 식량의 국내 비축 제한
③ 농식품과 농자재의 수출제한 자제
④ COVID-19 대응 조치가 목표 중심으로 적절하고 투명하며 임시로 시행되
도록 하여 세계 공급망의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
⑤ 무역 관련 COVID-19 조치를 신속히 WTO에 통보
⑥ 식량 생산과 소비 및 비축, 가격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공개
⑦ COVID-19의 영향을 분석하는 WTO와 기타 국제기구의 활동 지원
⑧ WTO 등에서 지역 및 국제적 범유행(pandemic)의 준비와 대응 개선을 위
해 적극적으로 소통
또한, 식량 수출금지나 제한, 그리고 관련 정책 조치는 식량에 관한 접근을 해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가난과 갈등 및 민간의 동요를 유발함으로써 특히 빈곤한 계
층 및 국가의 식량 및 영양안보에 심각한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OVID-19 발병 이전에 이미 세계 영양 결핍인구는 8억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더해 전염병으로 인한 생산과 무역 측면의 위험은 최악의 경우, 곧 적절한 대응과
국제 공조가 없다면, 심각한 기아(acute hunger: 가뭄, 기아, 전쟁, 자연재해 등
으로 발생한 일정 기간의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에 직면한 인구를 기존의 1억
3,500만 명(갈등이나 사회 불안정 22개국 7,700만 명; 극단적 날씨 25개국 3,400
만 명; 경제적 충격 8개국 2,400만 명)에서 2억 6,500만 명으로 증대시킬 것이란
전망이다<그림 5 참조>. 또한, 2020년 1~3월에 심각한 수준의 식량 가격 상승
(10% 이상)에 처한 국가도 총 15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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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심각한 기아 위기와 식량 가격 상승에 처한 세계 인구

자료: WFP(2020)

3. 소비자 행태와 시장의 변화
COVID-19가 주도하는 “새로운 일상”에서 이전과 다른 소비자의 행태가 관찰된
다. 이와 관련해 세계 45개국을 대상으로 맥킨지사(McKinsey & Company)가 조
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구매가 가치(value)와 필수재(essential)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
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밝지 않은 경제 전망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
다. COVID-19 이후 경제 회복에 관한 사람들의 전망 혹은 기대는 국가별로 차이
가 난다. 중국과 인도 사람들은 낙관적이나 일본과 유럽 사람들은 비관적이다<그
림 6 참조>.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경제 회복에 관해 조금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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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요국 소비자의 경제 회복 기대감

자료: McKinsey & Company(2020)

또한,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쇼핑을 신중히 하면서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비용을 절감하고 브랜드나 상품 선택을 위해 더 찾아보면서 구매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그림 7 참조>.
“평상시와 비교해 앞으로 2주간 식량(food)과 식자재(grocery)의 구매 의향”에
관한 물음에 소비자 대부분은 음식 재료(식자재) 구매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하였
다<그림 8 참조>. 다른 식품의 구매는 대부분 줄이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예외적으
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배달이나 포장구매(takeout)를 늘리겠다고 하였으며, 인
도의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알코올 구매의 확대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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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소비자의 구매 사고방식 변화

자료: McKinsey & Company(2020)

<그림 8> 소비자의 식량 구매 의향

자료: McKinsey & Compan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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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비자들은 온라인 식량 구매를 10% 이상 늘렸다<그림 9 참조>. 식자재
의 경우 독일과 일본 소비자만 음(-)의 온라인 구매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양(+)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영국의 온라인 식자재 구매 증
가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중국의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스
낵과 담배 및 배달과 포장구매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소비자의 온라인 식량 구매 증가율

자료: McKinsey & Company(2020)

셋째, 조사대상 소비자의 60% 이상이 이전과 견주어 다른 구매 행태를 보였으
며, 많은 소비자가 편리함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브랜드나 매장을 찾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응답자 중 64%로 일본의 33%보
다 높았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각각 75%와 82%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세계 소
비자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구매한 이유는 가치와 품질 및 공급량이 중요한 3대 이
유였고, 일부 국가 소비자는 편리함과 건강 혹은 위생 목적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
과하였다.
넷째, 소비자가 매장을 찾을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청결함과 위생 등 안전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적인 포장과 안전 조치를 갖춘 매장에서 더 많이 구
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설문 조사 대상자 중 70% 이상이 이전과 같은 수준의 집 밖의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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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하기엔 지금 상황이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의 3/4 이상이 건강 위기
때문에 생활 방식을 조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제한 완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
다. COVID-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밖의 활동이 안전하지 않다
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는 COVID-19 이후에 소비자의 구매 결정요인으로서 가
치, 편리함, 위생, 건강 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구매 방식에서는 온라인 구매가
더욱 커지고 배달이나 포장판매 방식이 보편화함을 알 수 있다. 집에서 활동시간
이 늘어나고 가족 간 식사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식자재 구매가 늘며 비대면 환
경에서 주택가 상권에 있는 마트의 활용도가 커진 것도 확인할 수 있다.

4. 우리 농업의 중장기 대응 방향
COVID-19은 기존의 탈세계화를 더욱 촉진하고 세계 공급망과 가치사슬의 길
이를 짧게 할 것이다. 식량 자급률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아의 상황에서
우리 농업부문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와 관
련해 몇 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식량 자급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의 자급
률은 하락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곡물 자급률은 22%에 불과하다<그림 10 참
조>.
곡물별로 보면, 쌀이 83%로 그나마 가장 높고, 보리 31%, 콩 6%, 옥수수와 밀
이 각각 0.7%이다. 사료를 빼고 산출하는 식량 자급률은 47%로 완전 자급수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5년마다 자급목표와 추진계획을 설정하도록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3항에 근거하여 2020년 자급목표를 곡
물 27%와 식량 55%로 설정하였다. 이는 2017년에 설정했던 자급률 목표치인 곡물
30%와 식량 57%에서 후퇴한 수준이지만, 이렇게 낮춘 목표치의 달성도 만만치 않
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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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자료: 농식품부(2019a)

식량 자급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보다 생산력을 갖춘 농지의 확
보에서부터 출발한다. 농지 전용을 억제하고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보전
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약 3만 ha의 간척지 농지를 개발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표 3 참조>.
간척지 농지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대규모 농지 구획과 대형 농기계 사용을 통
한 경제성 확보와 더불어 사료 공급까지 내재한 순환농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친
환경 혹은 유기 축산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곧 낙농 및 축우 농가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조사료를 재배하고, 이를 다시 가축 사료로 활용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료 품질을 개선하고 조성한 농지에 적합한 작부체계를 개
발하는 게 우선이다. 옥수수, 밀, 콩, 사료작물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국가 R&D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임영훈 등, 2019).
<표 3> 우리나라의 간척지 개발 현황
대상 면적(ha)
135,000

준공

공사 중

매각

국가관리

농업용

비농업용

82,000

13,000

17,000

23,000

자료: 농식품부(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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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식량 불안정 위험에 대비해 공공비축 정책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007~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와중에 여지없이 등장한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
치는 자국의 식량 공급량 확충과 가격안정이 수입국의 식량안보나 개도국의 영양
안보보다 우선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코로
나-19의 장기화,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비축의 확충과
장기계약 등을 통한 안정된 물량 확보는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효
율적인 안전망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
쌀 뿐만 아니라 보리나 밀 등 다른 곡물 대상의 공공비축도 검토해야 한다. 국내
산 기타 곡물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고 수급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공
공비축을 활용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중
국이 전략물자의 비축을 추진하고 음식 낭비를 줄이는 캠페인과 더불어 곡물 재고
량을 늘리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Nikkei Asian Review, 2020).
끝으로, 인근 국가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수입방식(nearshoring)을 더 많이 활
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근거리에서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물류의 장
애와 혼란 혹은 지연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데 장점이 있다. 또한, 지형적으로 가
까운 곳은 관측과 상호 협력 측면에서 유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품질의 안전한 식
량을 확보하기에 상대적으로 쉽다.
식량 수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량 수입처의 다각화가 필요
하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대두, 옥수수, 밀의 4대 수출국이 전
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7%, 89%, 91%로 그 집중도가 높은 상황
이다<그림 11 참조>. 이러한 높은 수입 집중도와 지형적으로 먼 곳에 있는 수출국
과 거래는 기상문제나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이나 분쟁 등으로 무역에 문제가 생
길 때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130

Issue Box 2편 :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식량정책과 시장의 변화

<그림 11>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의 수출국 비중

자료: 농식품부(2019a)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 대상의 해외투자와 원조(ODA)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농업 개발 면적은 2010년에 2만 7,000ha
에서 2019년에 10만 1,000ha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그에 따른 생산량도 같은 기
간에 10만 8,000톤에서 78만, 1,000톤으로 늘어났다<표 4 참조>.
<표 4> 우리나라의 해외 농업개발 추이
면적(만 ha)

생산량(만 톤)

2010

27,000

108,000

2017

80,000

493,000

2018

89,000

622,000

2019

101,000

781,000

자료: 매일경제(2020)

해외투자와 개발이 자동으로 필요한 식량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러시아 연해주에서 진출기업이 생산한 옥수수와 대두를 이미 국내에 유입하는
것은 그만큼 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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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큼 자급률이 낮은 일본이 오랫동안 해외 식량 기지를 개발하고 국제
곡물 유통채널과 기업을 육성하면서 이제 식량 자주율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
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표 5> 우리나라의 해외농업 진출기업
분야

곡물 생산

곡물 유통

과일

축산‧사료

진출국

진출기업

러시아

롯데상사, 팜스토리, 아로, 아그로상생

브라질

돌나라통상

우크라이나

포스코인터네셔널

미국

팬오션(하림)

캄보디아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MH바이오, 에이퍼플

인도네시아

LG상사, 포스코인터네셔널,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팜스코

캄보디아

SCF

미얀마

선진

자료: 매일경제(2020)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폭넓은 무역망을 갖추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특히 아
시아와 협력을 증대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ASEAN 회원국은 물론이고 카자흐
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및 몽골과 협력과 무역 관계를 더욱 넓혀가면서 식량
수입처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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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3편

멕시코의 농업정책과 통상정책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김수연(축산관측 담당자)***

1. 정치 정세
1.1. 통치 기구
① 연방의회
멕시코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이 정해져 있으며, 연방의회, 대통
령, 최고재판소가 각각 최고 권력을 맡고 있다. 연방의회(Congreso de la Unión)
는 상원(Cámara de Senadores) 및 하원(Cámara de Diputados)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 정원은 128명, 임기 6년, 하원 정원은 500명, 임기 3년이다.
상원의 권한으로는 조약의 승인이나 해외파병 승인 등이 있다. 한편 하원은 예
산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채발행, 과세 징병에 관한 법안의 선의권(先議権, 우
선의결권)을 갖는다. 연간 2회기제를 취하고 있으며, 제1통상회기는 9월 1일, 제2
통상회기는 3월 15일에 시작된다.
필요에 따라 1회기는 최장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2회기는 같은 해 4월 30일까
지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폐회에 대해 양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는 대통령의 결재가 내려지게 된다.2)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 sykim0722@krei.re.kr
1) 이 글은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
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의 내용 중 멕시코 부분만을 정리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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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법 과정과 예산성립 과정
양원 의원이 법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출된 법안은 양원 중 하나의 제출
심의 의결, 제2원 심의의결, 행정부 동의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쳐 통과된다. 제2원
에서 부분 부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정안이 제1원에서 재의결되면 행정부의 동
의를 받아 성립한다. 제2원에서 모두 부결이 된 경우에는 다시 양원에서 재의결되
어야 한다. 의회 의결에 대해 행정부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성립이 인정된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무성이 각 성마다 예산 상한을 결정하여 하급 관청에 내
려주게 되면, 각 관청은 이를 기초로 예산을 배분한 것을 제출한다. 예산 배분은
각 부처의 상급 사무관실(Oficialía Mayor)이 실시한다. 절충 후 재무성이 정리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3)

③ 주요 부처 목록과 역할
멕시코의 주요 부처는 다음과 같다. 농업정책을 주로 관할하는 곳은 농업⋅농촌
개발성(SADER)이며, 2018년 12월에 SAGARPA4)로 부터 개칭되었다(표 1).

1.2. 정치 동향
① 정치체제의 추이
∙ 1929년~2000년 제도혁명당(PRI) 시기
멕시코에서는 1929년 출범한 제도혁명당(PRI5))이 2000년까지 71년 동안 계속해
2) 外務省, ｢メキシコ合衆国基礎データ｣,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
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3) 総務省, ｢諸外国の行政制度等に関する調査研究 メキシコの行政｣,2010.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
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
서 재인용
4) Secretaría de Agricultura, Ganadería, Desarrollo Rural, Pesca y Alimentación, Secretariat of
Agriculture, Livestock, Rural Development, Fisheries and Food, 농축수산식품농촌개발성
5) 멕시코의 정당. 혁명제도당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의 스페인어학과나 중남미학과 교수들
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는 제도혁명당으로 번역하며, 영어로도 Institutional Revolutionary Party라고
쓴다. 1929년 창당된 이래 2000년까지 71년간 장기 집권한 정당이다. 만약 2000년 대선에서 승리했
다면 소련 공산당의 장기집권 기록을 뛰어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1929년부터 1989년까지만 해도 멕
시코의 32개 주의 주지사직을 전부 독점하였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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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기집권을 하고 있었다. 살리나스6) 정권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이어졌다.
<표 1> 멕시코의 주요 부처 목록과 역할
조직명（한국명⋅약칭）

조직명（원문）

역할

외무성
(SRE)

Secretaría de Relaciones •정부기관의 해외활동에 협력⋅지원⋅보장, 외교정
Exteriores
책의 실행, 외무의 지휘, 해외에서의 국민보호 등

재무성
(SHCP)

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ublico

•연방⋅연방특별구⋅준정부기관의 세입 계획⋅계산,
국채관리, 은행시스템 계획⋅조정⋅평가⋅감시, 징
세, 세관 등.

복지성
(BIENESTAR)

Secretaría de Bienestar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설계⋅계획⋅실
행⋅조정을 담당
•빈곤대책과 사회적 약자에대한 지원을 함.

환경자연자원성
(SEMARNAT)

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생태계⋅천연자원⋅환경재 및 서비스의 보호⋅회복
⋅보존, 환경법령의 촉진, 기상⋅기후⋅수리⋅지질
수리와 관련함. 조사 연구⋅업무 등.CONAGUA(수
자원국가위원회)는 동성 산하에 들어감.

에너지성
(SENER)

Secretaría de Energía

•에너지 정책의 지휘, 연료 자원 이용에 관한 나라의
권리의 행사나 서비스 제공 등.

경제성
(SE)

Secretaría de Economía

•산업⋅무역⋅국내 거래⋅생활 필수품⋅물가에 관
한 정책의 추진 등.

농업농촌개발성
(SADER)
운수통신성

Secretaría de Agricultura •농촌 개발, 농촌에의 투자 프로젝트, 농림 수산에
y Desarrollo Rural
관한 조사 연구 등.
Secretaría de

•교통 및 통신의 발달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공적

6)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고르타리(Carlos Salinas de Gortari, 1948.4.3. ~). 멕시코의 정치인으로, 1988년
부터 1994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인물. 멕시코시티에서 경제부 장관을 지낸 라울 살리나스 로사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1970년대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학하였다. 이러한 출신 배경은 살리나스가 유능한 인재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1982년 새로 취임한 미겔 데 라 마드리드가 그를 방송예산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격적인 정
치 활동을 개시하였다. 1987년 10월 5일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임했다. 곧바로 경선에
뛰어들어 제도혁명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당시만 해도 제도혁명당의 1당 독주체제였기 때
문에 처음에는 살리나스가 가볍게 낙승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살리나스는 50.7%를 득표해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상대방이었던 쿠아우테목은 31.1%만을 득표했다. 살리나스는 경제
전문가로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처음에는 국부에 가까운 칭송을 받았다. 선거 전부터
미국과 NAFTA 협정을 체결할 것을 공약했고, 이를 바탕으로 임기 말인 1994년 1월 1일 미국과 FTA
를 정식으로 체결한다. 당초 살리나스는 이 협정이 멕시코 경제에 플러스 요소가 될 것이라고 공언
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되었다.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살리나스 정권은 급격하게
레임덕이 걸리고 말았다. 또한 수많은 멕시코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하였는데, 정경유착으로 헐값에
인수 받아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만이 이득을 보았다. 대표적으로 카를로스 슬림도 이때 국영기업을
인수 받아 빌게이츠와 세계 최고의 부자 1위를 다투게 되었다. 연임 제한으로 1994년에 물러났지만,
국가 혼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후임자로 내정되어 있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후보가 선거 유세
중 의문의 암살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콜로시오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에르네스토 세디요를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지만, 48.7%밖에 득표하지 못해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한다. 그리
고 제도혁명당은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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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조직명（한국명⋅약칭）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조직명（원문）
Comunicaciones y
Transportes

역할
통신 서비스의 규제⋅검사⋅감시, 공항⋅철도⋅자
동차도⋅항만에 관한 건설 인허가⋅감시 등.

공공행정성
(SFP)

Secretaría de Funcion
Publica

•연방정부의 통제 및 평가 시스템의 계획⋅조정, 공
공지출 검사, 연방정부의 통제수단⋅절차의 기준 책
정 및 감시, 정부지국⋅단체의 내부통제 촉진⋅회
계감사의 실행 등

공공교육성
(SEP)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학교 교육의 조직⋅감시⋅개발, 교육 계획 책정, 학
술 연구기관의 설립 촉진, 문화유산 보호, 예술⋅문
화 활동의 계획 등.

보건성
(SSA)

Secretaría de Salud

•사회 복지⋅의료 서비스⋅공중 위생에 관한 국가
정책의 계획 및 실시 등.

사회복지노동성
(STPS)

Secretarí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노동 관련법의 준수⋅적용의 감시, 노동 생산성 증
가의 촉진, 기능 개발⋅직업 훈련의 촉진, 사회보장
정책의 작성, 사회보장 서비스의 조정 등.

(SCT)

농지영토도시개발성(구
농지개혁성)(SEDATU)

Secretaria de Desarrollo
•농지 규칙⋅법령의 적용, 농촌 개발의 인허가, 농업
Agrario, Territorial y
지대 개척의 프로그램 기획 등.
Urbano

관광성
(SECTUR)

Secretaría de Turismo

•국내 관광산업 발전의 정책 작성 및 실행, 관광 서
비스 산업의 인허가 등.

내무성
(SEGOB)

Secretaría de
Gobernación

•내정에 있어서의 감시⋅문제 대처, 행정 기관⋅정
당⋅제단체간의 관계 조정, 관보 등.

국방성
(SEDENA)

Secretaría de la Defensa
•육군 및 공군의 조직⋅관리⋅훈련 등
Nacional

해군성
(SEMAR)

Secretaría de Marina

•해군의 조직⋅관리⋅훈련 등.

문화성
(CULTURA)

Secretaría de Cultura

•문화예술의 보호나 역사적⋅자연적 유산의 보호, 연
구의 지원 등.

출처: 멕시코 대통령부 웹사이트, 각 부처 웹사이트 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
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살리나스 정권 시절 중이던 1994년에는 미국⋅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이 체결되었다. 이 정부는 NAFTA 체결에 대비하여 여러 개혁을 추진하
였고, 1991년에는 멕시코 농업의 기반이 되어 온 에히드(공동체 농장)의 개혁이 추
진되었다. 이 때 에히드 공유지의 임대차, 매매가 허용되었다. 이 시기에 농산물
무역자유화로 인한 국내 농업 영향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지불제도가
시작되었는데, 기존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에서 전환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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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2012년 국민행동당(PAN) 시기
2000년 대선에서는 변혁을 호소하던 국민행동당(PAN7))의 폭스8) 후보가 당선
되었다. 이어 2006년 대선에서 선출된 펠리페 칼데론9)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치안 개선,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빈곤 감축을 내걸었다. 멕시코에서는 역사
적으로 빈곤문제와 농촌대책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였고, 칼데론 정부는 농업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농촌개발을 추진하였다. 또 이 정권은 치안대책에 적극
적으로 나섰지만, 마약조직 간 항쟁이 격화되는 등 치안 개선은 보이지 않았다10).

7) 국민행동당, National Action Party), 멕시코 주요 정당 중 하나로 1939년에 창당되어 1980년 후반부
터 지방선거 및 전국구 당선으로 세를 확장하였으며, 2000년 이후 비센테 폭스 케사다(재임
2000~2006)와 펠리페 칼데론(재임 2006~2012)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주의 정당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8) 비센테 폭스 케사다(Vicente Fox Quesada). 멕시코의 정치인으로, 2000년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 코
카콜라엔터프라이지스 멕시코 법인 사장을 지냈으며, 이후 정치에 입문, 비즈니스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해 경제발전을 이루어 명성을 얻었다. 대통령 당선 후에는 국제사회에서 멕시코의 입지를 강화
하고 7％의 경제성장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1942년 수도 멕시코에서 농업기술자의 아들로 태어
나 어머니를 따라 과나후아토주(州)로 이주해 어린 시절을 보낸 뒤, 이베로아메리카대학에서 기업경
영학을 전공하였다. 1987년 국민행동당(PAN)에 가입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고, 1988년 과나후아토주
연방 하원의원 당선을 거쳐 1995년 과나후아토주 민선 주지사로 선출된 뒤, 활발한 외자유치와 적극
적인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낙후한 과나후아토주를 멕시코의 31개 주 가운데 경제발전 순위 5위로
끌어올림으로써 확고한 명성을 얻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행동당 후보로 출마해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한편, 그해 12월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는 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신장을 정
책의 기조로 삼고, 미국⋅유럽⋅라틴아메리카를 순방하면서 경제협력을 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멕
시코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7％의 경제성장과 13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국영기업의 민영화, 부정부패 및 공공 부문의 비효율적인 구조 타파, 무장투쟁단체인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과의 평화협상을 통한 국민화합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집권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여타 정당과의 연합을 모색해야 하는 등 어려움도 겪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9) 펠리페 칼데론(Felipe de Jesus Calderón Hinojosa). 멕시코의 정치가. 2006년 7월 대통령 선거에 집
권여당 PAN(National Action Party: 국민행동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 12월에 임기 6년의 대통령으
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불복한 야당의 저항 정부 구성과 전국적인 소요 사태로 취임과
동시에 위기에 봉착했다. 자유법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 멕시코자치기술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정부대학원에서 공공행정 분야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1999년
PAN 총재가 되었다. 2000년 12월 비센테 폭스(Vicente Fox)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국가개발은행
(Banobras) 총재가 되고, 2003년 9월 에너지부장관이 되었으나 2004년 5월 장관직을 사임하였다.
2005년 말 PAN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비센테 폭스의 최측근인 산티아고 크릴(Santiago Creel) 전
내무장관을 제치고 후보로 선출되어 돌풍을 일으켰다. 2006년 7월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좌파 민주혁
명당(PRD)의 로페스 오브라도르(Lopez Obrador)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로페스 오브라도르 개표 부정을 주장하자 많은 지지자들이 연일 시위를 벌여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
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0) 総務省, ｢諸外国の行政制度等に関する調査研究 メキシコの行政｣, 2010.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
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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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통령 선거 PRI의 정권 탈환 시기
2012년 대선에서는 PRI 엔리케 페냐 니에토11) 전 멕시코 주지사가 승리하였고,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도 PRI가 약진하였다. 멕시코 연방선거법원
은 8월 페냐 니에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정권교체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차기 정부의 예산⋅정책 방
향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페냐 니에토가 정식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1929년부터 71년간 집권했던 PRI가 12
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였다.

∙ 2018년 이후 현 정부의 방향
2018년 연방 상하 양원 의회 선거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12) 대통령의 지지 모
태인 MORENA, 노동당, 사회적 합의당으로 구성된 ‘함께 역사를 만들자(共に歴史
を作ろう)'가 상원에서 70석(전체 의석의 55%), 하원에서 314석(전체 의석의 63%)
을 얻어 과반수를 확보하였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민주혁명당(PRD13)) 소속으로 있다가, 2012년 9월 탈당하
11)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na Nieto). 2012년 12월 1일 공식 취임한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이
다. 1966년 7월 20일 국영기업 직원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990년대 시민
단체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5년 멕시코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
체인 멕시코 주의 주지사로 당선, 멕시코 제1 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떠올랐
다. 2011년 12월에서야 PRI의 정식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지만, PRI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신한 이미
지로 선거 운동 초반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을 크게 앞질렀다. 엔리케는 멕시코 제1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의 대선후보로 출마해 2012년 8월 1일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12월 1일 공식 취
임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12)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1951년 11월 13일 ~ )은 멕시
코의 좌파 정당인 국가재건운동 소속 정치인으로 멕시코의 제5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는 2000
년과 2005년 사이 연방 구역의 수상(멕시코시장)이었다. 2005년 7월 시장직을 사임하고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한 연합의 후보로서 멕시코 2006년 대선에 출마했다. 연합은 민주혁명당이 주도하나 민주
주의를 위한 모임과 노동당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방선거국에 따르면, 선거는 그의 경쟁자 펠리페
칼데론이 0.58%의 차이로 승리하였다. 이후 다음 선거인 2012년 대선에 출마하였으나, 전직 대통령
인 제도혁명당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에게 6.6% 차로 밀려 2위로 낙선하였으며, 2018년 대선에 출마
하여 3번의 도전 끝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었으며, 1929년 대통령 선거 이후 89년 만에 좌파
정권으로 교체한 첫 주인공이 되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흔히 그의 이름의 약자인 'AMLO'로 불
리며, 또한 그의 고향 타바스코주에서 발견되는 pejelagarto 물고기의 약자를 따라 '페헤(peje)'라고도
불린다. 언론에서는 그의 대중주의적 성격에 빗대어 멕시코의 도널드 트럼프라 지칭하기도 한다.(출
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13) 민주혁명당(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PRD). 민주혁명당은 1989년 5월 5일에 창설된
멕시코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2006년까지 민주혁명당의 정치인들은 바하 칼리포르니아⋅사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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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14년 새 좌파 정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을 창당하였다. 2015년 중간선
거에서 민주혁명당은 대패하였고, 오히려 국가재생 운동이 약진하였다. 국가재생
운동은 노동당 및 사회결집당과의 정당연합을 출범시켰고,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빈부격차 확대라는 사회문제를 배경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재
분배, 에너지 자활, 농업자활이라는 저소득층 중시 세 축을 내걸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금지급액 2배 증가, 교육 무상화와 같은 야심 찬 사회복지 정책을 내세
우는 동시에, 개발이 더딘 남부지역에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집중하고 있다. 유
카탄 반도를 일주하는 마야 철도 프로젝트나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잇는 테완테펙
지협 철도 등이 대표적이다.
12월에 의회에서 승인된 2019년도 예산안은 2%의 경제 성장률과 3.4%의 인플
레율이라고 하는 견실한 경제 전망을 전제로 재정 규율을 유지하는 방침을 보여주
는 것이 되었다14).

② 국가개발계획(2019~2024) 개요
멕시코 하원은 6월 27일 ‘국가개발계획(PND) 2019-2024’를 승인하였다. 종전
에는 행정부가 수립하여 공포하는 것이었지만, 2014년 2월 헌법 개정을 통하여 하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로페즈 오브라도르 정권의 PND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성립한 첫 PND가 되었
다. 본체에는 정책의 기본적 방향성이, 별첨 문서에는 분야별 현황인식과 중기목
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기재되어 있다.
｢포괄적인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변혁｣을 전체 목표로 하여 1) 정의와 법의 지
배, 2) 복지, 3) 경제개발이라는 3개의 축과 그들을 공통으로 관통하는 1) 성(性)적
평등⋅무차별⋅포섭, 2) 부패 척결과 행정 개선, 3) 국토 개발 및 환경 보전이라는

카⋅미쵸아칸⋅게레로⋅수도 연방구역의 지자체장을 맡았다. 민주혁명당은 멕시코의 남부에서 우세
하였고 특히 타바스코⋅모렐로⋅틀락스칼라⋅치아파스 오아하카⋅베라크루스에서 우세를 점하였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당에서 이탈하여 국가
재건운동을 창당하면서 당세가 위축되자 2018년 대선에서는 보수 정당인 국민행동당과 연합하기에
이른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14) 松下冽, ｢ロペス⋅オブラドールの時代-メキシコ社会の再生に向けた課題と展望-｣, 2019. 株式会社富
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
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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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축을 설정하고 있다.
농업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의 PRI 정권은 지방의 생산자나 소규모의 생산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해 오지 않았다고 비판한 다음, 국내 농업의 피폐와 식량이나
연료, 농업 설비의 수입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③ 2020년도 예산
멕시코 재무성(SHCP)은 9월 9일에 2020년 세입 법안과 세출 계획을 국회에 제
출하였다. 세출 총액은 전년 예산과 비교하여 0.8%, 일반회계는 2.3% 증가하는
등 전년과 비교하여 약간 증가하였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63.6%가 사회정
책에 충당된다. 농업농촌개발성(SADER)의 예산은 43.7% 감소하는 등 크게 줄었
다(표 2).
<표 2> 2020년 세출예산 내역과 증감
(단위: 10 억 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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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관명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율

일반회계

4,295.4

4,395.2

99.8

2.3

연방행정기관
공공교육성

1,162.0
319.0

1,132.2
324.7

29.7
5.7

2.6
1.8

복지성(구 사회개발성)

156.0

173.1

17.1

11.0

보건성
치안시민보호성

128.7
55.6

128.6
59.2

0.1
3.5

0.1
6.3

운수통신성

68.9

54.4

14.5

21.2

에너지성
농업농촌개혁성

28.2
67.8

48.5
46.3

20.3
21.6

72.0
31.8

해군성

33.2

33.6

0.3

1.0

환경자연자원성
사회복지노동성

32.1
44.8

29.7
28.8

.5
16.1

7.7
35.8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5.6

25.7

0.0

0.0

재무성
문화성

23.4
13.4

21.1
13.4

2.2
0.0

9.5
0.1

농지영토도시개발성

19.4

10.9

8.5

43.7

외무성
경제성

19.4
8.8

10.9
8.7

8.5
0.1

43.7
1.3

내무성

7.3

5.8

1.5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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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관명
관광성
대통령부
기타
독립행정법인

2019년
9.1

2020년
5.0

증감액
4.1

증감율
44.7

1.6

0.9

0.7

43.5

12.4
1,108.3

13.6
1,174.5

1.2
66.3

9.8
6.0

사회보험성

773.4

825.1

66.3

6.0

공무원사회보험청
국영기업

334.9
931.4

349.4
1,174.5

14.6
66.3

4.4
6.0

석유공사

481.2

523.4

42.2

8.8

450.2
116.2

456.4
123.3

6.2
7.1

1.4
6.1

입법부

13.5

13.5

0.1

0.5

사법부
국가선거관리위원회

65.9
15.9

68.6
17.7

2.7
1.8

4.1
11.4

연방검찰청

15.9

18.2

2.3

14.5

기타
국립통계지리원

5.0
12.6

5.3
16.6

0.2
4.0

4.2
31.9

연방행정재판소

2.8

3.1

0.3

11.0

각 기관에 분배할 수 없는 지출
특별회계

1,749.2
1,751.0

1,811.7
1,701.1

62.4
49.9

3.6
2.8

금융코스트

775.8

732.9

42.9

5.5

지방교부금
과년도 채무변제에 관한 경비

952.6
22.5

944.3
24.0

8.4
1.5

0.9
6.6

6,009.1

6,059.0

49.9

0.8

전력청
입법․사법․독립자치기관

세출총액

출처: SHCP 'Presupuesto de Egresos de la Federación 2020',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
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2. 경제 정세
2.1. GDP의 변천과 예측
멕시코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8년 전년대비 +2.0%로 2017년 +2.1%보다 약
간 둔화되었지만, 5년 연속 2~3%대의 완만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료절도대
책(燃料窃盗対策15))으로 인한 휘발유 공급 혼란과 교원노조의 철도 봉쇄16) 등으로
15) 멕시코 중부 이달고 주에서 2019년 1월 18일(현지시간) 석유 파이프라인 화재 사고가 발생해 66명
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사
고는 멕시코시티 북쪽 약 105㎞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석유를 절도하려던 도둑들이 송유관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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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경기가 둔화되었으나, 안정적인 고용이나 소득환경이 개인소비 주도
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2019년에는 1〜9월 GDP가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전년 동기 대비 0.0%로 제
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신정권의 정책 운영의 장래 불투명성
이 민간투자를 억제시키는 리스크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단체인 기업간조정평의회(CCE)는 민간부문 인프라 투자
국가 합의로 지칭한 현 정부 말까지 민간 주도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합의안에서 정부는 인허가 취득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투자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거시경제 환경을 안정시키며, 투자계획 시행을 방해하
는 요인을 법적 틀에 따라 제거할 것을 민간기업에 약속하기로 하였다.
멕시코 중앙은행이 멕시코 국내 민간 연구소 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
르면,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9년 응답자 평균 0.0%, 2020년 1.1%로 나타
났다.

2.2. 재정 상황의 변천과 예측
정부의 세입⋅지출액은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출의 GDP 비는 2010년과
비교하면 저하 경향에 있다. 멕시코의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이지만,
2018년에는 약 250억 페소(1조 3,035억 원17))의 적자로 전년보다 근소하게 악화
되었다. 미국 등으로의 이주 노동자로부터 송금에 의해, 제2차 소득 수지의 흑자
가 계속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주로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의해 파이낸스되
멍을 뚫고 뽑아내던 현장에서 발생하였다. AFP는 많은 현지인들이 송유관에서 나오는 석유를 양동
이나 캔 등에 담고 있었다며 파이프라인이 폭발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보도하였다. 멕시코 국
영 석유기업 페멕스도 이날 폭발은 송유관 절도 행위 때문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오마르 파야드
이달고 지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화재 발생 장소가) 불법 연료 절도가 있었던 곳”이라
며, 이번 사고로 멕시코시티의 휘발유 공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산유국이지만 석유
절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푸에블라 주에서는 석유 절도에 따른 송유관 폭발 사
고가 발생해 어린이 13명을 포함해 28명이 사망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신임 대
통령은 석유 절도를 막기 위해 주요 송유관 가동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최근 휘발유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주유소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는 등 혼란이 가중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출처 : 서울와이어, ‘송유관 뚫어 석유 절도하다… 멕시코 송유관 폭발 사망
자 66명으로 늘어’, 2019년 1월 20일자 기사, http://www.seoulwire.com)
16) 2018년 7월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 이후 각 노조들의 파업이 성행하였는데, 그 중 교원노조의 철
도봉쇄 파업은 유명하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FICC 조석원, ‘BUY 멕시코’, 2019년 2월 24일 게시,
https://blog.naver.com/zulupapa/221473864949)
17) 한화 원의 대 멕시코 페소 환율(2020년 8월 4일 기준) 52.14원 적용.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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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그림 1, 2).
<그림 1> 정부의 세입과 지출 추이와 예측(2010~2024년)

주: (*)는 예측을 나타낸다.
출처: U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9"에 따라 작성. 株式会
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
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그림 2> 정부의 재정적자 추이와 예측(2010~2024년)

주: (*)는 예측을 나타낸다.
출처: U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9"에 따라 작성. 株式会
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
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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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정책의 변천과 현황 및 방향
3.1. 농업 개요
① 지리⋅기후조건
멕시코의 기후 조건은 북부⋅중부⋅남부가 각각 다르다. 미국과 접하는 북부에
는 건조지⋅반건조지대가 펼쳐져 있어 사막지대가 많기 때문에 경종농업에는 관개
를 빼놓을 수 없다. 수리투자를 하면 넓은 농지를 가질 수 있어 대규모 농업경영체
가 많고, 축산, 옥수수, 토마토 생산이 활발하다.
중부는 위도(緯度)로는 열대지역에 해당하지만, 고지(高地)이기 때문에 온난하
고 습윤한 기후이다. 수도 멕시코시티의 북서쪽에 위치한 바히오 지역에는 비옥한
녹지가 펼쳐져 있으며, 중산간지도 있어 복잡한 지형과 다양한 농업형태를 가지고
있다. 축산과 더불어 사탕수수, 과일, 아보카도의 생산이 번성하다.
<그림 3> 멕시코의 기후 조건

출처 : Geo-Mexico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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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는 열대 습윤한 기후로, 소규모 농가에 의한 천수농업(天水農業)이 주체이
다. 커피, 카카오 등의 영년성(永年性) 작물이 주류이며, 유카탄 반도나 멕시코 만
에서는 야자유 생산도 활발하다18).

② 주요 농작물 생산 현황
멕시코의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수수, 오렌지, 토마토, 레몬라임, 아보카도
등이며, 특히 아보카도는 세계 제1위의 생산량이다(표 3).
<표 3> 멕시코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천 톤)

출처 : FAOSTAT(November, 2019)에 의거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
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18) 外務省, メキシコ合衆国基礎データ,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
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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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생산은 2014년부터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2019~2023년에 걸쳐
연평균 1.2%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축산물도 향후 5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옥수수는 주로 식용인 백색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가 중심이다.
하지만, 멕시코도 여타 중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백색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있어, 중미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사료용 옥수수는 많이
수입되는 편이다19).
<표 4> 멕시코의 주요 농작물 생산자 가격 추이
단위: 페소/톤

출처: FAOSTAT(March, 2020)에 의거하여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
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③ 주요 농작물 수출 및 수입 현황
주요 수출품은 맥주, 토마토, 아보카도, 증류주, 풋고추 등 주요 수입품은 옥수
수, 대두, 조정식료품, 밀, 돼지고기 등이다.

19) USDA, Mexico: Sugar Annual, 2019, USDA, Mexico: Grain and Feed Annu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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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멕시코의 농산물 수출액
(단위: 백만 US달러)

출처: FAOSTAT.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
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표 6> 멕시코의 농작물 수입액
(단위: 백만 US달러)

출처: FAOSTAT(November, 2019)에 의거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
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3.2. 국내 농업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멕시코 신정권은 농촌부의 삶의 질 향상과 식량 자급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특히 남부주의 소규모 농가 지원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2018년 12월에 재편된 농업농촌개발성
(SADER)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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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ER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을 위한 생
산 프로그램, 식료품 가격 보증 프로그램, 축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비료 프
로그램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 4개의 프로그램과 관
련된 과거 프로그램의 변천에 대해 다룬다.
<표 7> 농업관련 프로그램 예산(2019년도)
(단위: 100만 페소)

출처: SADER, “Inforne de labores”,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
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① 삶을 위한 생산 프로그램(Programa Producción parael Bienestar)
삶을 위한 생산 프로그램(Programa Producción parael Bienestar)은 2019년
에 작성된 중소규모 곡물생산자 직불 프로그램으로, 농촌생활 지원, 식료품 자급
자족, 농촌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방정부가 정의한 25개 우선 프로그램
중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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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대상은 이전의 직접지불 프로그램인 PROAGRO 또는 PIMAF(옥수
수⋅콩류 생산자 장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던 20헥타르 이하 토지를 소유한
생산자이다. 2019년도 연방재정지출예산(PEF)에서 이 프로그램에 승인된 예산은
90억 페소(4,692억 6천만 원)였으나, 2분기에는 사탕수수와 커피 생산자를 지원
하기 위해 20억 페소(1,042억 8천만 원)가 추가되어 110억 페소(5,735억 4천만
원)가 되었다.
이러한 직접 생산자 소득을 보상하는 정책은 1990년대부터 실시되었다. 1994년
NAFTA 발효로 인해 옥수수 등 관세철폐에 따른 이행조치로서 정부는
PROCAMPO(농지면적에 따른 직접 지불)를 NAFTA 발효로부터 15년간 실시하겠
다고 약속하였다.
직불정책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 연장을 거듭하여 현재에도 기본 스킴(Scheme)
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면적단가를 적용하였지만, 대규모
농가우대라는 비판이 있어 5 ha 이상은 단가를 낮추어, 지급상한을 10만 페소(521
만 4천 원)로 하고, 농지면적이 1 ha 미만인 농가도 1 ha 분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제도개시 20년 후에 명칭이 PROAGRO로 변경되어, 중규모 이상의 농가의 단가를
더욱 낮춤과 동시에, 빈곤지역의 우대단가를 설정하고 있었다.

② 기초 식품 가격 보증 프로그램(Programa de Precios de Garantía a
Productos Alimentarios Básicos a cargo Seguridad Alimentaria
Mexicana)
2019년 3월에는 4개 주요 품목을 사용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보증가격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소규모 농업생산자의 수입을 늘리
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것은 정해진 생산량, 농지면적을 밑도는 옥수수, 프리홀(frijoles)
콩20), 밀, 쌀 생산자이다. 보증가격은 각각 1톤당 옥수수가 5,610페소(29만 2,505
원), 프리홀 콩이 14,500페소(75만 6,030원), 밀이 5,790페소(30만 1,891원), 쌀
이 6,120페소(31만 9,097원)이다.
보증 가격으로의 매입과 유통을 담당하는 것은 SEGALMEX라 불리는 새로운 기

20) 강낭콩의 일종으로 멕시코와 페루의 대표 음식인 프리홀이라는 갈아 으깨 만든 요리의 원료로 쓰인다.(출처:
네이버카페 남미사랑, ‘멕시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아요’(https://cafe.naver.com/nammisarang/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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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다. 이 조직은 저가격으로 빈곤층에 우유를 판매하는 국영기업인 Liconsa와
식료품을 농촌에 배급하는 정부 조직인 Diconsa가 합병하여 탄생한 것이다.
SELGAMEX는 구입한 농산물을 Liconsa나 Diconsa가 소유하고 있던 배송센터나
점포를 통해 배송하여, 배급과 판매를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첫 100일
동안 이미 1,700여 개 생산자에게서 콩을 구입하였다고 밝혔다21).
이러한 가격보증정책은 직불이 주류가 되기 이전 멕시코 농업정책의 핵심이었
다. 1961년 국영식량공사(Compana Nacional de Subsistencias Populares :
CONASUPO)가 설치되어, 주요 작물의 가격 안정화와 이에 따른 농가의 수입 및
구매력 향상을 목적으로 농작물의 수매, 가공, 비축, 유통, 수입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자유무역화 흐름 속에서 1991년에는 옥수수와 프리홀 콩을 제외한 작물
의 가격지지제도가 철폐되었고, 이후 1994년 프리홀 콩, 1999년 옥수수 가격지지
제도도 폐지되었다. 그 결과 1999년 CONASUPO는 해체되었다22).

③ 축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Programa Crédito Ganadero a la Palabra)
축산업 대출 프로그램은 국내 생산자의 소득 향상과 축산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가축(소, 돼지, 염소, 벌)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수급자는 받은 동물의 종류에 따
라, 4년 이내에 현물로 반제(返済, 빌린 것을 돌려줌)한다. 또 소규모 생산자는 설
비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해 10만 페소(521만 4천 원)까지 자금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40억 페소(2,085억 6천만 원)이며, 19,000명 이상에게
가축을 제공할 예정이다. 멕시코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캄페체, 치아파스, 게레로,
할리스코, 나야리토, 미초아칸, 오악사카, 킨타나로, 타바스코, 타마울리파스, 베
라크루스, 유카탄, 사카테카스와 중남부의 주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여
성과 원주민에 대한 우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비료 프로그램(Programade Fertilizantes)
비료 프로그램은 남부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21) USDA, “Mexico Announces New Agricultural Support Program”, 2019
22)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プロ研資料 第8号,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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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작물(옥수수, 프리홀 콩, 쌀)을 재배하는 생산자는 ha당 최대 450kg의 비
료를 최대 3 ha분까지 받을 수 있다. 우선 게레로 주에서 테스트가 실시되고 있으
며, 2019년 7월 현재 총 73,711톤의 황산암모늄이 지급되었다23).

⑤ 기타 농업정책
∙ 계약재배 프로그램
계약재배 프로그램은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사전계약을 촉진하여 국제가격의
변동 등에 의한 계약 파기를 방지함으로써, 생산자에 대해서는 판매처가 확보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구매자에게는 조달을 계획적으로 실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생산자와 구매
자가 시카고 베이스의 선물가격 등을 기본으로 정해지는 금액에 근거하여, 파종
전에 계약을 맺는다. 2019년에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지만, 지원액은 50% 가까이
삭감되었다.

∙ 목표소득 프로그램
정부가 설정한 농산물 목표가격과 작부시점에 정부가 예상하는 가을시장 가격
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에 목표 가격이 인상되었고, 2019년
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24).

∙ 농업보험
국영 농업보험회사인 AGROASEMEX(Agro-Aseguradora Mexicana)가 주로
소규모 농가용 보험 융자 업무를 하고 있다. 최근 강수량이나 기온 등 기후조건이
나쁠 경우 또는 일정 범위의 특정 지역 수량이 과거 평균 수량에 부족할 경우에 보
험금을 지급하는 날씨 인덱스 보험25)이 확대되고 있다.
23) SADER ,“Inforne de labors”,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
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24) USDA, “Mexico Announces New Agricultural Support Programs”,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
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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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식료품의 수입과 안전성에 관한 규정
멕시코에 수입되는 농작물 및 식료품에는 일반건강법, 연방동물위생법, 연방식
물위생법이 적용된다.

∙ 건강기본법
건강기본법은 보건성 내에 설치된 위생리스크 보호 연방위원회(Comisión
Federal paral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 COFEPRIS)에 의해 건
강상의 리스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COFEPRIS는 동법
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의거 수입식품이 수입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판매 시점에서 식품을 랜덤으로 검사하여 기준에 준거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 유제품, 어패류 및 그 가공품이 검사 대상이다.

∙ 연방동물위생법
연방동물위생법은 농업농촌개발성(SADER)이 소관하고 있다. 가축⋅동물의 건
강대책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생산관리 방법의 규정, 수입 및 수
출 목적의 가축 및 축산물 수송에 관한 규정, 가축 및 축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가축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제조 기준 규정이 담겨 있다.

∙ 연방식물위생법
연방식물위생법은 농업농촌개발성(SADER)가 소관하고 있다. 과일, 채소 및 그
가공품에 있어서 식물 검역 상 규정과 해충 방지를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5) 통제 불가능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기업체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익손실, 비용손실 등)을 보상하며,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CUSTOMIZED PRODUCT이다. 날씨보험 또는 날씨 인덱스 보험의 필요성은
1)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규모 증대, 2) 날씨변동에 따른 기업의 이익감소나 비용증가로 인한 손실보
전, 3) 정보화시대에 따른 기상정보 활용의 중요성 증대, 4) 효율적 기업경영, 5) 날씨는 사업의 성
패좌우 등으로 정리되며, 날씨(인덱스)보험의 효과 중 직접효과로는 1) 날씨변동으로 인한 이익감소,
비용증가의 위험 효율적 회피, 2) 기업의 매출 안정성 확보 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효과로는 1) IR
효과 제고 즉 손익안정 ⇒ 주가안정, 주주만족도 제고로 볼 수 있으며, 2) 기업신용도 향상으로 인
한 자본조달비용 감소 등을 들 수 있다.(네이버블로그 기업보험전문가 인슈캄파니(InsuCompany) 블
로그, 기업보험전문가그룹, [기업보험] 날씨보험,
https://blog.naver.com/insucompany/11014919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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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멕시코 농업 관련 정책의 변천

출처: 후지쯔 종합연구소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
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3.3. 현정권의 방향성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선거 단계부터 소규모 농가 지원과 식료품 자급자
족 향상을 호소하여 왔다. 이 방침 하에 실행된 4개의 핵심 프로그램에서는 곡물,
축산물 등 현재 수입량이 많고, 국내 소비량도 많은 품목의 생산자를 주요 타겟
(target)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소규모 농가의 지지에 이어진 한편, 채소나 과일, 화훼 등 수출용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대규모 생산자에게서 불만도 나오고 있어, 북부의 시날로아와 소
노라에서는 상업적 농업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의 행동이 일어났다26).
26) Fitch Solutions, “Mexican Agricultural Production To Expand But AMRO Reforms Too Ambitious”,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
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15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4. 통상정책의 변천과 현황 및 방향성
4.1. 무역 구조
① 주요 수출품목
멕시코는 자동차와 그 부품, 전기기기, 일반기계, 광물성 연료, 광학기기, 가구,
플라스틱 제품, 귀금속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그림 5> 멕시코의 주요 수출품목 비중(2016년)

출처: 經濟産業省, 2019, ｢通商白書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
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② 주요 무역 상대국
멕시코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은 미국으로, 연간 307억 US달러(36조 6,321억
6천만 원27))의 무역을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 중국, 독일, 일본이 뒤를
잇고 있다28).

27) 1달러당 환율은 1,193원/달러(2020년 8월 5일 기준)를 적용하였다. 이하 같다.
28) 経済産業省, ｢通商白書2019｣, 201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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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TA⋅EPA 등
① NAFTA 체결 경위와 영향
멕시코는 1982년에 대외채무변제 불능이라는 국가파탄 위기에 직면하여 IMF나
미국 재무성에 의한 구제조치를 받는 조건으로 엄격한 반제의무와 함께 긴축재정
이나 무역과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장벽 철폐 등 매우 폭넓은 시장화 개혁을 하게
되었다. 멕시코의 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을 결정적으로 만든 것이 1994년
1월 출범한 NAFTA 참여이다.
이전의 멕시코에서는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보증가격제
도나 수입농산물 고관세 등 적극적인 농업보호정책을 취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이 같은 시장화 개혁으로 관개시설이나 농업연구, 농촌금융지원 등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가격지지정책도 전면 재검토되었다.
이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CONASUPO 해체는 NAFTA 참여라는 외압 탓이
크지만, 재정적 압박과 남부의 영세 농민보다 북부의 대농장에 유리한 정책이었다
는 점 등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NAFTA 체결에 따른 관세와 비관세 조치 철폐, 가공용 옥수수의 국내 수요 증
가에 따른 대미 수입 증가와 맞물려, 멕시코 국내 농산물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
였다. 이 같은 가격 저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반면, 생산자에게는 큰 타
격을 주었다29).

② NAFTA 산하 멕시코 농업단체와 정부의 협상
NAFTA 체결 후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농업규정의 재협상과 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농업단체들의 대규모 항의운동이 발생하였다. 농산물 약 400개 품목의
철폐와 미국에서 2002년 농업법(Farm Bill)이 성립된 것 등이 계기가 되었다.
협상결과, 정부는 국내 농업지원 강화 및 통상정책에 관한 합의사항을 담은 농
촌을 위한 국민합의를 2003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도 NAFTA의 농업
규정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exico’s Free Trade Agreements”, 2017. 株式会社富士通総研, ｢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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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무역협정
1994년 NAFTA 발효 이행, 일본, 유럽연합 등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
EU와 영국 간에 EU이탈(브렉시트, Brexit) 협정이 합의되었으나, 브렉시트 이행
기간 또는 한 차례만 인정되는 1년 또는 2년의 연장기간 중에는 멕시코와 EU간 자
유무역협정에 따른 영국과의 무역에 대해 특혜관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표 8> FTA 발효년도와 체결 대상국 목록
발효

체결 대상국

1994년

NAFTA

1999년

칠레

2000년

EU

2001년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2004년

우루과이

2005년

일본

2011년

콜롬비아

2012년

이스라엘
페루

2013년

중앙아메리카 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2015년

파나마

2019년
(추진중)

신 NAFTA(USMCA)

출처: Congressional Reserch Service, ’Mexicos Free Trade Agreements', 2017

4.3. USMCA30)와 대미 관세협상의 경위와 영향
30) NAFTA(北美自由貿易協定,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의 3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정식 발효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이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며 2017년 8월 상대국들과 재협상을 시작했고, 발효된 지 24
년 만인 2018년 9월 30일 새롭게 합의한 무역협정을 USMCA라고 명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NA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무역적자를 가져온다며 비판해 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8월 NAFTA 재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여러 차례에 걸
쳐 장관급 회동을 열었지만 입장 차이로 합의에 실패했다. 2018년 5월부터는 재협상이 멕시코 대선
으로 중단됐다가 7월 미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약칭 암로)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이 협상 개시 선언
을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결국 미국과 멕시코는 2018년 8월 27일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일몰
조항 등 주요 부분에 합의를 이뤄내면서 캐나다에 앞서 먼저 새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이어 미국은
캐나다와 2018년 8월 28일부터 NAFTA 개정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없이 종료됐고, 9월 11일부터
개정 협상을 재개해 합의에 이르면서 9월 30일 북미 3국의 새로운 무역협정의 명칭을 '미국⋅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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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재협
상을 선언하였다.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NAFTA로 멕시코의 무역적자가 커
져 국내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비판하며 이탈도 언급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통령의 통상협정 교섭권한을 정하는 TPA법(미 무
역촉진권한법31))에 근거하여, 같은 해 5월 18일에 NAFTA 재교섭을 실시할 의사
를 연방의회에 정식으로 통지하고, 7월 17일에 2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교섭 목적
의 상세를 공표하였으며, 8월 16일부터 3개국 대표에 의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조약승인권을 가진 연방의회 상원에 USMCA 승인안을 제출하였
으나, 미국은 멕시코의 불법이민대책이 미흡하다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
A32))에 따라 2019년 6월 10일 자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대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멕시코 정부가 회피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멕시코 관세가 미국 실물경제
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는 미국 산업계와 공화당 내에서도 이론(異論)이 분출하
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7일 멕시코 정부가 중미 국가에서
⋅캐나다 협정(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이라고 명명했다. USMCA의 교
역 규모는 1조 2,000억 달러에 달하며, 향후 북미 3국 정상의 서명과 의회 승인을 거쳐 발표된다.
이로써 NAFTA는 발효된 지 24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31)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는 무역관련 신속승인절차이다. 미국 대통령이 대외무역관련 협상권
을 위임받아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TPA는 1994년 효력을 잃은 신속승인절
차(fast track authority)가 부활한 것으로 TPA로 개명되었다. TPA는 의회가 무역협정에 대해 수정없
이 90일 안에 승인 또는 부결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의회는 행정부에 협상목표를 제시하면
서 협상권을 위임할 뿐 부분 수정 등 통상적인 의회 절차를 취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상원은 TPA
법안을 부결시키고 대통령이 합의한 무역협상 결과를 상원이 최종 수정할 수 있도록 한 TPA 수정안
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 업계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전
권을 맡기지 않고 의회가 어느 정도 손질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
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32) 국제긴급경제권한법(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IEEPA). 전시나 국가 비상 시 대통령의 권한
에 관한 법률이다. 1977년 10월 28일 제정된 L.95-223,91통계 분석 1626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원
천을 갖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한 후 대통령이 국제 무역을 규제할 수 있도록 승인한 미국 연방 법이다. H.R.7738 법안은 1977년
12월 28일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미국 법전에서, IEEPA는 제50편, 제1701조-1707
조이다. 국제 원자력 기구(IEEPA)는 대통령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존재를 선언할 수 있도
록 승인했다. "전체 또는 실질적으로 "미국 밖에서 유래한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그러한 선언 후 대통령이 거래를 차단하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을 동결
하는 것을 승인한다. 미국에 실제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은 테러를 지원한 국가, 단체, 개인과
관련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IEEPA는 NEA(National Emergencies Act)의 규정에 해당하는데, 이
는 이 법에 따라 선언된 비상 사태가 계속 유효하려면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Emergency_Economic_
Powers_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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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향하는 이민 흐름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6월 10일로
예정했던 관세 발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멕시코 상원은
USMCA 인준안을 심의해 2019년 6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33).

5. 맺음말
멕시코는 1994년 미국⋅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전에는 사
회주의에 가까운 제도적 자세를 취해왔다. NAFTA 체결에 즈음하여 다양한 개혁
이 추진되었는데, 1991년에는 공동체 농장인 에히드 개혁으로 에히드 공유지의 임
대차, 매매가 허용되었다. 이 시기에 기존의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농가지불제
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멕시코에서는 빈곤문제와 농촌대책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에
칼데론 정부는 농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농촌개발을 추진하였다. 또 이
정권은 치안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마약조직 간 항쟁이 격화되는 등 치안
개선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취임을 즈음하여 차기 정부의 예산⋅정책 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2018년에는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대통령에 취임하
였고, 빈부격차 확대라는 사회문제를 배경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
재분배, 에너지 자활, 농업자활이라는 저소득층 중시 세 축을 내걸고 있다.
NAFTA 참여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를 위
한 보증가격제도나 수입농산물 고관세 등 적극적인 농업보호정책을 취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이 같은 시장화 개혁으로 관개시설이나 농업연구, 농촌금융지원 등
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가격지지정책도 전면 재검토되었다.
NAFTA 체결에 따른 관세와 비관세 조치 철폐, 가공용 옥수수의 국내 수요 증
가에 따른 대미 수입 증가와 맞물려, 멕시코 국내 농산물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
였다. 이 같은 가격 저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반면, 생산자에게는 큰 타
격을 주었다.
NAFTA 체결 후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농업규정의 재협상과 지원 강화를

33) みずほ総合研究所, ｢米墨不法移民問題と貿易摩擦 USMCA批准⋅発効に新たなハードル｣, 201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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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며 농업단체들의 대규모 항의운동이 발생하였지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국
내 농업지원 강화 및 통상정책에 관한 합의사항을 담은 농촌을 위한 국민합의를
2003년 발표하였다.
2019년도 예산안은 2%의 경제 성장률과 3.4%의 인플레율이라고 하는 견실한
경제 전망을 전제로 재정 규율을 유지하는 방침을 보여주었으며, ‘국가개발계획
(PND) 2019-2024’에서는 ｢포괄적인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변혁｣을 전체 목표로
하여 1) 정의와 법의 지배, 2) 복지, 3) 경제개발이라는 3개의 축과 그들을 공통으
로 관통하는 1) 성(性)적 평등⋅무차별⋅포섭, 2) 부패 척결과 행정 개선, 3) 국토
개발 및 환경 보전이라는 3개의 축을 설정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국내 농업의
피폐와 식량이나 연료, 농업 설비의 수입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
다.
멕시코의 주요 농산물 중 하나인 사탕수수의 생산은 2014년부터 완만하게 감소
하고 있으나, 2019~2023년에 걸쳐 연평균 1.2%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축
산물도 향후 5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옥수수는 국내 소비 중심이지
만, 소량이나마 중미국가에 수출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료용 옥수수 수입은 많
다.
주요 수출품은 맥주, 토마토, 아보카도, 증류주, 풋고추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옥수수, 대두, 조정식료품, 밀, 돼지고기 등이다.
멕시코 농업농촌개발성(SADER)의 주요 농업 정책 중에는 생활을 위한 생산 프
로그램, 식료품 가격 보증 프로그램, 축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비료 프로그램
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격보증정책은 직불이 주류가 되기 이전
멕시코 농업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자유무역화 흐름 속에서 1991년부터 1999
년까지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지지제도가 폐지되었다.
축산업 대출 프로그램은 국내 생산자의 소득 향상과 축산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가축을 빌려주는 제도이며, 비료 프로그램은 남부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계약재배 프로그램은 생산
자와 구매자 간의 사전계약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한편, 목표소득 프로그램은 정부가 설정한 농산물 목표가격과 작부시점에 정부
가 예상하는 가을시장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농업보험
제도 중 날씨 인덱스 보험도 가지고 있다.
어쨌든, 멕시코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은 미국이며, 다음으로 캐나다, 중국,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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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일본이 뒤를 잇지만, 미국과의 교역에 비중이 치우쳐 있다. 멕시코는 1982년
에 국가파탄 위기에 직면하여 IMF나 미국 재무성에 의한 구제조치를 받는 조건으
로 엄격한 반제의무와 함께 긴축재정이나 무역과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장벽 철폐
등 매우 폭넓은 시장화 개혁을 하게 되었던 바도 있다. 멕시코의 이 신자유주의 정
책으로 전환을 결정적으로 만든 것이 1994년 1월 출범한 NAFTA 참여이다.
현재까지도 멕시코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멕시코 농업의 성패 혹은 발전의 정도에 대한 헤게모니는 미국이 쥐고 있
다고 보아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
권에서는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2020년 예산의 63.6%가
사회정책에 충당된다. 농업농촌개발성(SADER)의 예산은 43.7% 감소하였다. 이
러한 점으로 볼 때, 멕시코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
다.
이에 향후 멕시코 농업 및 무역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그 배경이 되는 미
국과의 관계 진전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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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4편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1)1)
-영국의 EU 탈퇴 후 영향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1. 영국과 EU 이탈 협상 동향
1.1 영국의 EU 탈퇴 협상 개요 및 상황
(1) EU 이탈까지의 흐름 (2019년도)
영국 의회에서 이탈 협정안에 대한 합의가 당초 예정되어 있던 2019년 3월 29
일이 날짜가 맞지 않았다. 이에 4월 11일 특별 유럽이사회는 최장 2019년 10월 31
일까지 비준을 위해 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동 연장에 따라, 영국 정
부는 5월 23일 유럽 의회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EU 이탈을 강하게 주장하는 신당
인 브렉시트 당이 29석을 획득하여 선두가 되었다.
2019년 6월 7일에는 테리자 메이 총리가 사임하고,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7월 24일에 총리로 취임하였다. 9월 9일 영국의 EU 이탈 연기법이 성립되어 10월
31일에 합의 없이 이탈이 될 우려는 보류되었다. 동 법은 4월의 이탈 연기 법안 표
결과 마찬가지로, 이탈 연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EU와 협상 기한은 유럽 이사회 다음날인 10월 19일로 설정되었다. 새로운 이탈
기한은 2020년 1월 31일로 정해졌다. 그 후, 10월 17일 이탈 협정안에 관하여 존
슨 총리는 이행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통제를
피하기 위해 이탈 협정안의 부속서(백스톱, back stop) 대안을 EU와 합의하였다.
* ryun0131@krei.re.kr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
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를 중심으로 재구성, 보완⋅해설을 더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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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9일 영국 하원은 정부가 제출한 하원 의원 선거를 요구하는 법안
을 통과시키고, 다음날인 30일에 상원 심의를 거쳐 총선이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이로 인해 EU 이탈 법안 표결은 선거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하원은
11월 6일에 해산하고, 12월 12일 영국 하원 총선 투표가 실시되어, 여당인 보수당
이 과반수를 크게 웃도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 당의 승리로 인해 최대 쟁점이 되
어 왔던 영국의 EU 이탈이 2020년 1월 31일에 실현되는 것이 거의 확정되었다.
2019년 12월 13일에 개최된 EU 정상 회의에서 유럽이사회는 영국 하원 총선 결
과를 근거로 영국의 EU 이탈 문제에 대한 EU 측의 기본자세를 명확히 기술한 문
서2)를 채택하였다. 유럽이사회는 EU⋅영국 간에 합의된 이탈 협정안에 근거한
‘질서있는 이탈’ 실현을 목표로, 동 협정안의 신속한 비준과 효과적인 실시를 요구
하였다. 그 위에, 이탈 협정안 함께 합의된 정치 선언안과 EU 지침에 따른 EU와
영국의 장래 관계를 가능한 한 긴밀한 형태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에게 영국의 EU 이탈 즉시 EU와 영국의 장
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교섭권한회부(위임장) 지령안을 유럽이사회(일반 문제위
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유럽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에 미셸 바
르니에 수석 교섭관을 (EU⋅영국) 장래 관계의 교섭 책임자로 재차 지명하며, 지
금까지의 브렉시트 협상과 마찬가지로 EU 회원국에 대한 정보개시 등의 투명성을
고려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3).
해가 바뀌어, 2020년 1월 23일, 영국의 EU 탈퇴에 필요한 EU 이탈 협정법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가를 얻어 통과되었다. 동 법에는 2019년 10월에 EU와 합의
한 이탈 협정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2018년 EU 이탈법 규정을 무효화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다음날 24일에 EU 이탈 협정안
에 서명하면서 영국의 비준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EU 이탈 협정 법안은 1월 9일에 하원을 통과하였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심의
를 시작한 상원은 1월 20일과 21일에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에 대한 영주권 보
장, 영국 하급 법원의 EU법에서의 일탈 제한, 어린이 난민과 보호자의 가족 재결
합, 영국 의회의 권한과 지방 분권의 정합성이라는 5가지 사항에 대한 수정 동의
를 정부의 지향 방향과는 반대로 통과시켰다.
2) European Council, “European Council (Art. 50) meeting (13 December 2019)– Conclusions”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41796/13-euco-art50-conclusions-en.pdf)
3) JETRO ビジネス短信｢欧州理事会, 英国との将来関係をめぐる交渉準備の着手を欧州委に要請｣
(https://www.jetro.go.jp/biznews/2019/12/5f54d4f67cc74e9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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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22일 집권 보수당 수를 능가하는 하원은 상원의 각 수정 사항을 무효
화하기 위해 5가지 사항 모두 큰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관례에 따라 하원
에서의 표결 결과를 받아들여, 이 법안은 정부가 2019년 12월에 제출한 내용대로
법제화되었다4).
2020년 1월 29일 유럽 의회 본회의에서는 EU⋅영국 간에 합의된 영국의 EU 이
탈 협정법을 다수가 찬성하여 승인5)하였다. 전 유럽의회(Presid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의 의장 데이비드 마리아 사솔리6)는 이번 표결 결과를 바
탕으로 EU와 영국의 장래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어려운 상황이 상정된다
고 밝히며, EU는 영국의 EU 이탈 이후 상황을 낙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
였다.
또한 이탈 협정 자체는 영국의 비준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1월 30일
EU 이사회(각료이사회)에서 특정 다수결 방식에 의한 최종 표결을 거쳐 발효되었
다. 이로 인해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영국시간 오후 11시)에 EU에서 이탈하여
다음날인 2월 1일부터 이행 기간에 들어갔다.
<표 1> 영국의 EU 탈퇴 협상의 흐름 (2019년 이후)
날짜

2019년

영국

1월 15일

∙ 하원이 이탈 협정안을 부결

3월 14일

∙ 2019년 3월 29일의 이탈일 연장을 가결

3월 20일

∙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요청

3월 29일

∙ 하원이 이탈 협정안을 부결, EU 이탈 일
자는 4월 12일로 연장
∙ 최장 2019년 10월 31일까지 이탈일
연장에 합의

4월 10일
5월 23일~
26일

EU

∙ 유럽 의회 선거

4) 2020年 1月 24日字 JETRO ビジネス短信(https://www.jetro.go.jp/biznews/2020/01/5a709665788e3d
98.html)
5) European Parliament, News, “Brexit deal approv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00128IPR71204/brexit-deal-approved-bythe-european-parliament)
6) 제9대 유럽 의회 의장. 2019년 7월~ 2021년 7월까지 의장직을 맡았으며, 이탈리아 민주당 사회민주
진보동맹 소속임. 현재의 유럽 의회 의장은 2017년 1월 17일에 취임한 이탈리아 출신의 안토니오
타야니이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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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6월 7일

∙ 메이 총리가 사임을 표명

7월 24일

∙ 존슨 새 총리가 취임

9월 9일

∙ 2019년 10월 19일까지 이탈협정을 승인
하지 않은 경우, 의회가 합의 없는 이탈
을 승인하지 않는 한 총리가 이탈 연기
요청을 EU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률 통과

부 록

EU

10월 17일

∙ 새로운 이탈 협정안 및 정치 선언 안에 합의

10월 19일

∙ 하원에서 EU 이탈 협정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채결7)을 보류하는 동의가 가결되
어, 체결 연기

10월 22일

∙ 하원에서 EU 이탈 협정 법안을 제2독회8)
에서 가결하였지만, 10월 31일의 이탈을
목표로 하원 심의 일정안을 부결

10월 29일

∙ 하원 총선거 실시에 관한 법안 가결

12월 12일

∙ 총선 실시. 존슨 총리 주도하는 보수당이
승리

1월 23일

∙ EU 이탈 협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영국의
회에서의 이탈협정안 승인확인을 생략

1월 24일

∙ 영국,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가 EU 이탈 협정안에 서명

∙ EU 이탈 일자 연기 요청을 서면으로
승인하여, 이탈 일을 최장 2020년 1
월말까지 연기

1월 29일

∙ 유럽 의회가 이탈 협정안을 승인

1월 30일

∙ EU 이사회가 이탈 협정안을 승인

1월 31일

∙ 영국이 EU를 탈퇴 (영국 시간 오후 11시)

2월 1일

∙ 이행 기간의 시작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료: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
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재인용

7) 의장이 의안(議案)의 채택 가부를 물어 결정함.(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8) 의회에서 중요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제도의 하나. 흔히 제1ㆍ제2ㆍ제3 독회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
는 데 제1독회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설명ㆍ질의ㆍ응답, 제2독회에서는 축조 심의, 제3독회에서는 의
안 전체의 가부를 결정함. 독회 제도는 원래, 영국 의회에서 인쇄가 발달하지 아니한 시대에 서기관
으로 하여금 의안을 세 번 읽도록 한 데서 유래함.(출처: 네이버 사전(https://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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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이탈 후의 흐름
2020년 1월 31일에 영국이 EU를 이탈함에 따라 이행 기간이 2020년 2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다. EU⋅영국 간 무역협정을 포함한 장래
관계에 대한 합의를 2021년 1월 1일 발효시키기 위해, 양측의 합의를 이행 기간이
종료일까지 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행 기간은 1년 또는 2년의 연기가 가능하
지만, 현재 영국은 이행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림 1> 향후 영국과 EU와의 협상의 흐름

자료: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
動向分析) 報告書’, 2020. 3

2020년 1월 24일 유럽이사회의 샤를 미셸 상임 의장9)과 유럽위원회의 우르줄
9) 유럽 이사회 의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또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럽 연합의 산
하 기관인 유럽 이사회의 수반임. "유럽 연합의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 유
럽 연합을 대표하는 최고 직책으로 여겨짐. 1975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유럽 이사회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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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10)은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이날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질문과 답변11)’을 발
표하고, 이행 기간을 포함하여 브렉시트 이후로 예상되는 상황과 그 유의점 등을
밝혔다. 이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이행 기간 중 주요 유의점

이행 기간

∙ 2020년 2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 이탈 협정에 따르면, 7월 1일까지 쌍
방 합의⋅결정하면 이행 기간은 1회에 한하여 1년 또는 2년 연장이 가능

국제 협정 체결

∙ 영국은 이행 기간 동안 적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제3국 및 국제기구와 국제 협
정 체결이 가능

출시된 제품

∙ 이행 기간의 종료 이전에 출시된 제품이라면, EU 단일 시장⋅영국 시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유통은 제품의 변경 및 라벨 교체 필요 없이 두 시장을

유럽 연합 이사회의 의장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이 6개월 동안의 직책을 수행한 뒤에 교체되는
순번의장 제도였지만 공식적인 직책은 아니었음. 2009년 12월 1일을 기해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공식적인 직책으로 격상되었으며, 임기는 2년 6개월임. 현재의 유럽 이사회 의장은 2019년 12월 1일
에 취임한 벨기에 출신의 샤를 미셸임. 샤를 미셸은 2014년 벨기에 연방 선거 후, 그 해 벨기에 정
부 형성에서 협동자가 되었음. 기독교민주당과 플람스가 크리스 페터르스를 위한 총리 지위에 마리
안 티센을 위한 유럽 연합의 지위를 선택할 때 미셸이 다음 정부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명확
하게 나왔음. 10월 7일 전체의 동의는 새로운 정부를 형성하는 데 4개의 당들 사이에 도달하여 미셸
은 페터르스를 4명의 부총리들 중의 하나로 하면서 정식으로 미셸 정부를 이끄는 데 제안하였음. 미
셸은 1841년 이래 벨기에의 최연소 내각 지도자이며, 현재는 벨기에의 최연소 총리 기록을 갖고 있
다. 그는 벨기에의 총리를 역임한 2번째 프랑코폰 자유주의자이기도 함. 2019년 10월 27일에 소피
윌메스에게 벨기에 총리 자리를 넘겨주고 퇴임했으며, 2월 1일에는 도날트 투스크의 뒤를 이어 제3
대 유럽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했음.
(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10)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또는 유럽 위원회 위원장은
유럽 연합의 산하 기관인 집행위원회의 수반임. 1958년 1월 1일에 신설되었으며, 임기는 5년임. 집
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유럽 이사회, 유럽 의회가 임명함. 유럽 연합의 직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
을 가지고 있음. 집행위원회의 위원의 담당 직무를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직무를 변경하거
나 위원을 해임할 권한을 가짐. 또한 집행위원회의 정책과 법안을 마련함.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와 함께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는 유럽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짐. 현재의 집행위
원회 위원장은 2019년 11월 1일에 취임한 독일 출신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임. 우르줄라 폰 데
어 라이엔(독일어: Ursula von der Leyen, 결혼 전 성 알브레히트, 1958년 10월 8일~ )은 독일의 정
치가로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소속임. 2005년부터 앙겔라 메르켈 내각 밑에서 장관을 역임하기 시작
하였으며, 국방장관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맡았음. 정계에 입문하기 전의 직업은 의사였음. 독일
최초의 여성 및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며, EU의 집행위원회를 이끄는 첫 여성임. 2019년 7월 16일
EU 의회에서 9표차로 임명동의를 얻으면서, 11월 1일에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음.(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11)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United Kingdom's withdrawal from the E
uropean Union on 31 January 2020”(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
A_20_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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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
∙ 다만,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 유래 식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행 기간 종
료 시점에서 국경의 수입 및 위생 관리에 관한 당사국의 법령을 준수

물품의 이동 (세관)

∙ 통관 대응이나 부가가치세 (VAT)⋅물품세 내용은 영국의 EU 관세 동맹에서 이탈
이전에 이동을 시작한 제품은 EU 규정에 따라 그 이동을 완료하는 것을 인정
∙ VAT 보고 의무 및 환불 등의 권리⋅의무에 관해서는 이행기간 이전에 시작되는 경
계선을 넘어서는 거래(월경거래)는 이행 기간 종료 후에도 EU 규정을 계속 적용

지리적 표시12) (GI)

∙ 영국의 이탈에 있어 이러한 지적 재산권은 상실되지 않으며, 영국 원산의 명칭을 붙
여 지리적 표시(예: 웨일스의 양고기)에도 적용

EU에 거출금13)

∙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있는 동안 부담하고 있던 EU 예산(프로그램 종료 관련 이행
기간 종료 후 지불을 포함하여 2014-2020년의 다년도 지출계획안(MFF)), 유럽 투
자은행, 유럽 중앙은행, 터키 난민을 위한 시설, EU 신탁 기금 이사회 기관 및 유럽
개발 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분담

차기 MFF

∙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영국은 2021년부터 차기 MFF의 목적상, 제3국으로 취급
되지만,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영국으로부터 EU 예산으로의 재정적인 공
헌이 필요함.
∙ 이는 이탈 협정의 거버넌스를 위해 설치되는 합동위원회가 결정
∙ 이행 기간의 연장 중 영국은 단일 시장에 계속 참여하여 이익 향유 가능

자료: 유럽위원회 웹사이트14)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
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재인용

12) 1995년 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새로 등장한 개념이다. 지리적 표시는 상
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TRIPs 제22조). 예를 들어, 통상 와인
(Wine)을 지칭하는 샴페인(Champagne)은 프랑스의 특정 지역의 이름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샹
파뉴 지방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면 샴페인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유럽에서 수많은 와인이 대부
분 원산지의 이름을 붙여, 이를 상표화하여 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유럽에서 지리적 표시
는 일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U와 칠레간 지역협정(EU-Chile Association Agreement)에 지
리적 표시(Gl)로 첨부된 목록은 200여 페이지가 넘는 등 엄청나다. 지리적 표시에 대해 TRIPs협정은
진정한 원산지 이외의 곳에서 생산된 상품이 허위표기를 해 일반인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을 금지시
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2조). 또한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https://terms.naver.com/)
13)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나누어 내는 돈.(출처: 네이버 사전(https://dict.naver.com/))
14)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United Kingdom's withdrawal from the E
uropean Union on 31 January 2020”(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
A_20_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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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각 업계의 반응
(1) 농업단체
영국의 EU 이탈에 관해 농업 단체의 관심은 1) 무역 정책, 2) 규제 제도의 재검
토에 있다.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와 시장 생산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제도의 재검토에 관련하여, 장래에 영국과 EU의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또한 농가가 어떻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문제가 초점이 된다.
영국 농가의 최대 수출 시장은 EU이다. EU와의 관계에서 무역 관계 유지와 노
동력의 확보가 당면 과제이다. 또한, EU 이탈에 따라 EU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 구축도 중시된다. EU 역외로는 같은 영어권인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 이었
지만, 앞으로는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등과의 관계 구축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상정하고 있다.
EU 이탈 후 농업 정책은 2021년 이후 농업 지불 및 지불 조건(작물 기준, 면적
기준 등), 그 외에 품질 기준의 세부 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
업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연간 이행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2) 소매업계
다수의 영국 소매기업들은 영국의 EU 이탈로 비용도 소매가격도 상승하기 때문
에, 기회가 아닌 리스크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EU 이탈에 의한 노동자 부족 문제
는 소매업계에서 특히 심각하다. 미숙련 농업 종사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
으로 정부가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고액의 최저임금의 임계값을 설정하게 되면,
고용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특히 북아일랜드의 임금은 낮다).
그러나 이민 문제는 EU 이탈의 계기가 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여론을 설
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업계 단체는 호주의 고용 시스템
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영국, EU의 3자간에 거래되는 제품에 대해 유통경로
와 상황에 따라 다른‘위생 및 검역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ory Measures,
SPS15))’와 부가가치세(VAT16))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하나의 국가가 다수의 과세
시스템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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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탈 후의 이행 기간(최대 48개월, 최소 11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소매업계는 이행 기간 중에 영국 정부와 유럽위
원회가 조기에 고차적인 합의(higher level alignment)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3) 식품 및 음료 산업
영국의 식품 및 음료산업의 업계 단체는 2016년에 영국의 EU 이탈이 결정된 단
계에서, 업계의 우선사항으로 이탈 후 무역정책 관련 노동자 확보, 제로 관세,
VAT 우대 등에 대해 영국 정부에 의견을 구하였다. 또한 업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우선 사항은 2019년 현재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특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확보 문제이다. 영국의 식품 및 음료산업
노동자의 30%는 EU 역내에서 왔으며, 특정 기술을 가진 노동자(식품 과학자, 식
품 기술자, 향료 배합사 등)를 모두 국내에서 고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15)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음료, 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
국가간에 무역을 할 때 해충과 질병 등이 국경을 넘어 상대국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임. 이
SPS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GATT에서도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됨. 하지만, 이 예외 조항을 위생 및 검역조치가 아닌 농산물 수입제한 조치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WTO 회원국들 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
차가 무역규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됨.(출처: 네이버 블로그
nhgtnow, https://blog.naver.com/ma1k/221371880641)
16)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附加價値稅).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함(국세기
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
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
는 간접소비세(間接消費稅)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
세(多段階去來稅)의 성격을 가짐. 부가가치세는 매출세(賣出稅)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임.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
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
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임. 부가가치세는 1919년에 독일에서 제안되었으며, 1921년에 미국에서 법인
세를 대신할 세목으로 주장되었음.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시행한 것은 1955년에 프랑스가
제조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한 것이 최초임. 그 후 1967년에 유럽공동체는 부가가치세를 회원국의
공통세로 인정하였음.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부가가
치세법을 1976년에 제정하여 1977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
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稅目)을 폐지
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음. 그 배경은 간접세 체계를 근대화하고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세목과 세율의 단
순화에 의한 세제(稅制) 및 세정(稅政)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안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을
기하고, 누적과세(累積課稅)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누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系列化)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
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려는 데에 있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
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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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요한 시장 접근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업계는 수출입의
60~70%를 차지하는 EU와 무역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식품의 대부분은 제품
생명이 짧아(short shelf life), 수송 시간이 짧은 EU 시장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대체 시장을 찾기 곤란하다. 때문에, EU와의 무역 관계를 특히 중시하고 있
는 것이다.
북아일랜드, 영국 본토, 아일랜드 간의 유일한 상업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쇠고기와 유제품은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를 자주 왕
래하며 가공되기 때문에, 쇠고기 부문과 원유 부문의 안정성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2. EU 이탈 이후 영국의 농업 정책과 무역 정책
2.1. EU 탈퇴 후 농업 정책
(1) 영국 친환경 법안 (Environment Bill)
2018년 1월 영국 정부는 환경 관련 각 분야의 장기 목표를 정한 ｢녹색 미래 :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5년 계획(25년 환경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농지
의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위 계획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재무
부의 예산 배정도 앞으로 이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될 전망이다.
계획에서는 ① 깨끗한 공기, ② 깨끗하고 충분한 물, ③ 식물 및 야생 동물의 번
창, ④ 자연재해 위험 감소, ⑤ 자연자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⑥ 자연환
경의 아름다움⋅가치⋅관계 증진이라는 6가지 항목을 우선시 하고 있다. 농업에
관한 것으로는 ‘새로운 토지 관리 정책 도입’, ‘2030년까지 지속적인 토양 관리 달
성’, ‘영국의 산림 면적을 2060년까지 12% 확대하도록 식림을 촉진’하는 등의 정책
을 내걸고 있다.
이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17))는 2018년 12월
19일 환경 법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환경 법안(Environment Bill)｣을 발표하

17)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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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법안에서는 ① 대기, ② 야생생물, ③ 물, ④ 폐기물이라는 4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환경 법제의 원칙, 정부의 환경 담당 부서 설치 등을 정하였다.
이 법안은 EU 이탈 후 환경 행정의 일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10월 Defra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한 정책선언(Policy
Statement)18)을 발표하였다. 농가와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특히 물 관리에
관하여 1991년 토지배수법을 개정하여 지역 내 배수위원회(IDB), 지역의 수위 관
리 및 홍수 위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농지 소유자가 배수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특별세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 환경을 위한 새로운 정책 틀의 창설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상 틀의 창설
- 공기 질 개선
- 수도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 녹지 확대
- 화학 물질에 관한 법률(REACH) 개정
또한 이 법안은 2019년 10월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그해 12월 총선에 의해 심
의가 연기되었다. 이후 EU로부터의 이탈 전날인 2020년 1월 30일에 10월 독회에
서 두 개의 새로운 코미트먼트(Commitment19))를 더한 방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
되었다. 이 법안은 환경 개선 계획 및 환경 목표 설정 프로세스에 의해 검토되고,
모두 법률에 명시된다. 향후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후, 여왕의 승인 확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20). 또한 이 법안의 새로운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오염 플라스틱 폐기물의 개발도상국(OECD21) 국가 제외)으로의 수출을 금지
18) 공공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을 말한다. 정책선언에는 정부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이것들을 실
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에 대해 공무원이 행한 성명이나 진술 그 밖에 법률･집행명령･행정규
칙 또는 규정, 그리고 법원의 판결 등이 포함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정책 언명 [政策言明, policy statements]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19) ‘공적인 약속 이행 정도’를 의미함.
20) 2020年1月30日字 英国政府ウェブサイト(웹사이트),
https://www.gov.uk/government/news/environment-bill-sets-out-vision-for-agreener-future)
21)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OECD는 상호
정책 조정 및 정책 협력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문
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 및 협력기구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몰락한 유럽 경
제의 극복을 위해 미국의 마셜플랜에 의해 1948년 발족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모태로, 개발
도상국 원조 문제 등 새로운 세계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1961년 9월 30일 파리에서 발족되었음.
OECD가 OEEC와 다른 점은 OEEC가 유럽의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한 데 비해, OECD는 서방세계
전체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면에서도 OEEC가 유럽국만을 회
원국으로 한 데 비해, OECD는 유럽 이외의 미국, 캐나다 등 서방 선진국과 남미 국가를 회원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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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권한 부여
- 환경 보호 법제의 발전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경 관련 국제 법제의 중
요한 진전을 2년에 한 번 보고한다. 환경 관련 국제 규제 동향에 대해서는 2
년마다 보고서를 공표하고, 그 결과를 환경 개선 계획 및 환경 목표 설정 과
정에 반영한다.

(2) 영국 신농업법(Agriculture Bill)의 진척22)
2017년 6월 영국 정부는 이탈 후 영국 신농업법(Agriculture Bill23))을 제정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 농업 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제1부 제1항의‘재정 지원의 권
한’과 제2부 제1장의‘현행 직접 지불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것이다.
재정 지원의 권한은 우선 다음의 7개 항목 및 이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환경을 보전하고 증진하도록 토지와 물 관리
② 농촌, 농지, 임지24)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
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
③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유지, 복구 증진할 수 있는 토지와 물 관리
④ 기상 변화로 인한 영향 완화
⑤ 환경재해를 예방하고, 감소하며, 방어할 것
⑥ 가축의 건강과 복지의 보전과 증진
⑦ 식물의 건강 보전과 증진

포함함. OECD는 18개 기존 OEEC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
로서 OECD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하였음. OECD는 초기에 선진국 위주로 회원을 늘렸으나,
1989년 이후 비선진국권으로 회원국 및 협력관계를 확대하였음. OECD회원이 되기 위한 기본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함. 가입의 결정
은 이사회의 초청에 의하여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며, 가입효력발생(정식가입)은 가입서
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하였음. 2020년 8월 현재 OECD 회원국은 37개국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
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22) 이 항은 和泉真理(2019), ｢ブレクジットと英国農政, pp.56-58｣, (JCA 研究ブックレット No.25)를 참
조하였음.
23) House of Commons Library, ”Agriculture Bill 2019-2020, Briefing Paper”, 10 February
2020(file:///C:/Users/1730959/Downloads/CBP-8702.pdf)
24) 수목(樹木)이 많이 자라고 있는 땅. 숲을 이룬 땅.(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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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 수준의 농업 지불을 실시한다고 하고는 있다. 하
지만, 2021년부터 2028년까지 7년간을 농업 이행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
안 직접 지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여 폐지하고, 환경적 토지관리 제도
(ELM/ELMS25))로 전환한다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EU 이탈 후 영국의 농업 환
경 정책의 방향에 관해서는 ｢그린 브렉시트(Green Brexit, 녹색 브렉시트)｣라는
키워드 아래, 환경 시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8년 1월에 전술한 25년간의 환경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18년 2월에는 농
업 정책에 대한 제안문서‘건강과 조화’가 발표되어 퍼블릭 코멘트26)가 시작되었
다. 2018년 9월, 새로운 농업 법안이 공표되고 이탈 후의 농업정책의 틀이 발표되
었다. 이 법안에서는 재정 지원 권한, 현행 CAP27) 직접 지불의 단계적 폐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 부문의 공적 지원에 대해서는‘공적 자금은 공공재로’라는
방침이 제시되어 있다.
2019년 9월 Defra 장관 테레사 빌리어스(Theresa Villiers)는 영국의 EU 이탈
에 관한 제반 절차의 지연을 우려하여, 동시 의회에서 새로운 영국 농업법의 입법
절차를 늦어도 2020년 여름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Defra는
합의 없는 이탈에 대비하여 137개의 행정 위임입법28)(Statutory Instrument)을
준비하고, 이 시점에서 126개의 행정 위임입법을 성립시키고 있었다29).
Defra는 ‘공적 자금은 공공재로’에 근거한 새로운 체제를 내세우는 한편, 영국
의회 폐회 때까지 농가 지원재정을 확보하면서, CAP 정책으로 2020년 말까지 승
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도 확보하고 있다30).
2019년 6월 영국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은 Defra의 영국 신
농업법안(Agriculture Bill) 등 미래농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정책에 관한 초기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Defra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 새로운 틀에 대한 농가의 반응을 보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현실적인 시간 축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25) 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System
26) 시민들이 시정 현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시장과 시의원은 의무적으로 경청하는 제도.(출처: 위
키백과, ko.wikipedia.org)
27) (유럽 연합의)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28)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 기관이 법규를 정립하는 일.(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29) 2019年 9月 10日字 IEG Policy 참조
30) 2019年 9月 23日字 IEG Polic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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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털 인프라 정비와 농가가 사업 계획을 준
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대되는 성과 및 지불 제
도에 대해 시의적절한 결정을 한다.
- 환경 토지 관리제도(ELM/ELMS)의 실증 실험에 관하여, 개별 농가의 참여
의사 및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농가와 토지관리자를 포함한
다.
- ELMS의 설계 및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채택하는 기준을 정하
고, 달성되지 않을 경우 대체적인 조치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2019년 12월 12일 총선 후 2020년 1월 31일 EU의 이탈이 거의 확정함에
따라 영국국가 신농업법안은 영국 하원에 제출되었고, 2020년 1월 16일에 첫 번째
독회, 2월 3일에 두 번째 독회가 열렸다.
2020년 2월 25일, Defra는 영국 신농업법에 대한 문서 “Farming for the
future : Policy and Progress Update31)”와 ELMS에 관한 문서 “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 Policy Discussion Document32)”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ELMS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를 시작하여 2020년 5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3) 직접 지불
영국의 직접 지불은 2027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CAP 하에서 직접 지불
은 면적 기준이지만, 2028년 이후에는 새로운 환경 토지관리 제도(ELM)와 새로운
기술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농가를 지원한다. 또한 영국의 CAP 제도 하의 예산은
연간 약 35억 파운드였으나, 영국 정부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현재의 예산을 농가
에 보장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33).
또한 영국 정부는 2040년까지 농업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34)), 2050년까
31)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Farming for the future: Policy and progress
update February 2020”(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
/attachment_data/file/868041/future-farming-policyupdate1.pdf)
32)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Policy disc
ussion document”(https://consult.defra.gov.uk/elm/elmpolicyconsultation/supporting_documents/elm
discussiondocument20200225a%20002.pdf)
33) House of Commons Library, “Agriculture Bill 2019-2020, Briefing Paper”, 10 February 2020
(file:///C:/Users/1730959/Downloads/CBP-8702.pdf)
34) 무배출시스템이라고도 함. 산업활동에 있어 생산 등의 공정을 재편성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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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경제에서 제로 에미션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의 교환을 통
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제로 에미션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이탈 후 영국의 환경 지불, 직접 지불, 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차기 CAP 개
혁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직접 지불 단계적으로 인한 자금 흐름

자료: 영국회계검사원（NAO), analysis of Future Farming and Countryside Programme policy statement and
timeline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
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재인용

(4) 환경토지관리제도 (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System : ELMS/ELM)
EU 이탈 후의 농업 지원책은 ELMS 사업 주체가 된다. ‘공적 자금은 공공재로’
를 구체화하기 위한 25년간의 환경 계획에 포함된 새로운 토지 관리 제도이며,
EU 이탈 후 지원책의 주요 정책인 ELMS 사업이 어떤 것이 될지는 영국의 농업,
환경 분야 종사자들에게 큰 관심사이다.
하고, 궁극적으로는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순환형 산업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이
실현되면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원자재는 생산물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
과(https://terms.naver.com/) 및 두산백과(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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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S 사업은 직접 지불의 폐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실시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EU 이탈에 따른 이행 기간과 신농업법 제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가
능성이 있다.
<표 3> ELMS 사업 일정
2019~2024년

실증 (Test & Trial) 기간

2021~2024년

파일럿 사업 기간

2024~2028년

ELMS 사업의 완전 실시

자료;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

현재 진행되고 있는 Test & Trial은 ELMS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
별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결과에 따라 지급과 토지관리 계획
(Land Management Plan)을 어떻게 만들어 같은 사업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개별
요소에 대한 사례로부터 검증한다. 이 과정의 실시 주체는 영국을 대표하는 환경
보전단체 인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35) 왕립 애조(愛鳥)협회(RSPB36),
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 등이다.
2016년 EU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통해 내추럴 잉글랜드(NE)는 요크셔 데일스 국
립공원국(YDNPA37))과 협력하여 노퍽38)/서퍽39)와 및 요크셔 데일스의 2개 지역에

35) 국민이 자금을 모아 자연환경이나 사적(史跡) 따위를 사들여서 보존하는 제도. 국민 환경 기금이라
고도 하는데 영국에서 1907년에 법제화되었다.(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36) RSPB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 등록된 자선 단체임. 1889년에 설립되었고, 영국 전역
에 걸쳐 자연 보호 구역의 운영을 통한 대중 인식 캠페인, 청원, 그리고 더 넓은 환경을 통해 조류
들의 보존과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일함. RSPB는 1,300명 이상의 직원과 18,000명의 자원 봉사자
그리고 백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에서 야생 동물 보호 자선 단체 중 가장 큰 규모
임. RSPB는 많은 지역 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200개의 자연 보호 구역을 유지하고 있음. 오늘날, RS
PB는 보존과 환경 보호에 관한 정부 정책을 조언하기 위해 공무원과 정부와 함께 일하고 있음. 영
국에서 발견된 모든 새들의 공식적인 보존 상태를 결정하는 몇몇 기관 중 하나임. RSPB는 조류 병
원을 운영하거나 동물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출처: RSPB 웹 사이트(www.rspb.org.uk) 및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Royal_Society_for_the_Protection_of_
Birds)
37) Yorkshire Dales National Park Agency. 1954년 국립공원이 설립된 후, 요크셔 데일즈 국립 공원 관
리 공단은 1997년 지방 정부의 틀 안에서 독립된 기관이 되었음. YDNP는 다른 지역의 지방 의회와
지방 의회가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역할은 의회에서 YDNP의 두 가지 법
적 목적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됨. •국립 공원의 자연적인 아름다움, 야생 동물 그리고 문화적 유산
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대중에 의한 지역의 특별한 특성의 이해와 즐거움을 위한 기회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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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과(수입, 收入) 기반 농업환경 지불 계획(Results-Based Agri-environment
Payment Scheme, RBAPS40))’의 파일럿 사업을 실시하였다(2016~2018년).
2019년 10월 9일, 이 사업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본 제도에는 큰 가능
성이 있다고 하여 Defra의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은 Test & Trial의 일환으로
2021년 3월까지 계속된다.
ELMS 사업의 지금까지 Test & Trial에 대해, 현재는 지방교부금41)(local
payment rate)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인 모델로 삼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Defra는 아직 구체적인 실시 내용을 밝히
지 않고, 현지 지불 비율 계산 방법도 정하지 않았다. 또한 결과에 근거한 지불
(result based payment)은 직접 지불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야심적(ambitious)

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도 필요함.
•국립 공원 내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함.
(출처: YDNP 웹사이트, https://www.yorkshiredales.org.uk/)
38) 영국 잉글랜드 동부에 있는 카운티. 노퍽은 18세기에 시작된 신농법(新農法)이 최초로 발달한 곳으
로, 현재도 주요농업지역으로, 보리⋅사탕무⋅소⋅양⋅칠면조 등 농목업이 성하다. 공업은 전통적인
모직⋅견직 공업이 노리치⋅그레이트야머스에, 농업⋅기계 공업이 노리치⋅킹스린 등지에서 성하다.
그 밖에 피혁⋅신발류⋅식료품 공업이 각지에서 이루어진다. 그레이트야머스는 북해 어장에 임한 주
요 어항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두산백과(www.doopedia.co.kr)
39) 영국 잉글랜드 동부의 주. 1974년 4월 1일, 동서퍽⋅서서퍽이 합병하여 성립. 주도는 입스위치
(Ipswich).(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40) 유럽 전역에 걸쳐 농업 환경 계획은 농부들이 농지의 야생 동물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자금원을 제공함. 결과 기반 계획은 농지의 생물 다양성 개선을 보상하는 지불에 초점을 맞
추고 있음. 실제로 위원회는 결과 기반 농업 환경 계획, 즉 농업에서의 생물 다양성 성취에 초점을
맞춘 계획에 대한 연구, 정보 및 실무 경험을 통합한 웹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음. 여기서는
기존 계획에 대한 검색 가능한 인벤토리, 이러한 접근 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지침이 포함된 다운로
드 가능한 핸드 북, 전문 기사 및 비디오를 찾아 계획 설계, 구현 및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일 수 있음. 2014-15년 유럽 위원회는 유럽 의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아일랜드, 루마니아, 스페인
(Navarra), 영국(잉글랜드)등에서 농업 분야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수입 기반 지불 제도(RBPS)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설계 및 구현 방법에 대한 추가 노하우를 수집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
음. 2019년 8월 기준 그러한 계획을 조장하는 두 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음. 즉, 아일랜드 및 스
페인 시범 사업, 영국의 시범 사업이 그 것임. 루마니아의 시범 사업도 마무리되었지만 최종 보고서
는 2019년 11월로 예정돼 있음. 유럽 위원회는 2019년 10월 17일 브뤼셀에서 세 가지 시범 사업의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출처: EU위원회 홈페이지, https://ec.europa.eu/environment/nature/rbaps/)
41)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매년 지원되는 보통교부금(10/11)과 지방
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1/11)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금의 사용내역
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뉜다. ①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체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13.27%로 정해져 있다. ②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내국세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매일경제(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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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기보다는 급진적(radical)이라고 할 수 있다.
ELMS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농민과 지방 정부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
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새로운 규정이 생긴다는 점에서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가 쉽게 이해할만한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농가를 조
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 농가에 돈이 있다면 사무
작업을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큰 부담이 된다. 또한, Test & Trial
에서는 사무 작업의 간소화라는 관점도 평가된다. 미래에는 디지털 매핑(Digital
Mapping42)) 도입 등 전자화를 통해 사무 처리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토양 대책
국에서 토양은 물이나 공기에 비하여 지금까지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의회에서 토양에 관한 보고서43)가 2016년에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
는 25년간의 환경계획에 있어서 2030년까지 지속적인 토양 관리를 달성하고자 하
는 사항과 연계되어 있다.
현시점에서 영국의 토양 관리 정책은 대부분 피트(peat44)) 보전 대책이다. 영국
피트의대부분은 습지대인 펜(Fen45)) 등의 평지에 존재하며, 좋은 농지로 농업 생
산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수질 보전이나 홍수 방지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30~60년 후에 이들 피트는 손실되고, 피트 손실에 따른

42)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형도를 작성하는 수단의 하나.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존의 지형도에
서 핸드 디지타이저나 래스터 벡터 변화기를 사용하여 디지털 지형도의 데이터를 얻거나 토털 스테
이션으로 데이터를 작성하고, 항공사진에서는 해석 도화기를 사용하여 디지털 지형도를 작성하는 것
따위를 의미한다.(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43) House of Commons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2016) “Soil Health: First Report of Session
2016-2017”(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617/cmselect/cmenvaud/180/180.pdf)
44) 땅속에 묻힌 시간이 오래되지 아니하여 완전히 탄화하지 못한 석탄. 이끼나 벼 따위의 식물이 습한
땅에 쌓이어 분해된 것으로, 광택이 없고 검은 갈색을 띠며 해면 모양이나 실 모양 또는 흙덩이 모
양을 하고 있다. 발열량이 적으며, 비료나 연탄의 원료로 쓰인다.(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45) (특히 잉글랜드 동부의) 소택지. 지형적으로 지대가 낮고, 배수가 불량하거나 또는 지표 가까운 지하에 불투수
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걸쳐 얕은 수심을 나타내며 물이 고여 있는 호소성의 지역을 말한다. 보통
식생이 밀생하여 부들, 줄, 갈대, 창포 등이나 대형 사초류 등의 정수식물이 나타난다. 그 주위에는 오리나무 등
이 습지림을 이룬다. 하천 양안의 자연제방 배후에 나타나는 배후습지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해안에는 염생습
지가 나타나는데, 석호가 매몰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형태를 잘 보여주며, 때로는 해안사구 사이의 스웨일 같은
곳에 염생습지가 발달하기도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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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량의 증가도 우려된다. 이에 영국 정부는 토양 대책으로서 피트 토양의
이용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동시에 일반 시민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예용 피트 이용도 2020년까지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편, 생산성이 높은 피트 지대에서는 농지 이용 및 농지 이용을 그만두는 중간
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등 향후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5년 이상
의 초지46)는 오랫동안 초지로 인식되는 등 토지 이용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2.2. EU 탈퇴 후 무역 정책
(1) EU 탈퇴 후 무역 정책의 개요
영국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행 기간 종료까
지 EU를 비롯한 EU 역외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발효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초점이 된다. 이행 기간에 대해 영국과 EU 사이에 2020년 6월 30일까
지 합의가 형성된다면, 1년 또는 2년의 연기가 가능하지만, 영국 정부는 기본적으
로 이행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럽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정치 선언의 틀에 따라 영국과
협상을 진행하되,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행 기간을 연장
하지 않고 2020년 말까지 영국과 EU의 새로운 관계에 관한 모든 면에서 합의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한다며, 11개월의 이행 기간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협상단장(Head of Task Force for Relations with the United Kingdom)
바루니에(Michel Barnier)는 2020년 협상에서 다음의 3개 항목에 집중해야 한다
고 표명하였다47).
- 영국과 EU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반 구축
- 영국과 EU 간의 매우 긴밀한 안보 체제 구축
- 영국과 EU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전제로 한 경제 관계 구축
46) 초지는 주로 초본식물로 덮인 토지로 산림⋅경지 등과 대응되는 용어이다. 초지는 여러 종류로 나
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자연적으로 초본식물이 우점(優點)하고 있는 초지를 야초지(野草地) 또는 자연
초지라고 한다. 또 인간이 개량한 목초를 재배하여 목초가 우점하고 있는 초지를 목초지(牧草地) 또
는 인공초지라고 부른다. 목초지는 다시 이용방법에 따라 방목지⋅채초지⋅겸용초지 등으로 나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
47) EU위원회 프레스릴리스(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0_13)

18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한편 영국 정부는 EU 단일 시장 관세 동맹에서 이탈을 기대하고 있다. 또 EU
법의 적용을 폐지하여, 영국법을 적용해 나가지만, 당분간은 EU 법에 근거하여 대
응해 나갈 예정이다.

(2) 각 업계의 반응
① 소매업
1) 업계 단체로서 우선 순위
EU 이탈 후 무역 정책에 관해 소매업계에서는 ① 원활한 이행과 ② 제로 관세의
실현이 최대의 초점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의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소
매업계 단체는 영국 정부에 대해 고차적인 합의(higher level alignment)로 향후
EU와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대두될 세부 사항(예: VAT,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SPS))을 조기에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 이탈 후 영국은 새로운 협정 문서에 관한 EU와의 교섭은 물론, 동시에 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48))’과의
협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CPTTP에 관해서는 농산물 기준의 배경에 미국이 있
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는 경계심이 높다. 때문에 업계 단체는 양국 간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농업 단체 및 식음료 산업은 미국과 협상에서 경
쟁 상대가 될 우려 때문에 소매 업계보다 적대적인 경향이 있다.
협정에 합의한 후에는 제도를 실효적으로 실시하는 메커니즘 구축이 포인트가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가 모여 2020년 1월에 이탈을 위한 협
의를 열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48)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음.11개 참여국 중 6개
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 발효되는데,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자국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해 12월 30일 발효
되었음. 이 협정이 발효되면서 총 인구 6억 90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교역량
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가 출범하게 되었음. 이 경제협력체는 트럼프 행정부
의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맞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며, 미국의 양자 협정에 대항하기 위한 기구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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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와의 관계
영국 소매업계의 입장에서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부문은 수입식품으로, EU와
의 교역이 79%를 차지하고 있다. EU와의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의 통
상총국(The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DG Trade)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
다. 또한 새로운 무역 담당위원인 필 호건(Phil Hogan49)) 씨는 아일랜드 출신이
며, 또한 전 농업 담당 위원이기 때문에 식품 무역에 관해 영국과 친밀한 접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EU와의 무역에 관해 국경에서 세관, 검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가의 주권을 되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업계
단체로서는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여러 제도의 정비는 아직 접하고 잇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참고로 2019년 11월에 발효된 EU-싱가포르 FTA는 싱가포르 제품의 EU 시장
의 시장접근 보증 등의 측면에서, 영국의 EU 이탈 후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② 식품⋅음료업계
1) 업계단체로서의 우선 순위
영국 정부가 중시하는 EU 이외의 무역 상대국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식음료업계는 미국, 일본, 인도, 중국, 걸프 국가를 중요 국가로 보고 있다. 같은
영어권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과는 일찍부터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
과 호주와 같은 나라는 저렴한 쇠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영국에게 위협적
이기도 하다.
현재 EU의 물류 요충지인 포크스턴 항(Folkestone)에는 세관 및 검역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영국이 이탈 후 어떻게 물류를 검사할지가 관건이다. 한편, 아시아,
남미 등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의 하역항인 펠릭스토우 항(Felixstowe)은

49) 필 호건(Phil Hogan, 1960년 7월 4일 출생)은 아일랜드 파인 가엘 정치인으로, 2019년~2020년 유럽
통상담당 집행위원, 2014~2019년 유럽 농업농촌개발담당 집행위원을 지냈음. 앞서 2011~2014년 아
일랜드 환경⋅공동체⋅지방정부 장관, 1994~95년 재무부 국무장관을 거쳐 1989~2014년 카를로-킬
케니 선거구에서 티치타 달라(Teachta Dála, TD: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의원(MP)이나 의원(의원)과
같은 용어에 해당함.)를 지냈음.
(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hil_Ho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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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관 및 검역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절차에 관
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단체는 예상하고 있다.
2) EU와의 관계
EU와의 관계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EU와의 무역 관계를 현상 유지하고, 국
제시장에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다. 영국의 식음료산업은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는
한편, 기준이 충족되면 수입도 확대시키고자 생각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명산
품50)을 보호하기 위해 EU의 지리적 표시(GI51))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에 대한 정
비가 필요하다.

3. 영국 농업⋅식품 분야의 영향
3.1. 이탈에 의해 우려되는 과제
(1) 규제 기준
EU 단일시장에서 이탈하여 검역, 지리적 표시(GI) 보호제도, 식품 표시, 동물
복지, 바이오 기술 등에 관한 규제 기준의 동등성 인증 등이 새롭게 필요하게 되고
있다. 또 EU 단일시장에서 이탈함으로써 EU 내(아일랜드 포함)에 구축된 공급망
및 푸드 체인에도 관세, 인증 등의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0) 어떤 지방이나 나라 따위의 이름난 산물.(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51)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TRIPS 제22조에 규정된 정의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이 생
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일컬음. 지리적
표시 자체가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로 포도주(wine), 증류주(spirit), 생
수(mineral water), 커피, 치즈 등 농산물에 적용됨. TRIPS는 일반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 규정 외
에 포도주,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
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품임을 알리는 것으로 WTO협정에 규정되어 있음. 지리적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 보성 녹차, 안동 소주, 보르도 포도주, 스카치위스키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제 상품.(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통상무역용어사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
부,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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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력 부족
현재 영국에서 EU 신규 회원국(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의 계절 노동자와 같은
미숙련 농업 종사자를 8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2018년 3월 현재). 따라서 EU
이탈하게 되면 농업에 관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52).
농업 단체에 따르면, 2019년 1월~8월에 걸쳐 이주 노동자의 10%에 해당하는
3,603개 농장의 포스트가 메꾸어지지 않았으며, 8월에만 17.6%의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였고, 10월까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과일과 채소부
문은 동유럽에서 온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일부 농장에서는 이들 노동력
확보를 못하여 농산물이 수확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3월 영국 정부는 농업 이주 노동자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출범하였
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非EU권 또는 그 외 지역에서 2,500명의 근로자를 모집하
였다. 하지만, 농업단체는 2020년까지 7만 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프로젝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Defra는 영국이 EU과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EU 시민은 2019~2020년까지 취업을 위해 영국에 머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영
국 정부는 2020년 말까지 입국한 모든 EU, 유럽경제지역(EEA)과 스위스 국민에
게 3년간의 잠정적 체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농가는 2020년 말까지
EU국가에서 농업 노동자 모집이 가능해졌다53).

3.2. 각 업계의 반응
(1) 소매 업계
1) 업계에 미치는 영향
영국의 농산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예: 겨울철 토마토는 70~90%를
EU에서 수입). 미국 등 EU의 역외에서 조달도 가능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 관점
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또한, 농산물 수송시간 증가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매업계에 있어서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항구는 프랑스 카레와 연결되어 있는
포크스턴(Folkestone) 항이다. 영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10%가 이 항구로 수입
52) 2019年 6月 3日字 IEG Policy 참조
53) 2019年 10月 10日字 IEG Polic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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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EU으로부터 온 농산물은 야간에 EU 측 생산지를 출발하여 검역을 받
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영국시장에서 판매된다. 이탈 후 만약 국경에서 검역을 실
시하면 물류에 차질이 생겨 농산물⋅식품 품질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물
리적인 검역은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업계 단체들은 생각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은 영국 경제에 중요한 분야이다. 영국은 식품 수출도 많지만, 수입
도 많아 모든 것을 자급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부문(식품 포함)의 제품에
대하여 물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부분별 협정(Sectoral arrangement)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 업계로서의 대응
영국의 소매업계는 2019년 11월 정부에 마케팅, 관세, VAT, 검역 등의 법제화
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국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 로드맵도 작성하고 있다. 업계 단체의 회원사는 비축
⋅서플라인 체인(supply-chain)을 재검토하고, 생산의 효율화를 통해 영국의 EU
이탈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2) 식품⋅음료 산업
1) 업계에 미치는 영향
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준의 설정에 대해 현재 영국 규칙의 90%는 EU의 규정에
서 유래한다. EU에 45년 이상 가입하여 자국의 규칙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
며, 이러한 규칙을 즉시 영국 고유의 것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때문에
EU 규정을 그대로 영국의 규칙에 준용하는 것을 업계 단체는 검토하고 있다. 또한
EU 규칙을 준용함으로써 EU과의 무역 관계가 원활하게 지속되는 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환경요건을 EU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싶어 하며, 식품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 안전기준에 관해 영국 정부는 단계적으로 EU 기준에서 영국 기준으로 바
꿔 나갈 생각이긴 하지만, EU 기준과의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EU과의 무역은 어
려워질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EU 회원국의 소비자로부터 경원시되는 GMO는
대부분의 영국 생산자⋅가공업자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품질표시 라벨은 영국 자체의 것이 권장된다. 예를 들면, 유기제품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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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라벨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국 라벨을 사용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가공업체는 제품의 패키지를 변경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에는 추가 생산 비용이
발생한다.
영국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기준이 EU 기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EU으로부터의 이탈로 말미암아 기준이 더 다층화⋅복잡화되는 가운데,
양측이 만족할만한 조정을 실시하기는 곤란한 형편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조건(예: 평사 사육
닭고기, 계란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WTO 규정에 의한 동물복지 조건을 충족하
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관세 상승
분에 대해 업계단체는 소비자 가격 상승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업계로써의 대응
영국의 식품⋅음료 산업은 2017년에 식품⋅음료 산업에 미치는 수출입 영향에
대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이탈 후 어떤 규정이
생겨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식품⋅음료업계는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정부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책 대화에서는 누구와 대화하는지가 중요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영국 정부도 Defra와 영국 국제통상부
(DIT) 사이에는 환경보호와 무역촉진이라는 다른 개념 하에서 대립이 보인다.
업계단체의 회원 기업은 영국의 EU 탈퇴에 대비하여 공급망 검토(수출입처, 원
료 조달처 등)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EU 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제조라인의 일부를 EU에 옮기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또 EU 기준이 적용
되지 않을 따른 과제를 리스트 업하고 있으며, 유기농 제품, 쇠고기(특히 다진 고
기) 등으로 문제가 인식되고 있다.
영국 국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인 제3국 기업⋅관계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로테르담에서 출발하여 파리 경유, 영국으
로 수송할 때 파리 측에서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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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농 업계
① EU
영국의 낙농부문은 80%가 자급이며, 체다 치즈(200유로/톤)를 비롯한 중요한
치즈 수출국이다. 향후 무역협정의 동향에 따라 수출 다변화 등으로 대응을 재촉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낙농부문에서 영국의 EU 탈퇴 영향은 보이지 않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유럽 유제품 수출입⋅판매자 연합(Eucolait) 등의 광역적인 유럽의 업계단
체에 영국도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EU 측은 회원들과 협의를 거듭하고 있
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가공업체들도 영국의 EU 탈퇴 준비를 진행하고 있
지만, 영국, 아일랜드, EU 간 무역은 밀접한 유통 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화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영국
영국의 낙농산업에서 2019년 11월 시점에서 EU 탈퇴에 관한 특별한 영향은 없
다. 2020년 1월 31일 이탈까지 영향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낙농부문은 신
선한 원유 수송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다. 업계는 양국 관계를 중시하
고 수출을 계속하고자 하고 있다.
낙농업계에서 양국 간 협의를 할 때 넓게는 무역 관계를 포함한 플랫폼이 되는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절차를 수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영국의 낙농업계는
EU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영국은 EU로 1,400만~1,500만 리터의 우유를 수출하
고 있다. 관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광범위한 합의를 성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EU 이탈에 따른 준비에 있
어서는 분유도 중요하다. 최근 영국의 분유를 호주에서 가공하고 중국에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기농 우유에 대한 중요한 거래 상대인 미국54)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유
기에 관해서서는 미국의 기준이 영국보다 까다롭다. 한편,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영국이 더 엄격하다(또한 EU 표준보다 영국이 더 엄격하다). 미국 농무부(USDA)
에 대해서는 영국과 대등한 인증을 원한다.
54) 현지 청취조사에 의하면, 영국의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의 10%가 미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최대시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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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대해서는 별도로 27개국과 합의를 할 필요가 있으나, 유기농업 기준은 현
행 기준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 현재 영국의 유기농업 기준은 원래 EU의 기준
이다. 현재 이탈 후 합의된 새로운 유기농업 기준은 없다. 영국은 EU 탈퇴에 의해
EU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Defra는 새로운 품질 기준 정비에 착수하고 있
다. Defra는 영국 농산물 인증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한 예측이 불
가능하다. 동유럽 국가에서 노동자가 부족한 것은 낙농에서도 과제이다. 한편, 가
축 질병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국경 관리는 엄격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국은 과거에 가축안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광우병 등),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 이력추적제)가 비교적 정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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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5편

필리핀 쇠고기 수급 및 유통 현황과 과제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김수연(축산관측 담당자)***

1. 머리말
필리핀 공화국(이하 ‘필리핀’)은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한편, 인
구 증가율도 높아 최근 인구가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이에 따라, 축산물 소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육 소비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쇠고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와 비해 가격
이 높기 때문에 쇠고기 소비량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필리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동시에 경제
성장에 따라 음식의 다양화도 진전되고 있다. 최근에는 규동(牛丼2))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패스트푸드 체인도 진출하는 등 외식에서 쇠고기가 소비되는 환경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필리핀의 쇠고기 생산을 보면, 곡물비육장(피드롯, feedlot3)) 경영 등과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 sykim0722@krei.re.kr
1) 이 글은“小林智也, 小林誠,‘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
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의 내용을 기초로 번역⋅수정⋅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2) 규동(일본어: 牛丼) 또는 규메시(일본어: 牛飯)는 쇠고기에 양파와 함께 달게 끓인 재료를 그릇에 담
은 밥위에 올려 먹는 일본의 덮밥 요리이다. 곁들이는 야채로는 붉은색 생강, 7가지 맛의 고춧가루
(七味, 시치미), 날달걀 등을 기호에 따라서 넣는 경우도 많다. 메이지시대 서구문명의 도래로 쇠고기
를 먹는 습관이 퍼진 뒤 대중에게 적합하게 고안되어 나온 규메시(牛めし, 쇠고기밥)가 규동의 원형
이다. 1973년부터 요시노야(吉野家)가 패스트푸드의 하나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어 마
쓰야(松屋)나 스키야(すき家) 등 프랜차이즈들이 일본 내에 자리잡으며 일반화되었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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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규모 경영을 하는 생산자도 일정 정도 비율이 존재하지만, 소규모 경영을
하는 생산자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체제
가 확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실제로 생산량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필리핀에서는 돼지와 닭고기 생산이 농민보호 정책으로써 전통적으로
지켜져 왔다. 그래서 이들 품목은 모두 약 90% 정도의 높은 자급률을 유지해 왔
다. 반면, 쇠고기는 자급률이 60%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생산 증가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는 대신 국내 쇠고기 수요에 대해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지고 있어, 자급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의 육우 생산 및 수입 현황을 통해서 필리핀의 쇠고기 공급
의 수입 성향 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20년 3월에 일본농축산
업진흥기구 조사단이 실시한 현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 글 중 환율은 1필리핀 페소=2.3엔=24.41원4)을 사용하였다.

2. 필리핀의 경제 상황과 먹거리의 변화
국제연합 경제사회국의 발표에 의하면, 필리핀 추정 인구(2020년)는 1억 958만
명으로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연간 평균 인구 증가율은 최근 5년간 1.4%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의 인구 구성을 보면, 고령 층보다 젊은 층에서 두터운 피라미드형을 보
이고 있다. 20세 미만의 비율이 약 40%로, 0~4세 영유아 세대로 약간 감소 경향
을 나타내면서도 젊은 층이 충분히 두꺼움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향후 쇠고기
를 비롯한 육류 소비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그림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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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하여, 세미피드롯이란 소 사육 일부 구간(특히 비육후기)에서만 feedlot 형태의 사육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4) 2020년 5월 말일 TTS-달러 환율: 1 필리핀 페소=2.28엔=24.41원, 1미국 달러=109엔=1,231.47원을
적용하였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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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필리핀의 인구 구성(2020년)

자료: UN 경제사회국으로부터 ALIC 작성.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
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국제통화기금(IMF5))에 따르면, 필리핀은 2019년에 경제 성장률은 5.9%, 1인당
5)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itary Fund, IMF). 1944년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s)에 따라 1946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세계은행(IBRD)과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
제금융기구이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튼우즈 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국제통화기금(IMF)이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2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기구에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출
자금은 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
가 되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출자한다.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로 표시한다. 이 기구의 목
적과 활동을 살펴보면,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들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즉, ①
외환시세 안정: 제2차 세계대전 전 평가절하 경쟁이 세계경제를 혼란으로 빠뜨린 경험이 있어 IMF를
설립할 때는 외환시세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외환시세의 기초가 되는 각국 통화 환평가는 금
또는 미국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각 가맹국은 IMF평가의 상하 각 1% 이내로 외환시세를
안정시킬 의무를 진다. 다만 가맹국의 경제에 기본적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 절하 등 평가 변
경을 인정하며, 10%이내이면 IMF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10% 이상이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1971년 통화위기 때 무시되어 다각적인 평가조정이 이루어졌다. ②
외환제한 철폐: 가맹국은 IMF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환제한을 철폐할 의무가 있다. 첫째는 경
상적 지불에 대한 외환제한의 철폐이다. 가맹국은 IMF의 승인이 없는 한 상품무역이나 용역거래를
위한 지불에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차별적인 통과조치의 철폐이다. 쌍무적 무역협정이나 복
수환율제 등 다른 나라와 다른 결제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외환시세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는 외국인 자국통화 보유잔액의 교환성이다.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의 잔액을 요구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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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GDP 3,294달러(35만 9,046엔=4,056,462원)을 달성하였고, 과거 5개년 평
균도 6%를 넘어서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1).
<표 1> ASEAN 10개국의 과거 5개년(2015〜2019) 평균 경제 성장률
부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평균경제
성장률

0.5%

7.1%

5.0%

6.4%

4.9%

6.5%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6.4%

2.9%

3.4%

6.9%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0｣에 의해 ALIC 작성.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
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이러한 배경에는 자국 내에서는 서비스업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재외 노동자로부터의 송금6)에 의해 개인 소비도 견고한 추세를 보이는 등 경제성
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며, 국민 소득도 해마다 향상되고 있다.
가구 소득 계층별로 보더라도, 연간 가처분 소득이 1만 5,000달러(163만 5,000
엔=1,847만 2,050원)을 넘는 세대가 2016년에는 처음 60%를 넘는 등, 상위 중간
소득층 및 부유층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금, 미국 달러, 상대국 통화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외환제한의 철폐에 관해서는 IMF협정 제8
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승인한 나라를 IMF 8조국이라고 한다. ③ 자금 공여: 가맹국의 국제수지
가 일시적으로 불균형(적자)이 되었을 경우, 평가절하, 수입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IMF가 외화자금을
공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자금의 공여는 관계국 통화당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대가로 자국
통화를 IMF에 지불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상거래를 위한 지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한 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외화자금의 양은 그 나라의 출자액의 125%까지 이고, 3∼5년 이내에 상환하여야했
다. 그러나 1980년 IMF⋅IBRD 합동 연차총회에서 비산유 개도국의 부채 격증에 따른 국제수지악화
를 집중 논의하면서 IMF 대부한도 600% 확대, 개도국에 대한 경제구조 조정차관 확대 등을 합의하
였다. 그러나 1981년에 열린 IMF⋅IBRD 합동 연차총회에서 선진국들이 긴축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여 빈국들에 대한 원조증대의 기대가 무산되었다. 국제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잇
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제수지 안정을 위해 쓰일 추가 준비금이 필요해지자 1969년 10월 IMF 연차회
의에서 국제유동성 공급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SDR 창설을 승인하였다. SDR로 인해 금이나 회원
국들의 자국통화를 추가로 출자하지 않고도 사실상 회원국들의 할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1986년부터는 IMF는 IBRD와함께 빈곤한 나라들을 원조하기 위한 수십 억 달러의 공동대출자금을
새롭게 조성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개발협력용어집, https://terms.naver.com/)
6) 필리핀에서는 과거 해외 근로자의 송금을 일대 산업으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필리핀 해외 고용청, 해
외 노동자 복지청과 같은 전문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해외 노동자는 OFW(Overseas Filipino
Workers)으로 불리고, 이들 근로자의 본국 송금이 GDP의 약 10%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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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필리핀의 소득 계층 비율 추이

주: 하위중간소득층을 평균세대가처분소득 5,000〜15,000미국 달러, 상위중간소득층을 동 15,000〜35,000미국
달러.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의해 ALIC 작성.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
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이 같은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의 가처분 소득7) 증가는 식품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통계 기구(이하 ‘PSA’)에 따르면, 가계 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이 식품비이며, 2019년에는 전체의 40%를 넘었다. 또 1인당 식품비 지출에서
는 많은 품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
품목별로 보면, 비교적 고액 지출이 되는 육류와 외식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식품비의 증가는 질적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고품질 단백질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7) 가처분소득(disposable personal income, DI). 가처분소득 개인소득 가운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
게 할 수 있는 소득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소득에서 일체의 개인세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 따라서 가
처분소득이 많으면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가처분소득을 측정하는 데에는 보통 세무통계를 이용하지
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저축 및 소비를 추계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처
분소득 = 개인소득 × 개인소득세 = 민간소비지출 + 개인저축(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학사
전, 이철수 및 네이버 지식백과 NEW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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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인당 식품비 지출 추이

주: 각년도 지출액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액으로 산정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의해 ALIC 작성.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
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3. 쇠고기 소비 동향
필리핀의 일반적인 요리의 특징으로 주식인 쌀 소비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돼지
고기나 닭고기는 쌀에 맞는 부식으로써 사용하기 때문에 조림이나 볶음 요리를 만
들어 먹는 등 쌀과 함께 식탁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필리핀인들은 당분(糖分)과 염
분(鹽分)이 높은 맛을 선호하며, 채소는 곁들이는 정도로 소량 소비에 불과하다.
또한 필리핀인들 중 카톨릭 교도가 83%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종
교상의 제약이 적어 소비되는 식육 종류나 용도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편이다.
PSA에 따르면, 육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33.51㎏(돼지고기 16.09㎏, 닭고기 14.40㎏, 쇠고기 1.93㎏, 물소고기 1.09kg)으
로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닭고기를 사용한 패스트 푸
드 체인점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돼지고기에서 닭고기로 수요가
시프트(shift)하여 닭고기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4, 사진 1). 쇠고기의 경
우, 다른 축종과 비교하여 여전히 소비량은 적지만, 기존 소비되는 물소고기 소비
량이 떨어지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그림 4> 연간 1인당 식육 소비량 추이

주: 가금육은 가식처리 베이스(뼈 붙은 것). 그 외에는 지육중량 베이스.
자료: PSA.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7月
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사진 1> 필리핀 최대 기업 패스트푸드 체인의 닭고기를 사용한 세트메뉴

또한 필리핀 농업부 축산국(이하 ‘BAI’)가 이전에 작성한 쇠고기 산업 로드맵에
서는 2020년에 쇠고기 1인당 연간 소비량을 3kg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하지만, 여전히 돼지와 닭고기 요리가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면 목표연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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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량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식육 소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쇠고기 1인당 소비량이 그다지 늘어나
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다른 식육과 비교하여 쇠고기가 여전히 단가가 높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2019년 쇠고기의 평균 소매가격은 1kg당 307페소(706엔=7,494원)
로 돼지고기에 비해 1.4배, 닭고기에 비해 2.0배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돼지고기, 닭고기 요리가 일반적인 가운데, 쇠고기가 일상적으로 식탁에 차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그림 5).
<그림 5> 식육 소매가격 추이

자료: PSA.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7月
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그러나 경제 발전에 따라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는 일본산 화우(和牛, 와규) 고기
나 호주산 Wagyu8)고기 등을 포함한 수입 쇠고기 등과 같은 고가의 쇠고기도, 전
체에서 보면 적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에 있다(사진 2).
또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의 현지 조사 때는 최근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소득이 높은 중국인 경영자가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쇠고기 소비의 견
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8) 화우(和牛)의 일본 발음이 와규(Wagyu)이지만, 일본 화우와 일본 이외의 국가(특히 호주)에서 생산되
어 판매 또는 수입되는 것과 구별을 위하여 일본산은 화우, 그 외에는 Wagyu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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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화우 점두판매 사진(1kg당 7,950페소, 19만 4,060원=18,285엔)

필리핀 국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물소고기 포함) 공급량의 내역을 보면, 국산
이 58%, 수입이 42%이다(그림 6).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소고기에 대해서는 유
통 및 판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쇠고기와 구별되지 않고, 후술하는 쇠고기 유통
경로 중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되는 수입 쇠고기와 달리, 국산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소비되고 있다.
<그림 6> 쇠고기 공급량 내역(2019년)

주: 쇠고기 및 물소고기는 생산량(생체중)에 부분육 수율 44%를 곱하여 산출.
자료: PSA 및 Global Trade Atlas에서 ALIC 작성.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
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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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용우 생산
4.1. 사육 규모 및 품종
PSA에서는 필리핀 육용우 생산 농가를 (1) 비육우를 21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
거나, (2) 송아지 또는 씨암소를 41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거나, (3) 비육우를 10마
리 이상, 송아지 또는 씨암소를 22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거나 하는 3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농가를 대규모 농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 모
두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를 소규모 농가로 규정하여 구분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 시점에서 사육 농가수 베이스로는 소규모 농가가 94%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농가의 평균 사육 마릿수는 1가구당 5마리 이하로 영세한 사육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 소 사육농가 중 소규모 농가의 입장에서는 가축은 현금이 필
요한 때에 가축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현금화가 가능한 저축 대신으로 소를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워낙
규모가 영세하여 육용우 생산만으로는 생계를 잇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밭농사와 복합 경영을 같이 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다.
BAI에 따르면, 소규모 농가에서 주요 사육되는 품종은 브라만 종9)으로 알려졌
다. 기본적으로 방목 주체로 사육되고, 마당 등에 자생하는 들꽃 등도 사료로 급여
되고 있다(사진 3).
소규모 농가는 대규모 농가에 송아지와 비육소우(肥肉素牛10), 비육 밑소)를 공

9) 브라만 종(Brahman). 우제목(偶蹄目) 소과의 포유류. 한국, 미국 중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브
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와 열대⋅아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몸무게는 암컷 550㎏, 수컷
830㎏이다. 인도 원산으로 미국에서 수입하여 개량한 종이며, 남아메리카에서는 제뷰(Zebu)라고도 한
다. 몸은 길며, 엉덩이 부분은 넓고 풍만하다. 턱밑에서 목⋅가슴에 이르는 부분까지 피부가 늘어져
주름이 형성되어 있고, 귀는 처져 있다. 털은 짧고, 빛깔이 회색 또는 붉은색이며, 조숙성(早熟性)이
다. 피부는 얇고 단단하며, 내분비선이 발달되어 있다. 파리⋅모기⋅진드기 등의 기생충과 더위에 잘
견디며, 성질이 거친 편이다. 고기소로서 도체율(屠體率)과 정육률이 높고, 육질이 좋다. 미국 중남부
와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와 열대⋅아열대 지역에 많이 분포되
어 있으며, 주로 고기소의 교잡종을 만드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 한우 개
량에 활용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0) 비육소우(肥肉素牛)란 비육을 위해 농장에 들여 온 송아지나 육성단계의 소를 말하며, 비육밑소의
개념에 가깝다. 각 지역의 소나 송아지 거래 관행에 따라 다르지만,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비
육농가가 비육을 위해 도입하는 송아지인 4〜6개월령 보다는 큰 육성 초기 단계의 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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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측면과 직접 비육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측면 두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필
리핀의 육용우 생산을 지탱하는 존재이다.
<사진 3> 마당에서 사육되고 있는 육용우

한편 대규모 농가의 주요 사육 품종은 브라만 종의 순수 종이 많지만, 앵거스
종11) 종이나 심멘탈 종12) 등 육용 전용종과 브라만 종과의 교잡도 보인다(브랑거
스 종13): 브라만 종 × 앵거스 종, 심브라 종: 브라만 종 × 심멘탈 종). 또 대규모
11) 애버딘앵거스종(Aberdeen Angus). 고기소의 한 품종.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다. 원산지는 영국 스코
틀랜드의 북동부 지역인 애버딘앵거스 주(州)이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품종이다. 직사각형
의 몸통에 네 다리가 짧은 전형적인 고기소의 모습이다. 털빛은 검정색이며 뿔이 없는 것이 특징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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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
하다. 지방질이 적당하여 육질이 좋고 빨리 성장하며 난산의 빈도가 적다. 성질이 거칠고 다소 신경
질적이다. 일당 증체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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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간은 275~283일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2) 독일계 심멘탈종(Deutsches Fleckvieh)심멘탈종의 스위스 Bern지역에서 기원하였고, 품종명은 이 지
역 Canton에 있는 Simmevalley에서 연유되었다. Bern지방에서는 예부터 붉은색 바탕에 흰 반문이
있는 소는 체구가 클 뿐만 아니라 비유능력이 양호하다는 정평이 나 있었다. 스위스에서는 Bern의
Oberland에서부터 서부 스위스 및 중부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품종이 분포되어 있다.(출처: 국립축산
과학원, 축종별 품종해설, https://www.nias.go.kr:3443/lsbreeds/)
13) 브랑거스종은 브라만종과 애버딘 앵거스종의 교배에 의해서 만들어진 품종이다. 이 품종 작출을 위
한 첫 교잡은 1912년 USDA 소속의 Louisiana주 Jeanerett 시험장에서 이고, 거의 같은 시기에 Okla
homa주 Welch의 Clear Creek 목장, San Antonio의 Essar 목장에서 각기 별도로 만들어졌다. Brang
us종은 1942년 오클라호마에서 품종으로 인정되었고 3/8 Brahman X 5/8 Aberdeen Angus종의 품
종 구성비율로 표준화 되었다. 브랑거스종의 피모색은 흑색이다. 뿔은 없고, 가죽이 얇으며, 털은 짧
고 매끄럽다. 주둥이 부분이 넓고, 체형은 앵거스종보다 거친 편이나 브라만종에 비해서는 훨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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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중에는 곡물비육장 경영도 존재하는데, 호주 등에서 비육소우를 수입한다14).
호주산 생우 수입 마릿수는 2017년에 크게 감소하였지만, 그 후에는 증가 추세
에 있다(그림 7).
<그림 7> 호주로부터 생우(육용우) 수입 마릿수 추이

주 1: 호주에서 필리핀으로의 수출 마릿수를 필리핀의 수입 마릿수로 봄.
2: HS 코드 01022924
자료: Global Trade Atlas.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
報, 2020年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또 이전에는 사육농가 수 베이스로 대규모 농가가 3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6%까지 감소하였다. BAI에 따르면, 대규모 사육 농가 수가 감소한 이유
로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육용우를 생산하던 광대한 땅이 목재를 생산하도록 토지
이용이 전환된 바 있으며, 펜스 파괴와 가축 살해 등 치안 악화가 진행된 바도 있
화를 이루고 있다. 귀부위가 특별히 넓고 초생달 모양인 것은 Brahman종의 영향이다. 브랑거스종으
로 서의 등록에 실격조건이 되는 것은 유각, 흑색 이외의 모색, 배꼽 앞부분의 백반, 연령에 비해 작
은 체구, 지나치게 신경질적이거나, 뼈가 얇은 것, 너무 큰 것, 그리고 얇은 가죽, 짧은 털 등이다.
Brangus종은 더위와 습기에 강하나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추운 기후에서는 털이 많이 생산되어 추
위를 극복한다. 성숙한 암소의 체고는 128cm, 체중은 550kg이며, 수소의 체고는 135cm, 체중은 75
0kg이다. 브랑거스종은 브라만종의 환경 적응능력 및 항병성과 앵거스종의 비육 능력을 조화 있게
결합한 품종으로 볼 수 있다. 모성애가 강하고 비유능력이 양호해 송아지 육성을 잘하고 도체의 질
도 우수한 편이다.(출처: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품종해설, https://www.nias.go.kr:3443/lsbreeds/)
14) 호주 생우 수출 동향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2018年 2月号｢豪州の生体牛輸
出動向-アニマルウェルフェアと家畜疾病管理における変化を中心に-｣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alic.go.jp/content/0001460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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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원천적으로 비육우 농장을 경영할 수 없게 된 지역이 생기고 있다는 점 등
이 꼽힌다.

4.2. 사육 마릿수 및 생산량
육용우 사육 마릿수를 지역별로 보면, 이로코스 지방, 중부 비사야 지방, 카라
바루 손 지방, 서비사야 지방, 북부 민다나오 지방에서 사육 마릿수가 많다(그림
8). 또 대규모 농가는 비코루 지방, 카가얀발레 지방, 중부 루손 지방 등 마닐라
수도권을 포함하는 루손 섬 외에, 북부 민다나오 지방에도 분포하고 있다.
<그림 8> 지역별 육용우 사육마릿수 분포

자료: PSA에 의해 ALIC 작성.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
情報, 2020年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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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용우(물소를 포함) 사육 마릿수는 대체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2020년
에는 540만 마리로 2011년 피크 이후 20만 마리 정도 감소하였다(그림 9). 이는
주로 물소 사육 마릿수 감소에 의한 것이다. 물소는 2011년에는 308만 마리였으
나, 2020년에는 287만 마리로 21만 마리 감소하였다. 필리핀 농업부(이하 ‘DA’)에
따르면, 농업 근대화의 진전으로 역우(役牛) 수요가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9> 육용우 및 물소 사육 마릿수와 생산량 추이

주 1: 사육마릿수는 각 년도 1월 1일 시점.
2: 생산량은 생체중 베이스.
자료: PSA.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月
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한편 육용우는 2011년부터 2만 마리의 증가에 그쳤다. 민다나오 섬의 북부 민다
나오 지방과 점보앙가 반도에서 사육 마릿수 수가 감소한 반편, 곡물비육장 경영
이 증가하고 있는 메트로 마닐라 근교 카라바루손 지방과 카가얀발레 지방의 사육
마릿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 지역이 소비지인 메트로 마닐라 근교로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 쇠고기 생산량도 2011년 이후 40만 톤 정도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만, 2019년 40만 1,285톤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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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부의 육용우 농가 지원
필리핀 정부의 육용우 농가 지원 대책으로 기존 육용우 유전적 능력 개량, 환경
적응성, 생산성 주요 질병에 대한 내성 등 높은 품질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품종
개발 프로그램이 전개되었고, 지금도 다양한 시험장에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험장에 진 뱅크(Gene Bank15))를 정비 후, 각 지역에 인공 수정 센터
(이하

‘AI16)센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으로써의

인공수정(AI,

Artificial

Insemination) 보급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냉동 정액은 각
지역의 AI센터 등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등 프로그램 침투를 도모하고 있다.
또 정부는 시험장 등이 보유한 브라만 종 등의 종우(種牛, 씨숫소)를 육용우 농
가에 일정 기간 임대하는 지원을 실시하는 것 외에, 사료, 목초 개발의 기술 지원,
각종 목초 종자와 재배 자재 배포 등을 하고 있다.

4.4. 육용우 농가 동향
이번 현지 조사에서는 루손 섬과 민다나오 섬의 육용우 농가를 방문하였다. 각
농가의 동향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브라만 종에 특화된 효율을 중시하는 육용우 농가(루손 섬 라구나 지구)
루손 섬 중부의 라구나 지구에서 번식을 중심으로 육용우 경영을 하고 있는 농
가의 현재 사육 마릿수는 번식 암소가 100마리, 송아지가 100마리이다. 이 밖에
미경산우17)와 씨숫소도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는 브라만 종이
다.
15) 유전자은행. 식물이나 동물의 유전정보를 장기간 보존해 두는 시설. 36억년의 역사가 만들어 온 생
물의 유전정보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바이오테크놀러지(생명공학)를 사용한 신품종개발이나 신종미생
물을 만드는 데 불가결한 요소. 식물의 경우는 종자의 모양으로 보존하는 예가 많지만 세포의 동결
건조나 조직배양에 의한 저장도 검토되고 있다. 동물이나 미생물은 수정란의 동결보존, 계대배양이
연구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16) artificial insemination(인공수정). 인위적으로 채취한 수컷의 정액을 암컷의 생식기 안에 주입하여 수
정시키는 일. 가축, 어류 따위의 번식이나 품종 개량에 이용하며, 사람의 불임증에도 시행하고 있
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17) 미경산우(未經産牛). 송아지를 생산한 경험이 없는 암소. 비육용으로 이용할 경우 사료 효율이 낮고,
사육 기간이 긴 단점이 있으나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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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나 지구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브라만 종처럼 내열성 있는 품종이 맞는다.
그러나 이 농가가 브라만 종에 특화하여 번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1개체에서 얻을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위 면적당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경영하
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비육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번식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1년간 많은 송아지를 생산⋅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육하고 있는 브라만 종은 앞에서 말한 경영 방침에 따라 체격이 작은
소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목초(네피아 그라스18), 파니캄19)류)만으로 사육할 수
있어 생산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농가에 따르면, 비육농가와 유통업체 중에는 덩
치 큰 소를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덩치 큰 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량의
사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방목지도 한정되어 있어 번식 능력이 뛰어
난 체격의 작은 소가 최선이라는 것이었다.
AI에 의해 자가 번식한 송아지 가운데 암소는 모두 번식용으로 사육하는 한편,
숫소에 대해서는 브라만 종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환(睾丸)의 외주장
(外周長, 바깥둘레의 길이)을 선발 기준으로 씨수소 대상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송
아지로 판매하거나 자가 비육한 후에 출하된다(사진 4, 5, 6). 앞으로도 몸이 좋으
며 관리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 소를 스스로 뽑아, 생산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가겠다는 것이었다.

18) napier grass. 가축의 사료로 쓰기 위해 난지에서 재배되는 벼과의 여러해살이풀. 엘리펀트 글라스
(elephant grass)라고도 한다. 열대 아프리카 원산으로 20세기 초에 작물화되었다. 풀길이는 2~5m,
줄기 굵기 2~3cm이다. 포복성의 줄기를 다수 분얼하여 지름 1m, 줄기 수 100을 넘는 장대한 주상
이 된다. 잎은 가늘고 길며, 큰 것은 길이 1m를 넘고, 폭도 3cm 정도 된다. 가을에 정수리에서 이
삭이 팬다. 이삭은 원통형으로 10~30cm, 1cm 정도의 강모가 있다.(출처: コトバンク, 世界大百科事
典 第２版, 株式会社平凡社, https://kotobank.jp/word/). 곡물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도 저
렴하게 재배할 수 있으며, 열대지역 등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수확효율이 우
수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출처: 네이버 카페 디엔바이, ‘[녹색산업기술] 일본, 환
경산업 최신기술 동향’, 2011.10.29., https://cafe.naver.com/globalone/1227)
19) 벼과 수수속의 1년생 풀이다. 학명은 Panicum. 꽃의 특징은 직립한 줄기 끝에 원추상의 꽃차례를
붙이고, 이어 갈라진 꽃차례에 작은 화수를 드문드문 붙인다. 잎의 특징 길이 60㎝ 정도의 벼를 닮
은 가늘고 긴 잎을 지닌다. 기타 곡물로 재배되는 수수 외에 섬세하고 시원한 이삭을 화재로 사용하
는 훈제그라스, 위르가툼 등의 품종이 있다. 생육지는 초원, 논밭, 화단, 화분 등이며, 크기와 높이는
100~200 센티미터 정도이다. 북아메리카 원산, 유럽 등에 주로 분포한다.(출처: みんなの花図鑑,
https://minhana.net/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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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방목중인 암소와
송아지

(나) 육용우와 산란계 복합 경영을 하는 육용우 농가(루손 섬 바탄가스 지구)
필리핀 최대 가축시장이 있는 루손 섬 중부의 바탄가스 지구는 산란계 경영도
활발한 지역이다. 그래서 육용우와 산란계 복합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보
였다.
이번 조사한 농가는 20년 전부터 산란계 경영을 하고 있으며, 하루 50~60만 개
의 계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사진 7, 8). 육용우 경영은 6년 전부터 시작하였
으며, 현재 사육 마릿수는 육용우 약 1,500마리로, 사육 품종은 브라만 종, 브랑거
스 종, 심브라 종이다(사진 9).
<사진 7> 고상식(高床式)

<사진 8> 윈도우레스(무창)

계사

계사

<사진 9> 번식우 우사

사육하고 있는 육용우 가운데 교잡종과 브라만 종 중에는 수입한 소도 있다. 또
미국 텍사스 주에서 수입할 때에는 수송비 포함 1마리당 8,000달러(87만 2,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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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만 1,760원)의 경비가 들었다는 것이다(사진 10). 호주산 Wagyu 냉동 정액
도 소유하고 있는네, 앞으로 이 정액을 활용하여 번식도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사
료는 자신의 농지 100헥타르에서 옥수수를 재배하여 옥수수 사일리지로 급여하고
있다.
<사진 10> 미국에서 수입한 생우

앞으로의 육용우 경영에 대해서는 원래 주체였던 산란계 경영이 현재에도 수입
이 좋아, 육용우 방목용 공간을 4~5헥타르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추
가로 땅을 확장하려는 목표도 서 있지 않아 사업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것
이다.

(다) 앵거스 종을 이용하여 육질 향상을 꾀하는 육용우 농가(민다나오 섬
부키논 지구)
민다나오 섬은 섬 안에 넓은 토지가 존재하고, 곡물비육장을 중심으로 한 대규
모 농가들이 많은 지역이다. 곡물비육장에서는 대형 식품 가공회사에서 나오는 파
인애플 통조림 제조 찌꺼기를 주체로 급여하고 있는 농가도 존재하는 등, 풍부한
사료자원이 있다는 점도 이 지역 사료자원 상의 특징으로 꼽힌다.
부키논 지구는 필리핀 최대 쇠고기 생산량을 자랑하는 민다나오 섬 중에서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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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육용우 사육 마릿수가 많은 지역이다. 이번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의 조
사에서는 부키논 지구에서 국내 주요 곡물비육장 중 하나인 대규모 농가를 조사하
였다.
사육 마릿수는 번식 암소 36마리, 곡물비육장용 비육우 200마리 이상을 사육하
고 있으며, 낙농 경영도 전개하고 있어 홀스타인 교잡의 젖소 종을 125마리 사육
하고 있다. 사육 품종은 브라만 종, 브랑거스 종이다(사진 11, 12).

<사진 11> 브라만 종 번식 암소

<사진 12> 브랑거스 종 육성우

이 농가는 뉴질랜드에서 동결 정액으로 유전적 개량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BAI의 연수를 받은 인공 수정 담당 직원을 2명 고용하였다. 번식성적
향상을 위해 이들에게 수정 성공 수당으로 임신우 1마리당 500페소(1,150엔
=12,205원)의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조사 시점에서는, 브랑거스 종으로 호주
산 Wagyu를 교배한 임신우 24마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태어나는 송아지는 시
장에 출하할 예정이다.
자가 번식한 송아지는 생후 6~8개월에 젖을 떼고, 곡물비육장에서 16~18개월
비육하여 출하하고 있다(사진 13, 14). 비육 기간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통조림 제
조 찌꺼기 외에 옥수수 사일리지 등을 하루 2회, 아침, 낮) 급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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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곡물비육장(피드롯)

<사진 14> 곡물비육장 내 방목지

앞으로는 앵거스 종이나 호주산 Wagyu를 교배하여 육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마
닐라 수도권의 고급 지향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또 육용우 판매 가격은 가
축상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지만, 브라만 종의 경우에는 1마리당 8,000~1만 2,000
페소(1만 8,400~2만 7,600엔=19만 5,280~29만 2,920원)에서 거래되는 반면, 브
랑거스 종은 동 3만~4만 페소(6만 9,000~9만 2,000엔=73만 2,300~97만 6,400
원)로 비교적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5. 쇠고기 유통
필리핀에서 육용우 거래는 주산지에서는 가축시장(부록 참조)과 가축상을 경유
할 수도 있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거래를 한다.
최근 쇠고기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비육소우 출하 가격은 꾸준히 상승
하고 있다. 또 호주에서 수입된 생우 가격은 인도네시아나 2015년 이후에 호주에
서 수입이 해금된 중국 등과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어, 국내 비육소우 출하 가격을
넘어 추이하고 있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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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내 비육소우 및 호주산 수입 생우 가격 추이

주: HS 코드는 0102이며, 모두 수입 생우임.
자료: PSA. Global Trade Atlas.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필리핀의 소 및 쇠고기 주요 유통 경로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소 및 쇠고기 주요 유통 경로

자료: 청취조사에 의해 ALIC 작성.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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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도축장 등의 육류 관련 시설은 필리핀 농업부 국가식육검사서비
스(이하 ‘NMIS’)에 등재하여 인정받아야 한다(조사 시점에서 NMIS에서 조업이 허
용된 국내 도축장은 123개소, 식육가공장은 77개소). 또 시설은 AAA와 AA의 두
단계로 분류되며, AAA 시설에서는 수출용 대응이 허가되고 있는 반면, AA 시설
에서 처리된 식육의 유통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 또 국내에는 할랄 인증을 취득
하고 있는 시설이 있지만, 국내 이슬람교도 인구가 편재하고 있는 남부 민다나오
섬에 국한되며, 그 대부분도 닭 관련 시설이다.
도축장에서는 식육검사 실시 기관이기도 한 NMIS에서 임명된 식육검사관이 배
치되어, 도축 전후에 육류검사를 하고 있다20).
또한 NMIS에 따르면, 소 지육 등급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지만, 현
재 필리핀 농어업 기준국에서 소 지육 등급에 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것
이었다.
도축 후는 전통시장21), 수퍼마켓 등 소매점으로 유통된다(사진 15, 16). 그러나,
최근 도축장 정비나 콜드체인의 발달 등에 따라 수퍼마켓 등 근대적인 점포가 증
가하여 소매업 매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사진 15> 전통시장 판매장

<사진 16> 수퍼마켓 판매장

20) 조사 시점의 검사 요금은 도축 전: 소 1마리당 10페소(23엔=244원), 도축 후: 1킬로그램 당 25 셍
타보(0.6엔=6.1원, 1필리핀 페소=100 셍타보)였다.
21) 전통 시장(웻 마켓, wet market)은 콜드 체인에 따르지 않는 온도체로 거래되는 시장으로, 필리핀에
서 쇠고기는 다른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온도체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전히 도축 직
후의 고기가 신선하다는 소비자 기호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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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는 수입업자를 통해서 직접 호텔과 레스토랑에 배송되며, 식육가공
장에서 부분육으로 커팅된 후 전문점과 수퍼마켓에 배송된다. 특히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고급품으로서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유통되는 것이 많다.

6. 쇠고기 수입 상황
생우 수입액은 거의 호주에서 하고 있지만, 물소고기를 포함한 쇠고기로 보면,
브라질, 인도, 호주, 미국 및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다(그림 12).
<그림 12> 수입 대상국별 쇠고기 수입량 추이

주 1: HS 코드 0201, 0202..
2: 물소고기 포함.
3: 제품중량 베이스.
자료: Global Trade Atlas.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
報, 2020年 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쇠고기 수입량은 최근 쇠고기 소비 증가의 보완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2019년에는 12만 6,844톤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하였다. 수입 대상국별로
보면, 브라질이 3만 6,777톤(동 71.7% 증가), 인도가 3만 2,158톤(동 26.9% 감
소), 호주가 2만 4,285톤(동 34.7% 감소)로 3개국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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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모두 물소고기이다.
필리핀 육류 수입업자 협회에 따르면, 최근 수입량 증가는 수입 쇠고기를 값싸
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저렴한 브라질산은 먼 거리 때
문에 수송기간을 필요로 하지만(약 27일), 패스트 푸드 체인 등 서민적인 외식 산
업용 햄버거 패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사진 17). 또 최근에는 아일랜드산에 대한
수요가 EU 내에서 부진하였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저렴하게 수출되어, 수입량이
증가세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인도에서 수입되는 물소고기에 대해서는 과거 국내 햄버거 체인업체인 졸리
비 사(Jollibee Foods Corporation, JFC22))의 햄버거 패티 등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법률에 의해 가공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절인 쇠고기 등에 이용되고 있다
(사진 18). 그러나 실제로는 전통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등 비합법적인 유통 루트가
아직 존재하고 있어, 실제 수입 물량도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사진 17> 패스트 푸드 햄버거 패티

<사진 18>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콘비프

또한 방문 조사 시에는 DA로부터 인도의 물소 도축장으로 수출 승인을 위한 현
22) 졸리비 푸즈(Jollibee Foods Corporation)는 'Jollibee' 브랜드의 퀵서비스 레스토랑(QSR)을 개발, 운
영, 프랜차이즈하는 필리핀의 필리핀 회사이다. 자회사는 ｢Chowking｣과 ｢Greenwich｣상품명으로 퀵
서비스 레스토랑을 개발⋅운영⋅프랜차이즈하는 FRESHN' FAMOUSFOODS, INC., ｢Red Ribbon｣의
상품명으로 레스토랑을 개발⋅운영⋅프랜차이즈하는 REDRIBON BAKESHOP, INC.I.FANC.를 포함하
여 레스토랑을 개발⋅운영⋅프랜차이즈하는 FRESHN' FIBANC.IBANC.를 포함하여, 레스토랑을 개발
⋅프랜차이즈 하고 있다. 또한 'Yonghe King', 'Hong Zhuang Yuan'과 'San Pin Wang'의 국제 브랜드
및 'Super Foods Group('Highlands Coffee'와 'Pho 24' 포함), '12 Hotpot', 'Sma' 및 'Dunkin' Donuts'
에서의 브랜드를 개발⋅운영하는 자회사와 관련 회사를 가지고 있다.(출처; (일본)REUTER, ‘Jollibee
Foods Corporation. JFC.PS’, https://jp.reuters.com/companies/JF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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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사단을 파견 중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던 인도산 물소고
기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필리핀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상, 최혜국 대우23) 쇠고기 수입 관세율은
10%이지만,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할당 관세24)를 설치하여 쿼터 내 세율은 각각
30%와 40%로 쇠고기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필리핀에서는 정책상, 돼지고기 및
닭고기보다 쇠고기의 중요성이 낮고, 수입품도 비교적 입수하기 쉬운 상황이다.
또한 일본과는 일본과 필리핀 경제연계협정(EPA)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쇠고
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모두 수입 관세는 면세이다.
필리핀 육류 수입업자 협회에 따르면, 필리핀은 이미 ASEAN 자유무역권이나
일본과 필리핀 EPA등의 제휴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고, 국내에서 수출 가능 품목
이 적어 국내 농가보호 관점에서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23) 최혜국 대우(最惠國 待遇,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제
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국제통상에 있어서
한 국가가 부여한 제3국의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수입⋅수출을 비롯
한 통상에서의 혜택과 관련하여 한 국가에 어느 체약국이 부여한 최상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
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이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수출국 사이의 경쟁기회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
로,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최혜
국대우는 각국이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던 시대에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 적용되던 기준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무역장벽을 없애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나 그 뒤를 이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정착되면서 최혜국대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
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1948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포함된 최혜국대우에
는 조건부조관과 무조건부조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최초에 제3국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것과 동일한 특혜만을 조약국에게 주거나, 오직 동등한 조건이나 동등한 이익에 대한 대가로 맺은
거래에 따라 최초로 얻은 특혜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제3국에 제공한 모든 관세양허를 체약
국에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GATT의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GATT의 모든 가입
국과 일시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되어 이들로부터 최혜국대우의 혜택을 받게 되
었다. 한편 미국은 1997년 최혜국대우(MFN)라는 용어를 '정상무역관계(NTR⋅normal trade relations)'
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키로 하는 법안을 승인, 이후 NTR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24) 할당관세(quota tariff, 割當關稅).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
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
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한다.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
한 것으로,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실시될 때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특정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 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특정상품에 대한 국내
총생산량과 총수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협상에서 관세감축과 함께 우
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세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시행하는 관세로, 2004년도에는 90
개 품목이 과세대상으로 지정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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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최근 축산물 소비도 해마다 증가 경향
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 경제 성장에 따라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쇠고기
에 대한 수요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쇠고기 생산은 주로 산지가
소비지 근교에 이행하는 등 일부에서 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육용우 사
육 마릿수나 생산량은 아직은 제자리에서 움직이며,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브
라질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품이 증가하는 수요를 보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생산 확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앞으로도 저렴한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향
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즈음의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면, 낮은 가격
지향이 강한 필리핀에서,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수입에 의한 공급이 유지되어 갈지
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은 1억 인구에 6,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부 민다나오
섬을 제외하고는 점차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필리핀은 태풍
발생 지역에도 가깝고, 민다나오 섬 이외에는 태풍 상습지인데, 최근에는 대규모
화산 폭발도 빈발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BAI에 의한 인공수정(AI) 보급과 같은 유전적 개량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만, 20년 이상 이 프로그램이 지지부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프랑스 상원에서 논의된 증산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앵거스 종
이나 홀스타인 종 추진 등 열대라고 하는 필리핀의 사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내
용으로 되어 있어, 현지 육용우 생산자 단체에게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육류 중 1인당 소비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쇠고기 소비량도 완만하지만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
장에 서는 쇠고기 수입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타개할 수 있도록 국내 쇠고기 생산 기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지원책 등에 대한 성과는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장래적으로
도 대폭적인 증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당분간 내수를 충족시키려
면 수입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는 ASF(아프리카 돼지열병25))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COVID-1926)) 발생에 따라 세계 식육 유통에 혼란이 생기고, 종전부터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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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쇠고기 수요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가격 폭등도 우려되는 가운데, 자국민의 식
량 확보를 위해 각국으로 수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수입 쇠고기를 둘러싼
세계정세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저가 구매가 강한 필리핀이 향후에도 수입에
의한 쇠고기의 안정 공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5)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
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
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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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ASF는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눈물, 침, 분변 등)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는데, 잠복 기간은 약 4∼19일이다. 다만 ASF는 인체에는
영향이 없고 다른 동물에도 전염되지 않으며, 돼지와 야생멧돼지 등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된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고열(40.5~42℃), 식욕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증상 등을 보이다가 보통
10일 이내에 폐사한다.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
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
연구소, https://terms.naver.com/)
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
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
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명)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코로
나19의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는데, 이 의료진 감염 여부는 사람 사이의 전염을 판별하
는 핵심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
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WHO는 3월 11일 홍
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
포했다. 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내놓은 ▷지리
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
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렸다. 그러다 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
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의 병원체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이다.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ICTV)는 2020년 2월 11일 코로나19의 병원체에 SARS-CoV-2라는 이름을 제안한 논문을 발표했는
데, 위원회는 이 바이러스가 2003년 유행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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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필리핀 최대 가축 시장 Padre Garcia
루손 섬 중부 바탄가스 시에 있는 필리핀 최대 가축 시장인 Padre Garcia 가축
시장을 방문하였다.
이 가축 시장은 바탄가스 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소, 물소, 염소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부록 사진 1, 사진 2). 시장 관리자에 따르면, 가축거래 마릿수는 요일
마다 불균일하며, 금요일이 하루 1,500마리로 가장 많다. 기타 요일에는 하루 300
마리 정도가 거래되며, 1주 당 거래 마릿수는 3,000마리 정도이다. 금요일 거래
마릿수가 많은 이유는 과거 거래 관행 상 금요일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여운
이 관계자들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축시장에서 거리가 먼 곳에서 오
는 매참인(買参人27)) 수가 여전히 많아, 출하자도 금요일에 출하 마릿수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부록-사진 1> 가축시장 전경

<부록-사진 2> 육용우 거래장

육용우 등의 반입은 거래일 오전 3시 넘어서부터 열리며, 시장 내 거래의 대부
분은 오전 중에는 마무리된다고 한다. 이 시장 내 거래는 출하자와 매참인의 직접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출하자에게는 자격 등에 관한 제한이 없지만, 매참인은 가
축 시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하자와 매참인 사이에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출하자가 가축의 체표에
페인트로 표시함으로써 주위에 대해 거래 성립을 알린다(부록 사진 3). 그러나 한
27) 매매참가인 또는 경매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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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도 다른 매참인들이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변경되는 케이스도 있다. 매참인 중에는 전매(轉賣28)) 목적으로 소를 헐
값에 구입하여 되파는 행위로 이득 차이를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 내에는 기준 가격29)이 게시되어 있으며, 매
참인은 가축의 상태(연령, 생체중) 등을 고려하여 기준 가격에서 증감시킨 가격을
제시하는 협상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BAI는 공정거래 촉진과 농가보호의 관점에서는 국내 주요 가축시장에 체중계를
설치하고 일부 시장에서는 일본의 무상 협력에 의해 도입된 전광판을 이용한 거래
가격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대 가축시장인 데도 불구하고, 시장
에서 체중계가 부서진 채 방치되어, 생체중은 매참인들의 목측으로 행해지고 있었
다(부록 사진 4).
시장 관리자는 바로 수리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으로는 체중 측정을 위한
가축 적재에 시간이 소요됨을 우려하여 조기에 수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여겨
진다. 또 소 치아에 의한 연령 추정방법에 대한 안목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출
하자인 농가는 거래되는 가축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출하자와 매
참인 간의 역학 관계와 가격 등에 대한 정보량 차이로 출하자가 가격에 관해 싸우
게 되는 경우도 상정되는 등, 거래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
된다.

28) 전매(Resale, 轉賣). 구입한 부동산 등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 파는 행위. 구입한 부동
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 파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분양권전매라고 한다. 즉, 주택에 입주하기
전 실제 물건이 아닌 입주권을 권리형태로 명의변경하여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
로 전매는 부동산 인기지역이거나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많이 일어난다. 전매가 지속되면 가수요
가 발생하여 투기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목적으
로 분양권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29) 조사 시점의 기준 가격은 생체중 1킬로그램 당 135페소(311엔=3,295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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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사진 3> 거래 성립 표식

<부록-사진 4> 시장 내 체중계
(물건이 올려져 있다)

거래 성립 후에는 매참인이 시장 내에 있는 관리동으로 바탄가스 시에 거래 수
수료30)를 지불하고, 가축의 이동 증명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구매한 가축을 시장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부록 사진 5, 6).
<부록 사진-5> 가축 반출 풍경

<부록 사진-6> 가축 이동증명서 등

30) 조사 시점에서 거래 수수료는 육우 1마리당 100페소(230엔=2,441원), 염소는 동 10페소(23엔=244.1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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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1편

일본의 농업 현황
신동철(일본농업경영대학교 전임강사)*

1)

1. 서론
일본 농업은 고령화, 후계자 부족, 쇼와 1세대의 은퇴로 인한 농가 호수 감소 등
농업 내부 환경과 농업 시장 개방 및 수입 농산물의 증가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농업 이탈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아베정권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전개를 위해 아
베노믹스하에서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정책 기조로 하고 있으며,
이를 1999년에 제정한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농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의 최근 농업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
고 2020년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해 향후 일본 농정의 방향과
한국농업에의 영향에 대해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업 산출액 및 농산물 무역
일본의 농업 산출액은 1960년의 1조 9천억 엔에서 1985년 11조 6천억 엔까지 증
가하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7년 현재 9조 2천억 엔을 보이고 있다.
농업산출액을 부문별로 보면, 재배업와 축산업 모두 산출액 그 자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산출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은 재배업은 감소, 축산업은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7년 현재 재배업의 비율은 64.3%, 축산업의 비율은
* sdc1012@af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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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로 각각의 비율의 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는 추세이다.
농업산출액 추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전
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아베정권에서 추진한 농업의 성장산업화 전략과 식료⋅
농업⋅농촌 기본계획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 강화라는 농정 방향이 어
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견해는 생산농업소득
의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생산농업소득은 1975년의 5조 2천억 엔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0년의 2조 8천억 엔 이후 반등하
여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고, 농업산출액에 대한 생산농업소득의 비율 또한 2016년
에는 1995년 이후 처음으로 40%를 웃돌고 있다.
2019년 현재 농산물 수입액은 6조 5천억 엔이고 수출액은 5천 8백억 엔으로 농
산물 수입액이 수출액을 10배 이상 웃돌고 있으나, 농산물 수입액에 대한 수출액
의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
진과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문제로 인해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9년 현재에는 8.91%에 달하고 있다. 2020년 식료⋅농업⋅
농촌 기본계획에서 농산물 수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 비율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농업산출액의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생산농업소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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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농산물 무역 현황의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식료수급표｣

3. 농가
일본은 5년마다 농림업센서스를 발표하고 있는데, 센서스상에서는 농업에 종사
하는 주체를 크게 농업경영체와 총농가로 구분하며,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
지 혹은 경작포기지를 5a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인 토지소유 비농가도 함께 공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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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농가 구분(2015년)
대분류

농업
경영체

1,377,266

중분류

소분류

가족
경영체

1,344,287

조직
경영체

32,979

→

→
→

→
판매농가
총농가

2,155,082

토지소유
비농가

1,329,591

→

→

자급적농가

주
부
업
전
겸
업

개인경영체

1,339,964

법인경영체
(1호1법인)

4,323

법인경영체

22,778

비법인경영체

10,201

주업농가

293,928

준주업농가

257,041

부업적농가

778,622

전업농가

442,805

제1종겸업농가

164,790

제2종겸업농가

721,996

825,491

1,413,727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먼저, 농업경영체는 2005년 농업센서스부터 사용된 용어로 농산물을 생산하거
나 위탁을 받아 농작업을 시행하고, 농업 생산에 관련된 면적이 30ha 이상이거나
품목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규모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영체로 규정하며, 가
족경영체와 조직경영체로 구분한다.
가족경영체는 고용노동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규정하며, 하나의 세대로 구성된 농가가 법인화한 형태인 1호 1법인을 포
함한다. 조직경영체는 가족경영체가 아닌 경영체를 총칭하며, 특히 다수의 세대가
결합한 협업경영체, 즉 집락영농 혹은 농업법인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비영리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15년 현재 농업경영체는 1,377,266개가 있으며, 이 중
가족경영체는 1,344,287개(97.6%), 조직경영체는 32,979개(2.4%)로 가족경영체
가 조직경영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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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센서스상의 농업경영체 규정
①노지 채소: 15a

②시설채소: 350㎡

③과수: 10a

④노지 화훼: 10a

⑤시설 화훼: 250㎡

⑥젖소: 1두

⑦비육우: 1두

⑧돼지: 15두

⑨산란계: 150수

⑩육계 연간 출하수수: 1,000수

⑪기타: 조사일 전 1년간의 농업생산물 총 판매액 50만엔 이상

다음으로, 총농가는 경영 경지면적이 10a이상인 세대 또는 경영 경지면적이
10a미만이어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5만 엔 이상인 세대로 규정하며, 이는 판
매농가와 자급적농가로 구분한다. 판매농가는 총농가 중 경영 경지면적이 30a이
상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50만 엔 이상으로, 1990년부터 활용되었다. 실
제, 일본 농업의 농가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에는 주로 판매농가의 데이터가 활용되
고 있는데, 이는 판매농가에 농업법인 등이 포함되지 않아 농가 그 자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농가는 주부업별, 전겸업별로 다시 구분하며, 주부업별에는 주업농가2)와
준주업농가3), 부업적농가4)로 나뉜다. 전겸업별은 전업농가5), 제1종 겸업농가6),
제2종 겸업농가7)로 구분한다. 자급적 농가는 경영 경지면적이 30a미만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50만 엔 미만인 농가를 가리킨다. 2015년 현재 총농가 수는
2,155,082호이며, 이 중 판매농가가 1,329,591호(61.6%), 자급적농가가 825,491
호(38.4%)로 판매농가가 과반을 넘고 있다.
총농가 수는 1960년의 605만호에서 2015년의 215만호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
으나(감소율:64.4%), 토지소유 비농가는 1975년의 27만호에서 2015년의 141만호

2) 농가소득의 50%이상이 농업소득을 구성하며 자가농업에 연간 60일 이상 종사하는 65세 미만의 세
대원이 있는 세대
3) 농가소득의 50% 미만이 농업소득이며, 자가농업에 연간 60일 이상 종사하는 65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
4) 자가농업에 연가 60일 이상 종사하는 세대원이 없는 농가
5) 세대원 중 겸업종사자가 1명도 없는 농가
6) 세대원 중 겸업종사자가 1명 이상이며,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50%이상
7) 세대원 중 겸업종사자가 1명 이상이며,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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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75년에 비해 5.17배 증가하였다.
총농가를 구성하는 판매농가와 자급적농가의 추이를 보면, 판매농가가 1990년
의 297만호에서 2015년의 132만호로 55.2% 감소하고 있고. 자급적농가는 같은 기
간 86만호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5년의 82만호로 감소하였다. 여기서 특징적
인 것은 2015년의 자급적농가가 2000년 이후 15년 만에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자급적농가가 고령세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소유 비농가로 전환되
었다는 점과 수명 및 신체적 능력 저하 등으로 자급적농가로 구분되지 않게 되었
다는 점 등이 감소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토지소유 비농가는 증가 경향에 있지만 최근의 증가세는 다른 시기에 비
해 상당히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소유 비농가는 고령 혹은 신체적 능력 저
하에 따른 이농과 이로 인한 농지 유동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이 증가
의 요인이다. 그러나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점은 상속이나 제3자 경영 계승
등의 농지 처분에 의해 완전한 비농가가 되는 경우나 자급적 농가와 같이 고령으
로 인해 더 이상 토지소유 비농가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3> 총농가 및 토지소유 비농가의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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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농가는 주부업별 및 전겸업별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2015년 현재 주업농가 29만 호, 준주업농가 25만 호, 부업적농가 77만
호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업농가의 비율은 1990년의
27.6%에서 2000년의 21.4%까지 감소하였으나, 이 후 2015년에는 22.1%로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겸업별로 본 판매농가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1960년 200만 호였던 전업농가
는 1970년에 이르러 과반이상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00년의 42만 호
까지 지속되었다. 이 후, 2010년에 45만 호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44만 호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겸업농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1종 겸업농가는 같은 기간
200만 호에서 16만 호로, 제2종 겸업농가는 194만 호에서 72만 호로 감소하였다.
판매농가는 전업농가, 겸업농가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
업농가의 비율은 1960년의 34.3%에서 1975년의 12.4%로 최저점에 다다른 이후
반등하여 2015년에는 33.3%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겸업농가의 감소라는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겸업농가의 이농과 이로 인한 이농적지를 기존의 농가가 차입하여 농지 집적 및
규모 확대를 도모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전업농가 비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주･부업별 판매농가의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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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겸업별 판매농가의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다음의 그래프는 농지 규모별 농가호수의 증감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1990년 이후 5ha 미만의 모든 층에서 농가호수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그 감소세
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5ha 이상 층에서는 농가호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5ha 미만 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
가의 규모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농지 규모별 농가 수의 증감률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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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임차농가 및 임차면적의 동향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농가의 규모 확대 요인에는 원활한 농지 유동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 중
최근에는 이농적지를 차입하는 형태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그래프는 판매농
가의 전체 임차면적과 판매농가 1호당 임차면적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65년
27만ha였던 임차농지는 2015년에 78만ha로 증가하였고, 판매농가 1호당 임차면
적은 같은 기간 0.2ha에서 2015년 현재 1.6ha로 8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상을 통해 임차지 확대를 통한 농가의 규모 확대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농
지 임대차 활성화가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통한 농지 유동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
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지 유동화 정책이 농가의 규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성과는 주업 및 전업농가의 비율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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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
4.1. 경지면적 및 재배면적
여기에서는 경지면적8) 및 재배면적과 농지 증감 요인, 경작포기지의 추이를 통
해 농지 현황을 확인한다. 1960년부터 5년 단위로 경지면적과 재배면적의 추이를
정리한 표를 보면 두 가지 모두 감소하고 있고, 1960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각의
감소율은 33.6%, 50.3%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경지이용률 또한 1960년의
133.9%에서 2019년 현재 92.0%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농가호수
감소 및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작포기지9) 증가, 농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이견 등에 의한 농지 유동화 추진상의 과제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경지면적과 재배면적의 감소 추이를 논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보면, 같은 기
간 논이 338만ha에서 239만ha로 29.2%, 밭이 269만ha에서 200만ha로 25.6% 감
소하고 있다. 작목별로 보면, 수도작, 보리류, 두류의 감소율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채소 및 과일의 감소율은 그보다 낮은 34.6%, 8.0%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은 오히려 2배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안정적인 농가 소득 확보를 위한 작목 전환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력화 추진이라는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특히 사료작물의 재배면적 증
가는 낙농 농가의 규모확대와 이로 인한 조사료 재배 확대가 주된 요인이다.
경지면적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 요인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요인별 농지 증감 추이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3년부터
모든 해에 걸쳐 농지 증가의 요인인 개간, 간척 및 매몰, 복구의 합계(90,380ha)
가 택지 및 공장용지와 도로 및 철도로의 전용, 황폐농지10), 자연재해로 인한 농
지 감소 요인의 합계(756,921ha)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 감소 요인중에서는 황폐농지의 비율이 가장 높다. 1993년부터 2015년까지
346,460ha의 황폐농지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감소 요인 전체의 45.7%에 해당하
8) 경지란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며, 논두렁을 포함함.
9) 경작포기지란, 이전에 농지였던 토지가 과거 1년 이상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게다가 향후 수년간 다
시 경작할 의사가 없는 토지를 의미함.
10) 황폐농지란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고 경작 포기에 의해 황폐되어 통상적인 농작업으로는 작물
재배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농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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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치이다. 황폐농지의 발생은 경영주의 고령화 및 이농으로 인한 농가 호수 및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이농적지 및 유휴농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부족 등이 종합
적으로 기인하는 현상으로 결과적으로는 일본 농업의 생산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표 2> 경지면적 및 재배면적 추이
(단위: 만ha, %)

경지면적
연도

재배면적
기타

경지
이용률

채소

과일

사료
작물

64

81

25

51

109

133.9

96

49

89

36

61

87

123.8

292

48

34

84

42

74

58

108.8

576

276

18

26

76

43

87

49

103.4

241

571

238

32

26

76

41

103

55

104.4

295

243

566

234

35

25

76

39

105

52

105.2

285

240

535

207

37

26

74

35

110

47

101.9

504

275

229

492

212

26

16

67

31

101

39

97.6

2000년

483

264

219

456

177

30

19

62

29

103

37

94.4

2005년

470

256

214

438

171

27

19

56

27

103

36

93.2

2010년

460

250

210

423

163

27

19

55

25

101

34

92.0

2015년

450

245

205

408

151

27

18

53

23

102

34

90.7

2019년

439

239

200

404

147

27

18

53

23

102

33

92.0

소계

논

밭

소계

수도작 보리류 두류

1960년

607

338

269

813

331

152

1965년

600

339

261

743

326

1970년

580

342

238

631

1975년

557

317

240

1980년

547

306

1985년

538

1990년

525

1995년

19602019년 -33.6 -29.2 -25.6 -50.3 -55.6 -82.2 -71.9 -34.6 -8.0
변화율

100.0 -69.7

주 1: 경지이용율=재배면적÷경지면적×100
2: 기타는 잡곡, 서류 및 기타 농산물의 합계임.
자료: 농림수산성, ｢경지 및 작부면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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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요인별 농지 증감 추이
(단위: ha)

증가
간척
연도 소계
개간 및
(a)
매몰
1993년 7,050 6,380 25

복구

47,150 15,200 3,910

3,530 18,400 1,530

4,580

-40,100

1994년 7,150 5,190

49

1,920 48,690 15,300 3,300

3,390 21,100 1,470

4,130

-41,540

1995년 5,700 4,570

42

1,080 50,230 15,400 2,970

2,910 23,900 1,110

3,940

-44,530

1996년 3,440 3,270

5

167

47,771 15,600 2,760

2,920 22,500

81

3,910

-44,331

1997년 3,120 3,040

0

74

47,821 14,700 2,640

3,480 23,100

121

3,780

-44,701

1998년 2,570 2,440

12

118

46,413 13,300 2,460

3,390 23,200

53

4,010

-43,843

1999년 4,180 2,220

0

2000년 3,800 2,350 104

감소

640

소계
(b)

택지

공장
용지

도로
및 철도

황폐
농지

자연
재해

기타

a-b

1,960 43,060 11,600 2,040

3,110 20,000 2,530

3,780

-38,880

1,350 39,740 11,300 1,880

2,480 19,500

974

3,606

-35,940

3,294

-36,736

2001년 1,810 1,710

0

100

38,546

9,750

1,560

2,620 21,000

322

2002년 1,930 1,730

0

192

33,271

9,000

1,330

2,480 17,000

189

3,272

-31,341

2003년 1,860 1,750

0

115

28,111

7,970

1,140

2,080 14,300

30

2,591

-26,251

2004년 4,990 2,190

0

1,130 25,880

7,600

1,090

1,810 11,400 1,380

2,600

-20,890

2005년 5,230 2,230

0

26,915

7,250

1,170

1,340 11,100 2,640

3,415

-21,685

2006년 3,910 2,110

0

1,800 24,256

7,880

1,140

1,490 11,400

52

2,294

-20,346

2007년 2,350 1,760

0

8,390

1,370

1,450 10,400

56

2,058

-21,374

399
586

23,724

2008년 2,010 1,230 672

111

23,898

9,380

1,420

1,110

9,760

23

2,205

-21,888

2009년 1,570 1,530

0

46

21,139

6,980

906

1,180

9,770

49

2,254

-19,569

2010년 1,740 1,690

0

43

17,712

6,160

603

1,220

7,790

186

1,753

-15,972

115

2011년 1,900 1,790

0

33,403

5,400

740

856

7,870 16,800 1,737

-31,503

2012년 5,620 1,780

0

3,840 17,375

5,640

647

832

6,940

1,400

1,916

-11,755

2013년 7,140 2,970

0

4,170 19,758

6,470

963

949

9,530

1

1,845

-12,618

2014년 6,930 3,740

0

3,190 26,130

6,950

1,990

954

13,000

335

2,901

-19,200

2015년 4,380 2,770

0

1,620 25,928

6,510

2,680

975

13,500

82

2,181

-21,548

합계 90,380 60,440 909 24,766 756,921 223,730 40,709 46,556 346,460 31,414 68,052 -666,541
자료: 농림수산성, ｢경지 및 작부면적 통계｣.

이에 일본 정부는 황폐농지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는 "사람⋅농지 플랜"을 포함
한 농지이용집적 원활화 사업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오고 있었지만, 2013년
부터는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에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설정, 운영
하고 있다.
농지중간관리기구는 주로 이농적지나 유휴농지를 기존의 농가에 매칭시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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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농지 집적을 도모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유휴농지 발생 억제 및
농지 집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의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
의 역할과 범위가 규정되었다.
이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농지 이용권 취득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즉, 농지중간관리기구는 기존의 농지가 유휴농지로 전환되기 전 그 이용
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소유자가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이
용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농지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간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의 농지
또는 농가의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규모 확대 한계 등을 이유로 임대인을 찾
지 못한 농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농지로서의 활용가치가 낮아지고 황폐농지
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황폐농지의 발생 억제와 농
지 유동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단순히 농지만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농가 육
성 및 농업노동력 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식료⋅농업
⋅농촌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2. 경작포기지
<표 4> 경작포기지 추이
(단위: ha, %)

연도

경지면적
（A）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변화율

4,782,518
4,705,587
4,576,755
4,198,732
3,970,051
3,734,288
3,446,770
3,191,376
2,914,860
-39.1

합계
（B）
131,422
123,078
134,870
216,785
244,314
342,789
385,791
395,981
423,064
221.9

경작포기지
토지소유
총농가
비농가
99,104
32,318
91,746
31,332
96,807
38,063
150,655
66,130
161,771
82,543
210,019
132,770
223,372
162,419
214,140
181,841
217,932
205,132
119.9
534.7

비율
2.7
2.6
2.9
5.2
6.2
9.2
11.2
12.4
14.5

주 1: 경작포기지의 비율은 경작포기지÷경지면적×100임.
2: 1975년부터 1990년까지는 총농가이며, 1990년부터는 새로운 정의에 따른 판매 농가의 수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경지면적 및 재배면적 추이>의 경지면적과 상이함.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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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감소의 주요 요인이기도 한 황폐농지의 증가는 경작포기지의 증가와도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경지면적이 1975년의 478만 ha에서 2015년의 291만 ha로
39.1%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작포기지는 같은 기간 13만 ha에서 42만 ha로 약
2.2배 증가함에 따라 경작포기지 증가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
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경작포기지의 비율이 전체 경지면적의 10% 이상을 웃
돌고 있는 실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경작포기지의 추이를 농가 구분별로 보면, 토지소유 비농가에 의한 면적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총농가의 경작포기는 증감을
반복하는 등 정체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토지소유 비농가의 경작포기지는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고, 2015년에는 총농가의 21만 ha에 근접한 20만 ha를 나타내고
있다.
작포기지 증가 문제에 있어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토지소유 비농가가 갖고 있는
농지의 이용권을 농가 혹은 농업경영체에게 어떻게 이전시킬 것인가이다. 이것은
농가 수준에서 대응하기에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태이며, 이 때문에 지역차원에
서의 대응이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상술한 농지중간관리기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5. 농업노동력
농업센서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농업노동력 관련 통계에는 주로 농업종사자, 농
업취업인구, 기간적 농업종사자 등 3종류가 있다. 농업종사자는 “15세 이상의 세
대원 중, 연간 자가농업에 종사한 사람”, 농업취업인구는 “농업종사자 중 연간 자
가영농에만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과 이 외의 일에 같이 종사하는 사람 중 주로
자가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기간적 농업종사자는 “농업취업인구 중 보통의 일로
서 주로 자가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5년 현재 농업종사자는 339만 명으로 가장 많고, 농업취업인구가 209만 명,
기간적 농업종사자가 177만 명으로 가장 적다. 수도작은 겸업농가가 많으며 기간
적 농업종사자로 파악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본 전체의 농업노동력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농업종사자, 농업취업인구, 기간적 농업종사자를 종합해서 검토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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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업종사자는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기간적 농업종사자는 자가영농에 집
중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농가 및 농업경영체에 고용된 농업노동력에 대한 동
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자가영농 및 고용 농업노동력을 종합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농업취업인구를 통해 일본 농업의 농업노동력 현황을 검토하
고자 한다.
농업취업인구 추이를 보면, 농업취업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과 65세 이상 층
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취업인구는 1975년의 790만 명에서
2015년에는 209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그 비율은 81.9%에 달한다. 또한 65세 이
상 층은 같은 기간 165만 명에서 133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농업취업인구
에 대한 비율은 21.0%에서 63.5%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처럼 65세 이상 층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 배경으로는 소화(小和, 쇼와) 한 자
릿수 세대(1926년~1934년)라 불리는 특정 세대에 극단적으로 의존한 구조와 농업
으로의 젊은 세대 유입 감소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후계자 육성,
신규취농 지원, 농업 차세대 투자자금(청년농 급부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8> 농업취업인구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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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은 전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경영의 형
태로 전개되어왔으나, 최근에는 규모 확대와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노동력을 활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의 고용노동력 추
이를 보면, 농업부문의 고용노동자 수는 1990년의 80만 명에서 2015년의 31만 명
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기간 임시고용은 79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감소
하고 있으나, 상근고용은 8천 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시기별로 다소 증감이 있으나,
대체로 2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용노동력의 감소는
생산인구의 타산업으로의 유출과 농업노동시장의 위축이 가장 큰 요인이며, 여기
에는 농업의 계절성으로 인한 피고용인이 느끼는 고용불안과 고용인의 경제적 부
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규모확대를 추진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위해서는 고용노
동력의 안정적인 확보 또는 농작업 위탁 사업 실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에 대한 대책으로 농협 및 지역 내의 대규모 농가나 농업법인을 통한 농작업 위탁
체제의 개선과 농의 고용 사업을 통한 고용노동자의 능력 향상, 농업 부문의 외국
인 기능 실습생 특례 조치 등의 실시를 통해 고용노동력의 유지 및 확대를 도모하
고 있다.
<그림 9> 고용노동력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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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대책과 더불어 농업 현장, 특히 농업법인에서는 안정적인 고용 노
동력 확보를 위해 버섯 등 겨울에도 재배 가능한 작목의 도입 및 시설 확충 그리고
제설작업 등 새로운 부문을 사업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것이 상근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농업노동력 부족 문제 또한 농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농가 개별 수준에서
의 대응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지역을 단위로 한 해결책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6.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일본은 1999년 7월에 제정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2000년부터 5년
간격으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정 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은 일본 농정의 중장기적 비전으
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3월, 5번째에 해당하는 2020년 식료⋅농업⋅농촌기본계
획이 발표되었고,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5년간이 아닌 10년간의 농정 시책의 방
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일본의 농업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의 농정 방향과 목표
및 전망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시책을 제시하고 있는 2020년 식료⋅농업⋅농
촌기본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1. 기본 방침 및 배경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0년간의 기본 방침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성
장산업화를 촉진하는 “산업정책”과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발휘를 촉진하는
“지역정책”을 마치 자동차의 양 바퀴로 인식, 추진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식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식료자급률 향상과 안정적인 식료보장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2015년의 기본 방침과 비교해 보면, 2015년에는 식료⋅농업⋅농촌시책의
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식료자급률 향상과 안정적인 식료 확보를 추진해 갈 것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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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 방침을 책정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2015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농정 개혁의 착실한 추진이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
출액 증가(2012년 4,497억 엔→2019년 9,121억 엔), 생산농업 소득의 증가(2014
년 2조 8천억 엔→2018년 3조 5천억 엔), 젊은층의 신규취농 증가(09~13년 평균
18,800명/년 → 14~18년 평균 21,400명/년)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둘째, 국내 농림수산물 시장의 축소와 해외시장의 확대, TPP11 및 일본 미국 무
역협정 등 새로운 국제환경, 빈발하는 대규모 자연 재해 및 감염증, CSF(돼지 콜
레라) 및 ASF(아프리카 돼지콜레라)에의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는 국내외의 농업
및 식료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농업현황에서 보았듯이, 농가 호수 및 농업취업인 수, 농지면
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에 기인한 농업생산기반의 약화이다. 이상을 통해
2020년의 기본계획은 2015년의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해 온 시책 및 성과
를 활용함과 동시에 국내외 환경변화와 농업생산기반의 지속적인 약화를 반영한
안정적인 식료확보체제 구축을 향후 농정의 기본 방침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의 기본 시점
① 소비자나 실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시책 추진
② 식료안전보장의 확립과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③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 및 확보와 생산기반의 강화를 위한 시책의 전개
④ 스마트 농업의 가속화와 농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추진
⑤ 지역정책의 종합화와 다면적 기능의 유지 및 발휘
⑥ 자연재해나 가축전염병, 기후변동 등 농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리스크의 대응 강화
⑦ 농업⋅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 추진
⑧ SDGs를 계기로 한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시책

더불어 이상의 2020년의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의 8가지의 기본적인 시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일본 농정 추진의 주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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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목표
앞서 언급하였듯이, 식료자급률 향상과 안정적인 식료보장의 확립이 기본 방침
인 2020년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는 식료자급률을 비롯해, 사료자급률,
식료국산률의 목표를 수치로서 제시하고 있다.
<표 5> 2020년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의 목표
(단위: %)

구분

2018년

2030년

공급열량기준 식료자급률

37

45

생산액 식료자급률

66

75

사료자급률

25

34

공급열량기준 식료국산률

46

53

생산액 식료국산률

69

79

주: 2030년의 생산액 식료자급률 및 식료 국산률은 각 품목의 현재 단가를 기준으로 TPP 영향 등 외부환경 요인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농림수산성, ｢2020년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먼저, 식료자급률에 대해서 보면, 식료자급률은 국내 생산 뿐 아니라 식료 소비
방식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생산 면에서는 국내외의 수요 변화에 대응한 생산
및 공급, 국내 농업의 생산 기반 강화에 의해 국내 생산의 유지 및 증대를 도모하
고, 소비 면에서는 소비자와 식과 농과의 관계 강화,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취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 생산 및 소비 면에서의 모든 과제가 해결되었을 경우에 실현 가능
한 수준을 생산노력목표로 하는데, 이를 전제로 하여 식료자급률의 목표는 안정적
인 식량보장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공급열량 기준이 45%, 경제활동 상황을 평가하
기 위한 생산액 기준이 75%로 설정되었다.
다음으로, 사료자급률은 2018년의 25%에서 2030년에는 34%까지 높일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로서 사
료자급률을 반영하지 않은 식료국산률을 설정하고 2018년 현재 공급열량 기준
46%와 생산액 기준 69%를 2030년까지 각각 53%와 79%로 올릴 것을 목표로 제시
하고 있다.
그 밖에, 농지면적에 더해 노동력도 고려한 지표인 식료 자급력 지표를 식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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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생산 능력으로서 제시함과 동시에 2030년의 전망치를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
하였다.
<표 6> 주요 품목의 식료 소비 전망 및 생산노력목표
(단위: 만 톤)

구분
쌀(쌀가루용 쌀 및
사료용 쌀 제외)
쌀가루용 쌀
사료용 쌀

주 1:
2:
3:
자료:

식료소비 전망
2018년
2030년

생산노력목표
2018년

2030년

799

714

775

723

2.8
43

13
70

2.8
43

13
70

밀

651

579

76

108

보리
대두

198
356

196
336

17
21

23
34

메밀

14

13

2.9

4.0

고구마
감자

84
336

85
330

80
226

86
239

유채

257

264

0.3

0.4

채소
과일

1,461
743

1,431
707

1,131
283

1,302
308

설탕

(231)

(206)

(75)

(80)

첨채
사탕무

-

-

361(61)
120(13)

368(62)
153(18)

차

8.6

7.9

8.6

9.9

생유
소고기

1,243
93

1,302
94

728
33

780
40

돼지고기

185

179

90

92

닭고기
계란

251
274

262
261

160
263

170
264

사료작물

435

519

350

519

설탕 및 첨채, 사탕무의 ( )안의 수치는 정당환산한 수치임.
사료작물은 가소화영양총량(TDN)임.
각 품목의 생산노력목표는 수출목표를 포함한 것임.
농림수산성, ｢2020년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한편, 이러한 수치 목표와 더불어 농지 및 노동력, 그리고 농업경영체를 전망하
고 있다. 먼저 농지를 살펴보면, 2019년 현재 439.7만 ha인 농지가 2030년 414만
ha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기본계획상의 시책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는
감소세가 더욱 증가하여 392만 ha이 될 것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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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농업노동력은 2015년 현재 208만 명이 2030년 140만 명으로, 시책 미
실행시 13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체의 전망은
후계농이나 농업노동력의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족
경영을 포함한 다양한 농가 형태가 지역 농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타산업
수준의 소득을 목표로 하고 신기술 등을 도입하는 등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경
영 모델을 주요 영농유형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
작과 전작 등 영농유형별로 ① 의욕적인 모델, ② 표준적인 모델, ③ 스마트 농기
계의 공동이용이나 작업의 외부 위탁을 도입한 모델, ④ 복합 경영 모델 등 총 37
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6.3. 강구해야 할 시책
6.3.1.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
소비자나 실수요자의 니즈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대응하면서 관계자의 연계⋅
협동에 의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마켓의 전략적인 개척
으로서 정부 주도의 수출 촉진이나 일본의 음식 및 식문화의 해외 홍보, 식품산업
등의 해외 진출 등을 추진하고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액을 2030년까지 5조 엔
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료의 안정공급의 전제인 식품의 안전 확보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
보, 식생활⋅식습관의 변화 등을 포함한 식생활 교육이나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식료 공급과 관련된 리스크를 심도 있게 검토한 종합적인
식료안전보장을 확립한다.

6.3.2. 지속적인 농업 발전
효율적, 안정적인 농업경영(종사자가 타 산업 조사자와 동등한 연간 노동시간으
로 지역의 타 산업 종사자와 손색없는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경영)이
농업 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농업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잇다. 이러한 관점
에서, 경영 감각을 가진 인재가 활약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나 가족⋅법인 등 경영
형태별에 관계없이 후계자 육성 및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후계자에의 농지 집적 및 집약화,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의 효과적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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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구조 등의 변화에 대응한 생산공급 체제의 구축과 이를 위한 생산기반의 강
화, 스마트 농업의 보급 및 정착 등에 의한 생산 유통 현장의 기술 혁신, 기후변동
에의 대응 등의 환경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그 밖에 중소규모의 가족경영 등 다양한 경영체에 대한 지역차원의 경영지원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 현장의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등을
사용한 작업 대행이나 쉐어링 등 새로운 농업지원 서비스의 정착을 촉진한다.

6.3.3. 농촌 진흥
농촌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해 나가기 위한 농촌 진흥에 있어서는 ① 생
산기반의 강화에 의한 수익력 향상 등을 도모하고 농업을 활성화하거나 농촌의 다
양한 지역자원과 타분야와의 조합에 의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소득과 고용기
회를 확보, ② 중산간지역을 비롯한 농촌에 사람이 계속 살게 하기 위한 정주 조건
정비, ③ 농촌에의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농촌을 광역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움
직임이나 활력 도모라는 3가지 목표에 맞춰, 농림수산성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과 연계해 현장의 니즈 파악이나 과제 해결을 지역에 맞춰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6.3.4. 동일본 대지진 복구 및 부흥과 대규모 자연재해 대비
농지 등의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지진 쓰나미 피해지역 복구 및 부흥을 착실
히 추진해감과 동시에 원자력재해로부터 복구 부흥으로서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나 농업인의 경영 재개 지원, 국내외의 뜬소문 불식에 대한 대책 등을 계속해
서 추진한다.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 사례의 교훈을 살려 사전방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해에 대비한 농업경영의 대비책의 전국 전개나 기상이변 등의 리스
클 경감하는 기술의 확립 및 보급, 농업 농촌의 강인화를 위한 방재 감재 대책, 초
동대응을 초점으로 두는 재해 대응체제의 강화, 불측시의 식료 안정공급을 위한
대비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피해지역의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한 지원
추진이다.

248

특집 1 : 일본의 농업 제1편 - 일본의 농업 현황

6.3.4. 농업관련기관의 역할
농협계통조직은 농촌지역의 산업 및 생활 인프라를 형성, 유지하는 역할을 계속
해서 추진하면서 각 사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
기개혁을 추진한다. 그 밖에 농업위원회, 농업공제단체, 토지개량구도 해당 조직
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발휘하여 농업⋅농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3.6. 식과 농업에 관한 국민운동 전개 등을 통한 국민적 합의 형성
식료⋅농업⋅농촌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이며, 국내 농업의 중요성이나 지속성의 확보에 대한 인식을 국민 각층이 공
유한 후에 농촌을 유지하고 다음세대로 계승해 갈 것을 국민 공통의 과제로서 다
루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식료 공급에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등의 실태를 국민에게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한다.
농림어업체험 등의 식생활 교육이나 지산지소 등에 대해 소비자, 식품관련사업
자, 농협, 생산자단체를 포함해 관민이 협동해 폭넓게 추진하고, 농산물 및 식품
생산에 포함된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식과 농과의 관계 강화에
보다 주목하는 새로운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6.3.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새로운 감염증
대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그것에 따른 경제 환경의 악화를 신
속하게 해소하고 생산기반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요 촉진, 농업노동력
의 확보, 국산원료에의 전환 등의 반조리 식품 및 외식 가공업자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감염증 등에 의한
식료 공급에의 리스크에 대해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나 방향성을
확실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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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지금까지 농업산출액과 농산물 무역, 농가, 농지, 농업노동력을 중심으로 일본
농업의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각각의 현황을 토대로 일본 농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일본 농업은 재배업의 비율 감소와 축산업의 비율 증가가 나타나
고 있다. 특히 재배업에서는 채소 및 과일, 사료작목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소득
작목 중심과 생력화를 도모하는 형태로의 작목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농가 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업농가의 비율 증가와 농가
1호당 경지 면적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농가 호수의 급격한 감소는 소화
1세대가 대부분인 농가 경영주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농가의 신규 유입의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은퇴하지 않은 지역 내 타 농가가 이미 은퇴한 농가
의 농지를 차입하여 경지 규모를 확대하여 전업농화 되는 현상, 즉 임차지에 의한
규모 확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셋째, 농지 현황과 밀접히 관련 있다.
전체적으로 감소 경향에 있는 농지는 은퇴한 농가의 농지가 기존 농가나 농업경
영체에게 원활하게 차입 또는 매매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나, 농가
수의 감소 및 노동력 확보 곤란 등으로 기존 농가나 농업경영체의 규모 확대 수준
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였기 때문에 결국 해당 농지들은 경작포기지로 전환되어
경작포기지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농업노동력은 가족노동력에 근간을 두고 있었지만, 핵가족화 및 자녀 수
의 감소로 인해 가족노동력 자체가 감소되고 있으며, 게다가 도시로의 인구 유출
및 농업의 계절성 등으로 인해 고용노동력 또한 감소 경향에 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고자 농업 현장에서는 겨울에 실시하는 소득 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근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현황과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농업 생산기반은 약화되고 있
으며, 일본 정부는 식료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이에 신규취농지원, 농업차세대인재투자사업 등을 통한 농가 수 감
소 억제,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통한 농지 유동화의 추진과 기업의 농업 참입 등을
통한 농지 유지, 농의 고용 사업 등을 통한 고용노동력의 노동 수준 향상 등 농가
⋅농지⋅농업노동력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
하고, 더 나아가 중산간지역의 다면적 기능 확대를 위한 직불금을 통해 농촌사회
기능을 회복하는 등 농업 및 농촌 정책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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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과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정부 정책을 활용하면서 자
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 내 농업관련기관이
일체화되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지역농업지원시스템이 구축되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지역농업지원시스템은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하는
농업진흥공사 설립, JA출자 농업법인 육성과 집락영농을 통한 지역 내 유휴농지의
발생 억제, 농협에 의한 농작업 수탁 체제 구축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농업지원시스템이 구축되는 배경에는 농가 호수⋅농지⋅농업노동
력, 즉 농업경영을 구성하는 3요소가 모두 감소하는 등의 농업생산기반 약화와 더
불어, 이에 수반되는 농촌사회 기능의 저하 등, 안정적인 식료 보장 및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를 둘러싼 다양한 과제에 대해 농가 스스로가 대처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는 점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은 200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의 기본 방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이
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동시 추진은 일본 농정의 향
후 방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 농업
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일본의 농업⋅농촌을 둘러싼 이러한 정책 방향은 한국
농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2020년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 한국의 농업과 관
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농산물 수출액을 5조 엔으로 늘리려는 계획이다. 일본은
기본계획상에서 글로벌 마켓의 전략적인 개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의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촉진과 일본 음식 및 식문화의 해외 홍보 등의 추진
을 통해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액을 현재의 9천억 엔에서 5조 엔으로 늘리려
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한국산 농림수산물과 일본산 농림수산물이 한정된 글로벌 마켓
에서 경합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에 긍정
적인 신호로 보기 어려우며,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 농림수산물 및 식품이 지속적
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향상된 국제 경쟁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글로벌 마켓에서의 한국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에 대해 정부 뿐 아니라 연구기관 그리고 농업현장이 삼위일체가 되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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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2편

일본의 곡물 수급 동향
신동철(일본농업경영대학교 전임강사)*

1)

1. 일본의 식량 자급률
1.1. 일본의 식량 자급률 현황
2018년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열량 기준으로 37%, 생산액 기준으로 66% 수준
이다. 열량 기준 자급률은 기상악화로 맥류, 콩, 사료작물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사료 자급률이 하락하면서 전년대비 1%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1993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이다.
생산액 기준 자급률의 경우, 채소, 달걀의 생산량 증가로 단가가 하락한 반면,
가리비 등의 수출 증가, 국내산 사탕무를 이용한 설탕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
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식량 자
급률의 목표치를 열량 기준의 경우 45%, 생산액 기준은 75%로 결정하였다.
<그림 1> 일본의 식량 자급률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 sdc1012@af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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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기준 자급률은 1996년 이후 40% 전후로 거의 보합 상태이며, 생산액 기준
자급률은 1996년 이후 60%대 후반부터 70%대 전반의 범위에서 변동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비 패턴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쌀 소비가 감소하는 한편, 축산물이나 유지류의
소비가 증가해 왔다. 1965년과 2018년의 식생활 패턴을 비교해 보면, 소고기요리
(육류)와 식물성기름(유지류)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대로 쌀은 소비량
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일본의 쌀 소비 감소는 외식이나 중식2)이 늘어나면서 가
정내 식사량이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그림 2> 일본의 식생활 변화

자료: 농림수산성, ｢知ってる？日本の食料事情｣, 2019년 9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1인당 연간 소비량의 장기적인 추세에서도 쌀 소비 감소와 축산물 소비 증가세
는 현저하게 드러난다. 1965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11.7kg에서 2018년
53.8kg까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반면, 동기간 육류 소비는 약 3배, 달걀 및
유지류 소비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 외식과 가정식의 중간 단계로 반찬이나 도시락 등을 구입 돌아와 집에서 먹는 것, 혹은 그 식품을
의미한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중식은 가정 밖에서 조리⋅가공된 식품을 가정이나 직장⋅학교 등에
서 먹는 것, 해당 식품의 총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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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의 쌀, 축산물, 유지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知ってる？日本の食料事情｣, 2019년 9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쌀을 제외한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식량 식량자급률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쪽에 속한다. 주요 곡물 수출국인 캐나다, 호주, 미국의 열량 기
준 자급률은 100%를 넘어서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비교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낮
다. 한편,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생산액 기준으로도 영국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세계 속 일본의 식량 자급률

자료: 농림수산성, ｢知ってる？日本の食料事情｣, 2019년 9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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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쌀 자급 유지, 맥류와 콩 자급률은 10% 내외
일본의 주요 곡물 자급률을 살펴보면, 쌀은 97% 내외로 안정적이며 자급을 유
지하고 있다. 이는 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
히, WTO협정 이후 시장접근물량(MA)을 국영무역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쿼터외
수입은 고율관세가 부과되어 MA쌀 이외의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맥류와 콩의 자급률은 약 10% 내외로 비교적 낮은 실정이다. 2019년 밀과
보리의 자급률은 각각 16%, 12% 수준이나, 수입자유화 품목인 콩의 자급률은 6%
로 맥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림 5> 일본의 주요 곡물 자급률 추이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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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성, ｢食料需給表｣.

2. 쌀 수급 동향
2.1. 주식용 쌀 재배면적 감소하나, 사료용 쌀 등의 재배면적은 늘어
일본의 주식용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 주식 용 쌀
재배 면적은 지역에 따른 증감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7천 ha 감소한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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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천 ha로 나타났다. 2019년 전국 평균 단수는 528kg/10a(2018년 529kg), 작
황지수는 99(2018년 9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재배면적의 감소로 2019년
주식용 쌀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0.9 % 감소한 726만 톤이었다.
<그림 6> 일본의 주식용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作物統計｣.

주식용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쌀 재배면적은 160만ha 내외
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식용 쌀 재배면적 감소분이 타용도의 쌀 재배로 대체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도별 쌀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사료용 및 쌀가루용 쌀 면적
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쌀가루용 쌀 재배면적은 2010년 2.2만 ha에서 2019
년 5.1만 ha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2010년 1.5만 ha에 불과했던 사료용
쌀 재배면적은 2019년 7.3만 ha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3). 이는 주식용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해 그동안 일본 정부가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 등을 통해 신규수요
쌀 생산을 장려해 온 소기의 성과로 여겨진다. 가공용 쌀 재배면적은 매년 약 4만
ha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3) 사료용 쌀은 다수확 품종의 도입, 구분관리를 통한 본격적인 본작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료용
쌀 생산의 약 80%를 경영규모 5ha 이상인 대규모 농가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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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본의 용도별 쌀 재배면적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飼料用米の推進について｣, 2020년 7월 공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본의 쌀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들어 보합세로 전
환되었다. 2019년산 쌀 가격 동향을 보면 60kg당 15,735엔으로 전년산과 거의 같
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인구 감소 등에 의해 앞으로도 주식용 쌀의 수요 감소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산지에서 실수요자와 사전계약 및
다년계약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8> 일본의 쌀 가격 추이

주 1: 1990∼2005년산까지는 전국쌀거래⋅가격형성센터 입찰결과.
2: 2006년산부터는 신곡 출하 이후 익년 10월까지 상대거래가격의 평균.
3: 전국쌀거래⋅가격형성센터 가격은 종목별 낙찰 수량으로 가중 평균, 상대거래가격은 전년산 검사 수량 웨이
트로 가중 평균한 가격.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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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쌀 소비량 감소세 지속
일본의 식생활 변화를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쌀 소비에서 차지하는 중식⋅외
식의 비율이 약 30%까지 증가함에 따라 쌀을 구입하여 가정에서 밥 짓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단신세대, 맞벌이세대가 증가하는 등 세대구조의 변화가 진행되어 밥
보다 간단하면서 수고를 들이지 않는 식사가 증가하는 대신 밥을 먹는 비중이 감
소하였다.
주식용 쌀 수요량은 식생활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른 1인당 섭취 열량 감소, 인구 감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주
식용 쌀 수요량의 연간 감소폭은 10만 톤 정도로 확대되었다. 인구감소 등의 요인
외 2017년산 이후 상대거래가격이 60kg당 1만 5천 엔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
에서 형성되고 있고,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 지출이 둔화된 점
도 최근 쌀 수요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림 9> 일본의 주식용 쌀 수요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1인당 연간 소비량도 장기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2년 118.3kg의 정
점에서 2018년 53.8kg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쌀 소비량이 인
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쌀 소
비 확대는 식량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쌀 소비 촉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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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일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米の消費拡大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2.3. 정부 및 민간 재고 매년 안정적으로 유지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비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 비축미의 적정
수준은 원칙적으로 100만 톤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적정 정부재고
수준이 유지되어 있는 모습이다. 또한 민간 재고량도 최근에는 매년 약 200만 톤
내외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2020년 6월 말 정부 쌀 재고량은 전년과 동일한 91만
톤이며, 민간재고를 더한 총재고량은 292만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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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부 및 민간 재고량 추이(6월 말 기준)

자료: 코메넷, 농림수산성, ｢米穀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基本指針｣.

한편, 2020년산 정부 비축미 매입계약 수량은 21만 톤이었다. 2020/21년의 정
부 비축미는 적정 비축수준이 100만 톤 정도(6월말 기준)인 점을 고려하여, 보유
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한 쌀에 대해 필요에 따라 품질을 확인, 13만 톤∼21만 톤의
범위 내에서 비주식용으로 판매할 방침이다.
<표 1> 2020/21년 정부 비축미 운영 계획
(단위: 만 톤)

2020년 6월 말 재고량(A)

91

2020년산 쌀 매입(계약)수량(B)

21

2020/21년 비주식용 판매량(C)

13∼21

2021년 6월 말 재고량(D=A+B-C)

91∼99

자료: 농림수산성, ｢米穀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基本指針｣, 2020년 9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2.4. 쌀 수출 증가 추세
일본의 2019년 쌀과 쌀 가공품 수출액은 323억 엔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
다. 이 중 쌀 수출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46억 엔이며, 수출량 기준으로는 전
년대비 26% 증가한 17,381톤이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
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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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수출 성장의 요인으로는 해외 일식 레스토랑, 초밥집 등에서의 일본쌀
수요가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는 일본산 쌀을 현미
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도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일식 레스토랑, 현지 소매점, 인터넷쇼핑 등에서의 수요 증가,
중추절⋅춘제 등 선물용 시장의 성장이 뒷받침 되었다.
일본의 주식용 쌀 소비량은 매년 약 10만 톤 감소하는 반면, 일본 쌀의 해외시장
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일식 레스토랑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쌀 수출 확대 정책을 전개해오고 있다. 2020년 3월 31일 각
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 2030년 농림수산물,
식품의 수출액 목표를 5조 엔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쌀 수출액은 261억 엔이다.
<그림 12> 쌀 및 쌀 가공품 수출 현황

자료: 농림수산성, ｢米に関するマンスリーレポート｣, 2020년 9월호에서 재인용.

<그림 13> 상업용 쌀의 수출량 추이

<그림 14> 상업용 쌀의 국가별 수출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米に関するマンスリーレポート｣, 2020년 9월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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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WTO협정에 의해 1995년부터 MA쌀을 수입해 오고 있다. 1995년 4월에
서 2019년 10월까지 수입된 MA쌀은 총 1,736만 톤으로 주식용, 가공용, 사료용,
원조용 등으로 용도가 다양하며, 절반 이상이 사료용과 가공용이다. 사료용 쌀과
가공용 쌀은 2019년 10월까지 각각 653만 톤, 520만 톤이 수입되었다. 현재까지
주식용은 약 154만 톤이 도입되었고, 매년 약 10만 톤 이내의 물량이 판매되고 있
다. 일본은 식량원조규약에 의해 원조용으로도 매년 약 20만 톤을 처분하고 있다.
<그림 15> MA쌀 수입 및 판매 현황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関係資料｣, 2020년 7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3. 맥류 수급 동향
3.1. 밀, 보리 재배면적 정체
일본의 밀 재배면적은 매년 약 21만 ha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9년 재배
면적은 홋카이도가 12.1만 ha, 도부현은 9.0만 ha로 전국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
한 21.2만 ha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생산량의 경우는 매년 기상여건 변화 등에 따
른 단수 변동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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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산 밀 생산량은 기상여건 호조로 생육 및 등숙이 양호하여 전년에
비해 홋카이도에서 20.7만 톤 증가하고, 도부현에서는 6.5만 톤 늘어나 전국 생산
량은 103.7만 톤으로 전년대비 27.2만 톤 증가하였다.
보리 및 쌀보리의 재배면적은 2015년 이후 매년 6만ha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
2019년 일본의 보리 생산량은 밀과 마찬가지로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단수 증가로
전년대비 4.8만 톤 늘어난 22.3만 톤이었다.
<그림 16> 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그림 17> 보리⋅쌀보리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료: 농림수산성, ｢麦の需給に関する見通し, 麦の参考資料｣, 2020년 3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3.2. 밀 소비량 정체, 국내산 수요는 증가
일본의 식용 밀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60년대 후반 이후 32kg 내외로 안정적
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2018년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대략 32.4kg으로 전년대
비 소폭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식량용 밀의 총수요량은 단기적인 변동은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안정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밀의 총수요량은 약 580만 톤으로 전망된다. 국내산 밀의 경우, 가공적
성 등이 뛰어난 우수한 신품종의 도입⋅보급이 추진되고, 소비자의 국산 선호로
인해 국내산 밀을 사용한 상품의 개발이나 원료를 국내산 밀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 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64

특집 1 : 일본의 농업 제2편 - 일본의 곡물 수급 동향

POS데이터 집계결과를 보면, 2009년 이후 '국산 밀 사용' 표시가 있는 상품의
점유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일본의 식용 밀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麦の需給に関する見通し｣, 2020년 3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그림 19> ‘국산 밀 사용’ 표시가 있는 상품 수와 판매액 점유율

주: 닛케이 미디어 마케팅사의 수도권 슈퍼마켓 POS 데이터 집계치.
자료: 농림수산성, ｢麦をめぐる最近の動向について｣, 2020년 4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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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밀의 주요 용도인 제면용 거래가격은 2015년산까지 일부 산지의 가격을
제외하고 대체로 수입산 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2016년산부터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입산 밀가루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빵용 국내산 밀 거래 가격은 2013년산까지는 수입산보다 고가로 거래
되는 것이 많았으나, 2014년산부터는 수입산 밀과 비슷한 수준 또는 다소 높은 가
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림 20> 제면용 밀의 가격 추이

<그림 21> 제빵용 밀의 가격 추이

주 1: 국내산 밀 가격은 파종 전 제1회⋅제2회 입찰과 재입찰 시의 전 종목 낙찰 가중 평균 가격(세금 포함)이며,
수입 밀 가격은 국내산 밀 입찰 시점에 공표되는 수입 밀 정부 매도가격임.
자료: 농림수산성, ｢麦の需給に関する見通し, 麦の参考資料｣, 2020년 3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일본은 국내산 밀로는 양적 또는 질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수요분에 대해 정부
가 국영무역을 통해 계획적으로 수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현재의 주된
수입처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3개국이다. 식량용 밀 수입량은 국내산 밀의 생산
량과 수출국의 상황 등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80만∼520만 톤 정도
로 수입되고 있다. 2018년 식용 밀의 총 수입량은 489만 톤 이었으며, 이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량이 237만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로부터는 170만
8천 톤을 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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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식용 밀의 수입량
(단위: 천 톤)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2,877

2,327

2,276

2,815

2,370

캐나다

1,484

1,747

1,742

1,543

1,708

호주

877

848

833

877

805

기타

7

7

8

6

7

합계

5,245

4,929

4,858

5,242

4,890

자료: 농림수산성, ｢麦の需給に関する見通し, 麦の参考資料｣, 2020년 3월 공표자료.

4. 콩 수급 및 가격 동향
콩의 재배면적은 전후 식량증산에 의해 1950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1961년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입량 증가 등을 배경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69년 쌀의 생산조정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콩은 전작물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논콩 재배면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78년에는 쌀 생산
조정이 확대되면서 콩 재배면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밭콩의 경우, 도부현의
밭의 개폐나 채소 등의 고수익 작물로의 전환에 의해 재배면적이 감소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홋카이도 지역에서의 재배면적이 늘어나 다소 증가하였다. 또
한, 밭콩은 홋카이도가 전국 재배면적의 75%(전국: 2만 7,600ha, 홋카이도: 2만
700ha)를 차지하고 있다. 홋카이도 내에서는 밭콩 재배면적 비중이 53%(논:
18,400ha, 밭: 2만 700ha)를 차지한다.
일본의 전체 콩 수요량은 중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약
356만 톤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용 수요도 최근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101만 톤이 되었다. 국산 콩은 실수요자로부터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거의 전량이
두부, 콩자반, 낫토 등의 가공식품용으로 사용된다. 가공식품용으로 이용되는 국
산 콩은 최근 증가 추세였으나, 2018년도는 기상악화에 따른 흉작으로 약 2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콩 생산은 기상재해의 영향 등에 의해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
도 크게 변동하고 있다. 2019년산 생산량은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267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21만 톤이었으며, 국내산 가격은 60kg 기준 2,000엔 이상 상승하였다. 가격 안정
은 국산 콩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안정적 생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림 22> 일본의 콩 재배면적 및 수입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大豆をめぐる事情｣, 2020년 7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표 3> 일본의 콩 수요 현황
(단위: 천 톤)

구분

전체 수요

가공식품 수요

자급률
국산 수요

2013

3,012

936

194

7%

2014

3,095

942

226

7%

2015

3,380

959

237

7%

2016

3,424

975

231

7%

2017

3,573

988

245

7%

2018

3,561

1,012

203

6%

자료: 농림수산성, ｢大豆をめぐる事情｣, 2020년 7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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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일본의 콩 생산량과 가격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大豆をめぐる事情｣, 2020년 7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5. 곡물 관련 최근 이슈
5.1. 코로나19와 쌀 소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2020년 2월 이후 외국인 여행자가 끊겨 쌀
수요 감소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 자제나 영업 자숙에 의한 중식⋅외
식용 쌀 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방일 외
국인 여행자 감소로 쌀 수요량은 약 1.5만 톤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일시적이나마 소매 수요가 높아진 점과 인터넷쇼핑 등에서의 식료품 구입
액이 증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쌀 소비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외식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가정에서의 식사
가 늘어나고 있는 한편, 조리시간의 단축 등으로 보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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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의 매출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2020년 즉 석밥 판매량은 전년 동월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24>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 추이

주 1: 전년대비 감소한 2020년 방일 외국인 여행자(1,269만 명)가 한 공기 분량의 밥(65g)을 1일 2회 먹었다고 가
정하고, 평균 체류기간 9일을 곱하여 산출함.
자료: 농림수산성, ｢米の基本指針(案)に関する主なデータ等｣, 2020년 7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표 4> 최근 일본의 즉석밥 판매 동향
(단위: 톤)

구분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2월

20년 3월

20년 4월

20년 5월

판매량(정곡환산)

243

313

351

420

380

318

전년동월대비

100%

143%

166%

179%

168%

141%

자료: 농림수산성, ｢米の基本指針(案)に関する主なデータ等｣, 2020년 7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5.2. ‘정미 연월일’ 표시 개정
쌀의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업자의 '정미 연월일'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농림수산성에 설치된 '농산물의 물류합리화에 관한 연구회⋅쌀 분과회
'(2019년 3월 이후 개최)에서 '정미 연월일' 표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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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소비자는 '정미 연월일'이 최신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정미 연월일
'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쌀은 충분히 식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미 연월일'
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 또는 판매 제외로 취급되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또한, '정미 연월일'을 기준으로 가능한 빨리 판매해야 한다는 상관례에 따라 소
매⋅양판점 측에서는 도정된 쌀의 단기 배송 요구가 많았다. 이로 인해 소량 배송
의 빈도가 높아지고 유통비용의 증대로 이어졌으며, 이후 상품가격으로 전가되는
등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해당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 27일부터 기존의 '정미 연
월일' 표시와 함께 '정미 연월(상순/중순/하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맺음말
일본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가 식생활의 서양화 및 간편화로 이어지면서
곡물 및 식량자급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늘어나는 축산물 및 유지
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료 및 유지 작물의 수입이 증가했다. 또한 농산물 시
장개방 확대는 곡물 수입을 더욱 증대시키고 식량자급률 하락을 가속화 시켰다.
일본은 주식인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동안
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온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이 장에서는 일본
의 주요 곡물인 쌀, 밀, 보리, 콩을 중심으로 최신 수급 자료를 살펴보고,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식용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여 그동안 일본 정부가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
등을 통해 신규수요 쌀 생산을 장려해 온 결과, 현재 일본의 사료용 및 쌀가루용
쌀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일본의 쌀 정책을 평가하기에
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우리나라도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생산을 줄
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앞으로도 일
본의 쌀 정책 추진에 따른 곡물 수급 동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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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3편

일본의 축산물 및 사료 수급 현황과
주요 대책
신동철(일본농업경영대학교 전임강사)*

1)

1. 축산물 수급 현황
일본의 축산 산출액은 1975년의 2조 4천억 엔에서 2018년의 3조 2천억 엔으로
증가하고 있다. 축종별로 보면 우유를 포함한 유용우가 9천 1백억 엔(28.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계란을 포함한 닭이 8천 6백억 엔(26.8%), 고기소가 7천 6백
억 엔(23.7%), 돼지가 6천 62억 엔(18.9%)의 순이다.
<표 1> 축산 산출액 추이
(단위: 억 엔, %)

구분
산출액
합계
비율
산출액
고기소
비율
산출액
유용우
비율
산출액
우유
비율
산출액
돼지
비율
산출액
닭
비율
산출액
계란
비율
산출액
기타
비율

1975년 1985년 1995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4,867 32,351 25,204 25,057 25,509 31,179 31,626 32,522 32,1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467 4,727 4,494 4,730 4,625 6,886 7,391 7,312 7,619
9.9
14.6
17.8
18.9
18.1
22.1
23.4
22.5
23.7
5,655 8,876 7,917 7,834 7,506 8,397 8,703 8,955 9,110
22.7
27.4
31.4
31.3
29.4
26.9
27.5
27.5
28.4
4,648 7,596 7,014 6,759 6,579 7,314 7,391 7,402 7,474
18.7
23.5
27.8
27.0
25.8
23.5
23.4
22.8
23.3
7,333 7,910 5,059 4,987 5,359 6,214 6,122 6,494 6,062
29.5
24.5
20.1
19.9
21.0
19.9
19.4
20.0
18.9
7,471 9,342 7,011 6,889 7,530 9,049 8,754 9,031 8,606
30.0
28.9
27.8
27.5
29.5
29.0
27.7
27.8
26.8
4,776 5,099 4,096 4,346 4,505 5,465 5,148 5,278 4,812
19.2
15.8
16.3
17.3
17.7
17.5
16.3
16.2
15.0
1,941 1,675
724
619
489
634
657
730
731
7.8
5.2
2.9
2.5
1.9
2.0
2.1
2.2
2.3

자료: 농림수산성, ｢생산농업소득 통계｣.
* sdc1012@af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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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산출액의 추이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2015년의 축산 산출액이 2010년
대비 5,670억 엔이나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생산요인과 가격요인으로 나누
어 추산하면, 가격요인이 1,800억 엔, 생산요인이 3,750억 엔으로 분석된다2). 즉
이 기간의 축산 산출액 증가분은 생산요인과 가격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며,
생산요인이 가격요인을 2배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요인보다 생산요인이 산출
액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현재 일본의 축산물 자급률은 쇠고기 36%, 돼지고기 48%, 닭고기 64%,
우유⋅유제품 59%, 계란 96%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자급률이 50%를 밑돌고 있
으며, 모든 부문에서 자급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소 경향
이 두드러지는 부문은 육류, 그중에서도 쇠고기이다.
쇠고기는 1975년 81%에서 2018년 현재 36%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으로 축산 클러스터 사업 등의 축산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경영안정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는 후술할 주요 대책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로 한다.
<표 2> 축산물 자급률 추이
(단위: %)

구분
1975년
1985년
1995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육류
합계

쇠고기
77
81
57
54
56
54
53
52
51

돼지고기
81
72
39
43
42
40
38
36
36

86
86
62
50
53
51
50
49
48

우유⋅
유제품

닭고기
97
92
69
67
68
66
65
64
64

계란
81
85
72
68
67
62
62
60
59

97
98
96
94
96
96
97
96
96

주: 자급률은 중량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성, ｢식료수급표｣.

2) p를 농산물 물가지수/100，q를 실질 농업산출액, v를 농업산출액으로 하면, 농업산출액의 변화는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    ∆ × ∆  
에서 ∆는 생산량의 변동에 따른 변화이므로 생산요인, ∆ 는
  ∆ ∆ ∆∆ 

가격의 변동에 따른 변화이므로 가격요인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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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쇠고기
쇠고기의 소비량은 2000년의 108만 톤에서 미국 BSE 발생에 따른 영향으로 인
해 2005년의 80만 톤으로 급격히 감소한 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9년에는 93만
톤까지 회복하였다. 이는 2016년부터 시작된 육류 소비 확대 트렌드에 맞춰 증가
한 것으로, 이 시기 이후의 소비량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쇠고기 생산량은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의 영향 등으로 인해 육용종의 사육 감소가 이어졌고, 그 결과 쇠고기 생산량 또한
감소하여 2016년에는 32.4만 톤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축산경영체를 비롯한 지역의 관계자가 연계하여 지역 내 축산 수익성 향
상을 도모하는 축산 클러스터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생
산량이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33.3만 톤까지 회복하였으나, 2012년의 36만 톤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현재의 쇠고기 생산량은 2018년 대비
0.9% 감소한 33만 톤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젖소 홀스타인종과 교잡종의 사육
두수가 육용종의 증가분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3).
<표 3> 쇠고기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 1:
2:
3:
4:
자료:

소비량
증감률
1,088
806
-25.9
853
5.8
876
2.7
859
-1.9
867
0.9
846
-2.4
830
-1.9
861
3.7
904
5.0
931
3.0
937
0.6

생산량
증감률
365
348
-4.7
358
2.9
354
-1.1
360
1.7
354
-1.7
352
-0.6
332
-5.7
324
-2.4
330
1.9
333
0.9
330
-0.9

수입량
증감률
738
458
-37.9
512
11.8
516
0.8
506
-1.9
536
5.9
517
-3.5
487
-5.8
526
8.0
572
8.7
620
8.4
623
0.5

수출량(톤)
증감률
69
49
-29.0
495
910.2
581
17.4
945
62.7
915
-3.2
1,363
49.0
1,583
16.1
2,055
29.8
2,943
43.2
3,801
29.2
4,139
8.9

재고량
109
64
86
80
85
107
127
116
103
98
116
127

증감률은 전년대비 수치임.
소비량은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및 재고량으로부터 추산한 추정치임.
재고량은 각년도말의 수치임.
부분육 기준임.
농림수산성, ｢축산물 유통 통계｣. 재무성, ｢일본 무역통계｣. 농축산업진흥기구, ｢식육 등 보관상황 조사｣.

3) 농림수산성, ｢축산물 통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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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량은 BSE발생에 따른 수요 감소에 의해 2000년의 73만 톤에서 급
격히 감소하였다가, 45만~53만 톤 사이에서 추이하였으나, 외식산업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현재에
는 2018년 대비 0.5%만 증가한 62만 톤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자국 내
ASF 발생에 의해 호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늘렸기 때문이며, 이러한 증가율은
직전 3년간의 8%대 증가율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쇠고기의 도매가격은 육류 소비 확대와 생산량 감소 등이 작용하여 화우는 2016
년, 거세교잡종은 2015~2016년, 거세젖소는 2015년에 과거 최고치까지 상승하였
고, 그 추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9년의 화우 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 급격한 변화 없이 추이하고 있지만,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인한 가정 및 외식 산업
수요 감소에 의해 하락하고 있다. 거세교잡종 및 거세젖소의 가격은 사육두수 감
소에 의해 2015년부터 가격이 높아진 이후, 그 추세가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었
지만, 2020년 2월 이후 화우 가격의 하락과 함께 그 추세가 한풀 꺾였다.
<그림 1> 쇠고기(지육) 도매가격의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축산물 유통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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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소의 사육호수는 2019년 4만 6천 호로 2018년 대비 4.1% 감소하였고, 전체
적으로 소규모 경영체를 중심으로 감소 경향에 있다. 사육두수는 2010년의 280만
두 이후 매년 감소하였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249만 두, 250.4만 두로 각각
전년대비 0.8%, 0.6%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현재는 250.3만 두에 이르고 있
다. 1호당 사육두수는 2010년의 38.9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9년에
는 54.1두를 나타내고 있다.
고기소를 번식암소와 비육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번식암소의 사육호수는 2010년
의 6만 3천 호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 2019년에는 4만 호에 이르렀으나, 사육두수는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19년 현재 62.6만 두를 나타내고 있다. 1호당
번식암소 사육두수는 2010년의 10.7두에서 2019년의 15.6두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비육우는 번식암소와 다르게 사육호수와 사육두수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의 사육호수는 1만 호, 사육두수는 152만 두, 1호당 사육두수는 149.2두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고기소 사육 현황 추이
(단위: 천 호, 천 두, 두, %)

고기소
구분

사육
호수

증감률

사육
두수

번식암소
1호당
사육
증감률
두수
- 38.9

사육
호수
63.9

비육우

1호당
사육
사육
두수
두수
684 10.7

1호당
사육
두수
15.9 1,812 114.0

사육
호수

사육
두수

2010년

74.4

-

2,892

2011년

69.6

-6.5

2,763

-4.5

39.7

59.1

668

11.3

15.2 1,718 113.0

2012년

65.2

-6.3

2,723

-1.4

41.8

56.1

642

11.4

14.3 1,702 119.0

2013년

61.3

-6.0

2,642

-3.0

43.1

53.0

618

11.7

13.5 1,663 123.2

2014년

57.5

-6.2

2,567

-2.8

44.6

50.0

595

11.9

13.1 1,623 123.9

2015년

54.4

-5.4

2,489

-3.0

45.8

47.2

580

12.3

11.6 1,568 135.2

2016년

51.9

-4.6

2,479

-0.4

47.8

44.3

589

13.3

11.7 1,557 133.1

2017년

50.1

-3.5

2,499

0.8

49.9

43.0

597

13.9

11.3 1,557 137.8

2018년

48.3

-3.6

2,514

0.6

52.0

41.8

610

14.6

10.8 1,550 143.5

2019년

46.3

-4.1

2,503

-0.4

54.1

40.2

626

15.6

10.2 1,522 149.2

주 1: 번식암소와 비육우를 같이 사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기소 전체 사육호수와 번식암소 및 비육우의 사육
호수의 합은 일치하지 않음.
2: 비육우는 육용종의 비육용 소와 유용우의 합임.
자료: 농림수산성, ｢축산물 통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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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육 규모 추이
(단위: %)

번식경영
번식용 암소
10두이상 비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육호수
25.6
27.1
27.5
28.4
28.3
29.9
32.0
33.1
36.4
37.1

사육두수
73.3
73.8
75.8
75.4
76.1
76.9
81.1
78.7
82.3
81.4

비육경영
고기 전용 비육우
50두이상 비율
사육호수
31.8
30.0
34.2
33.5
33.8
37.5
35.2
37.7
38.8
40.9

사육두수
73.4
71.3
76.0
74.4
75.7
76.7
76.4
76.3
78.1
82.1

유용종 비육우
100두이상 비율
사육호수
29.7
29.1
28.1
27.2
27.9
28.0
31.6
29.4
30.2
31.5

사육두수
78.4
76.3
76.9
78.7
80.8
82.7
83.8
83.2
83.1
81.3

자료: 농림수산성, ｢축산물 통계 조사｣.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기소의 1호당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등 규모확대가
확인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번식경영 중 번식암소를 10두 이상 사육
하고 있는 경영체의 비율은 2010년의 25.6%에서 2019년의 37.1%로 증가하고 있
으며, 사육두수 또한 같은 기간 73.3%에서 81.4%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
은 비육경영에서도 나타난다. 비육경영 중 고기 전용 비육우를 50두 이상 사육하
고 있는 경영체는 2010년의 31.8%에서 40.9%로, 사육두수는 73.4%에서 82.1%로
증가하고 있다.
고기소 수익성은 번식경영과 고기소 비육경영, 젖소 비육경영으로 나누어 확인
한다. 번식경영의 1호당 총소득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육 가격 회복에 따른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229만 엔에서 209만 엔으로 200만 엔 이상을 이어가
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 시작된 사료 원료 가격 상승에 더해 2008년
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번식암소 1두당 소득이 2005년의 24만 엔에서 2010년 4만
9천 엔으로 급격히 하락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송아지 가격도 동반 하락하였기 때문에 번식경영의 1호당 총소득은 2011
년의 58.9만 엔으로 2005년 대비 74.2%나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 송아지 가격
상승에 의해 수익성 개선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고기 소비 확대 트렌
드와 맞물려 2014년의 번식암소 1두당 소득이 18만 엔까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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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기소 수익성
(단위: 천 엔, 두)

비육경영

번식경영
구분

1호당
총소득

거세우

월평균
번식암소
사육두수

번식암소
1두당
소득

1호당
총소득

판매
두수

유용숫소
비육우
1두당
소득

1호당
총소득

판매
두수

비육우
1두당
소득

2005년

2,291

9.5

241.2

4,641

27.3

170.0

6,187

95.1

65.1

2007년

2,097

10.5

199.7

1,218

30.6

39.8

-4,469

99.8

-44.8

2010년

592

11.9

49.7

1,468

35.3

41.6

-3,410

110.9

-30.8

2011년

589

12.1

48.7

-725

36.1

-20.1

-9,539

126.9

-75.2

2012년

746

12.3

60.6

147

38.1

3.9

-9,054

112.2

-80.7

2013년

1,540

12.6

122.2

1,809

40.1

45.1

-7,120

131.6

-54.1

2014년

2,366

12.9

183.4

4,174

41.8

99.9

-5,681

138.4

-41.0

2015년

4,143

13.6

304.6

8,534

39.4

216.6

5,254

125.4

41.9

2016년

5,832

13.9

419.6

9,797

39.3

249.3

2,551

114.4

22.3

2017년

5,395

14.5

372.1

5,245

42.5

123.4

-1,289

120.5

-10.7

2018년

5,291

15.7

337.0

2,284

42.3

54.0

-498

121.4

-4.1

주: 1두당 소득=[조수입-(생산비 총액-가족노동비-자기자본이자-자작지 지대)]
자료: 농림수산성, ｢축산물 생산비 조사｣.

여기에 월평균 번식암소 사육두수 또한 12.9두로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번식경
영의 1호당 총소득은 236만 엔으로 2005년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후, 이러한 경향
은 보다 가속되어 2016년 번식암소 1두당 소득이 41만 엔에 이르는 등 번식경영의
1호당 총소득은 583만 엔까지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이후
사료비의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은 다시 감소로 전환되어 2018년 현재 번식경영 1
호당 총소득은 529만 엔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육경영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보인다. 고기소 전
용 비육경영은 2005년의 464만 엔에서 2011년의 –72만 엔까지 감소하였다가,
2016년 979만 엔까지 상승한 뒤 2018년 현재에는 228만 엔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젖소 비육경영의 1호당 총소득은 2005년의 618만 엔에서 2012년의 –905만
엔까지 급락했다가, 2015년 525만 엔으로 상승한 뒤 2018년 현재는 –49만 엔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2007년 이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잠정 규정치를
넘어서는 방사성물질 검출, 2015년의 사료비 감소, 2016년 이후의 종축비 증가 등
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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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송아지 가격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농업물가 통계｣.

1.2. 돼지고기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5년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기 소비 확대 트렌드에 맞
추어 2000년의 151.6만 톤에서 2019년의 181.1만 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의 182.6만 톤은 역대 최고 소비량 기록이었다.
생산량은 2000년의 87.9만 톤에서 2013년 91.7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정체되면서 2019년에는 90.3만 톤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3년 이후
증감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이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PED)의 발생과 지속된 여름
철의 극심한 무더위 등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이라는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이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대체로 증가 경향에 있다. 2000년 65.1만 톤이었던 돼지고
기 수입량은 2019년에 역대 최고치인 95.3만 톤까지 증가하였다. 돼지고기 수입량
추이에서 주목할 점은 2018년을 빼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수입량이 늘어
나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에는 쇠고기 소비 감소와 돼지고기 자체 수요 증가가 주
요 요인이다.
그리고 2019년의 수입량 증가는 중국이 국내에서 ASF 발생에 의해 수입량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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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나갈 것을 예상한 수입업자들이 서둘러 물량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2019년 재고량이 2018년에 비해 5.6만 톤이나 증가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매년, 도축두수가 증가하는 가을에 낮아지고 수요가 집
중되는 겨울에 상승하는 경향이 보인다. 2014년과 2017년은 일본 내에서 PED가
발생함에 따라 출하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다른 해와 비교해서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2018년 전반기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으나, 후반기부터 생산 수준
이 회복됨에 따라 도매가격은 2017년에 비해 낮아졌다. 2019년은 2018년의 여름
무더위에 의한 출하두수 감소에 따라 높아졌으나, 7월부터 출하두수 증가 및 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다. 이후에는 평년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
고 있다.
<표 7> 돼지고기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소비량

생산량

증감률

수입량

증감률

수출량(톤)

증감률

증감률

재고량

2000년

1,516

-

879

-

651

-

197

-

124

2005년

1,716

13.2

870

-1.0

879

35.0

53

-73.1

210

2010년

1,660

-3.3

895

2.9

768

-12.6

519

879.2

174

2011년

1,688

1.7

894

-0.1

803

4.6

663

27.7

183

2012년

1,674

-0.8

907

1.5

760

-5.4

854

28.8

175

2013년

1,673

-0.1

917

1.1

744

-2.1

1,378

61.4

162

2014년

1,673

0.0

875

-4.6

816

9.7

1,453

5.4

179

2015년

1,721

2.9

888

1.5

826

1.2

1,456

0.2

169

2016년

1,761

2.3

894

0.7

877

6.2

1,833

25.9

178

2017년

1,810

2.8

890

-0.4

926

5.6

2,395

30.7

181

2018년

1,826

0.9

898

0.9

916

-1.1

2,136

-10.8

166

2019년

1,811

-0.8

903

0.6

953

4.0

1,701

-20.4

210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수치임.
2: 소비량은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및 재고량으로부터 추산한 추정치임.
3: 재고량은 각 년도 말의 수치임.
4: 부분육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성, ｢축산물 유통 통계｣. 재무성, ｢일본 무역통계｣. 농축산업진흥기구, ｢식육 등 보관상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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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돼지고기(지육) 도매 가격 추이

주 1: 가격은 도쿄 및 오사카 중앙도매시장의 "최상", "상" 규격의 가중평균치임.
2: 2018년도 안정 가격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29일까지 적용
자료: 농림수산성, ｢축산물 유통 통계｣.

<표 8> 돼지 사육현황
(단위: 천 호, 천 두, %)

구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육호수
증감률
비육돈 2천두
이상의 비율
사육두수
증감률
비육돈 2천두
이상의 비율
1호당 평균
비육돈 사육두수
1호당 평균
모돈 사육두수

6.9

6.0

5.8

5.6

5.3

4.8

4.7

4.5

4.3

-

-13.0

-3.3

-3.4

-5.4

-9.4

-2.1

-4.3

-4.4

16.7

18.4

19.1

20.6

21.5

21.8

23.2

25.2

26.1

9,899

9,768

9,735

9,685

9,537

9,313

9,346

9,189

9,156

-

-1.3

-0.3

-0.5

-1.5

-2.3

0.4

-1.7

-0.4

65.4

68.6

68.0

70.3

70.7

70.0

71.9

74.5

75.6

1,436.7 1,625.3 1,667.0 1,738.8 1,809.7 1,928.2 2,001.3 2,055.7 2,119.4
158.0

176.5

183.7

194.7

206.4

214.4

220.9

226.3

246.6

주 1: 2010년과 2015년은 농림업센서스 조사년도이기 때문에 축산통계조사에서 돼지 관련 통계는 발표하지 않음.
2: 2011년과 2016년의 증감률은 2009년과 2014년과의 비교임.
자료: 농림수산성, ｢축산물 통계 조사｣.

돼지 사육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4,300호에 이르고
있는데 비육돈 2,000두 이상의 비율이 2009년의 16.7%에서 2019년의 26.1%로 증
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육호수 감소는 주로 소규모 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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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9년에 제정된 농업환경 3법4)으로 인해 기존의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
에 돈사를 짓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규모 확대를 통해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
는 양돈경영체는 기존의 부지 내에서의 시설 정비 또는 폐업한 소규모 양돈경영체
의 부지 및 시설을 인수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2, 제3의 복수의 돈사를 소유하게 된 양돈경영체는 멀티프로사이트
등의 최신 사육 방식을 도입해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5).
이러한 양돈경영체의 구조 변화는 당연히 대규모 양돈경영체로의 사육두수 집
중으로 이어졌다. 2009년 989.9만 두였던 돼지 사육두수는 2019년의 915.6만 두
로 감소하였으나, 비육돈 2,000두 이상 층의 사육두수 비율은 같은 기간 65.4%에
서 75.6%로 오히려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호당 비육돈과 모돈 사육두수 또한 1,4236.7두에서 2,119.4두로,
158.0두에서 246.6두로 증가하는 등 양돈경영체의 규모 확대를 볼 수 있다.
<표 9> 양돈경영체 수익성
(단위: 천 엔, 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871
5,472
3,779
3,294
6,345
3,152
1,424
4,785
13,640
12,399
14,391
16,915
10,493

양돈경영체 1호당 총 소득
판매두수
1,207.2
1,137.0
1,202.0
1,293.4
1,291.4
1,352.8
1,419.6
1,514.8
1,511.5
1,530.8
1,564.2
1,580.8
1,399.0

1두당 소득
4.9
4.8
3.1
2.5
4.9
2.3
1.0
3.2
9.0
8.1
9.2
10.7
7.5

주: 1두당 소득=[조수입-(생산비 총액-가족노동비-자기자본이자-자작지 지대)]
자료: 농림수산성, ｢축산물 생산비 조사｣.
4) 가축 분뇨를 적절히 처리하고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축산환경 보전에 의한 축산경영체의 경영 안
정화,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한 농축산물 안정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여 1999년 11월에 "가축분뇨 관리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비료
제조법의 일부 개정법률(개정 비료법)",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지속
농업법)"의 농업환경 3법이 제정되었음.
5) 申錬鐵, ｢養豚経営の展開と生産者出資型インテグレーション｣, 農林統計出版, 2017.

28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양돈경영체 1호당 총소득은 2006년의 587만 엔에서 2018년의 1,049만 엔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3년과 2014년 사이 885.5만 엔이나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2014년에 수익성이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PED 발생
으로 인해 수취가격이 상승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1두당 소득은 2013년의 3,200엔에서 2014년의 9,000엔으로 급상승하
였고, 그 추세는 2017년의 10,700엔으로 이어져, 2017년의 양돈경영체 1호당 총 소
득은 역대 최고치인 1,691.5만 엔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판매두수의 감
소와 지육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되어 1,049만 엔을 나타내고 있다.

1.3. 닭고기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닭고기 소비량과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소비량은 201만 톤에서 254만 톤으로 26.3%증가하였고, 생산량은
141만 톤에서 164만 톤으로 16.2% 증가하였다. 수입량은 매년 다소 증감을 반복하
면서 추이하였으나,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의 91.6만 톤에 이르
고 있다6).
<표 10> 닭고기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 1:
2:
3:
자료:

소비량
증감률
2,017
2,087
3.5
2,099
0.6
2,204
5.0
2,195
-0.4
2,226
1.4
2,298
3.2
2,369
3.1
2,448
3.3
2,512
2.6
2,548
1.4

생산량
증감률
1,413
1,417
0.3
1,378
-2.8
1,457
5.7
1,459
0.1
1,494
2.4
1,517
1.5
1,545
1.8
1,575
1.9
1,600
1.6
1,643
2.7

수입량
증감률
553
674
21.9
763
13.2
736
-3.5
717
-2.6
759
5.9
809
6.6
842
4.1
905
7.5
914
1.0
916
0.2

재고량
-60
-7
38
-18
-28
16
19
9
22
-8
2

증감률은 전년대비 수치임.
수입량은 닭고기 가공식품을 포함함.
뼈를 포함한 정육 기준임.
농림수산성, ｢축산물 유통 통계｣. 재무성, ｢일본 무역통계｣. 농축산업진흥기구, ｢식육 등 보관상황 조사｣.

6) 주요 수입국가는 브라질(정육), 태국 및 중국(가공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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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량
증감률
8,699
10,679
22.8
4,206
-60.6
7,048
67.6
8,940
26.8
10,823
21.1
9,031
-16.6
9,053
0.2
10,004
10.5
9,657
-3.5
9,37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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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다리살 가격은 타 축종과 같이 여름 수요가 정체할 시기에 가격이 하락하고
연말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2013년 이후 견고
한 수요에 의해 비교적 높은 가격수준을 이어왔다. 그러나 2017년 후반부터 생산
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보다 낮게 형성되었고, 2019년도도 2018년보다 낮아졌
다. 닭가슴살은 2015년 후반 이후, 수입 닭고기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같이 낮아
졌지만, 2017년 이후 가공용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 회복을 보여 주었고, 2018년
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그림 4> 닭고기 도매가격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식육 시황 정보(도쿄)｣.

<표 11> 육계 사육 현황
(단위: 호, 천 수, %)

구분

2013년

출하호수
증감률
50만수 이상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440

2,410

2,360

2,320

2,270

2,260

-

-1.2

-2.1

-1.7

-2.2

-0.4

225

230

266

268

272

282

비율

9.2

9.5

11.3

11.6

12.0

12.5

출하수수

649,778

652,441

667,438

677,713

689,280

695,335

증감률
50만수 이상
비율
1호당 평균 출하수수

-

0.4

2.3

1.5

1.7

0.9

270,778

270,971

294,138

296,577

312,229

321,553

41.7

41.5

44.1

43.8

45.3

46.2

266.3

270.7

282.8

292.1

303.6

307.7

주 1: 연간 출하수수 3,000수 미만의 경영체와 해당 경영체의 사육수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2: 2015년은 농림업센서스 조사년도이기 때문에 축산통계조사에서 육계 통계는 발표하지 않음.
자료: 농림수산성, ｢축산 통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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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육계를 사육하는 경영체 중 축산시험장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육
하는 조직을 제외한 경영체를 출하호수 그리고 그 경영체가 사육하는 사육수수를
출하수수로 지칭한다. 출하호수는 2013년의 2,440호에서 2019년의 2,260호로 감
소하고 있으며, 50만 수 이상 층의 비율은 9.2%에서 12.5%로 증가하고 있다. 출
하수수도 같은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같은 기간 6억 4천만 수에서 6억 9천만 수로
증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50만 수 이상 층의 비율도 41.7%에서 46.2%로 증가하
였다. 즉, 전체 출하호수의 12.5%에 불과한 50만 수 이상 층이 전체 출하수수의
46.2%를 차지하는 등 육계도 돼지와 같이 규모화가 진전된 모습을 보이며, 이는
출하호수 1호당 평균 출하수수가 2013년의 26만 수에서 2019년의 30만 수로 증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4. 계란
계란 소비량과 생산량은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대체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
다. 소비량은 2010년의 261만 톤에서 2019년의 274만 톤으로 10년간 13만 톤 증
가하고 있고, 생산량은 2013년 여름 이후 가정용 및 업무가공용 모두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계란 도매가격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계란 생산이 증가하였다. 2015
년 이후에도 매년 전년도 생산량을 웃돌고 있으며, 2019년은 2010년부터 2019년
까지의 소비량 증가와 비슷한 수준인 14만 톤이 증가한 264만 톤을 보이고 있다.
<표 12> 계란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비량
증감률
2,619
2,633
0.5
2,624
-0.3
2,642
0.7
2,628
-0.5
2,654
1.0
2,649
-0.2
2,710
2.3
2,737
1.0
2,743
0.2

생산량
증감률
2,506
2,495
-0.4
2,502
0.3
2,519
0.7
2,501
-0.7
2,544
1.7
2,558
0.6
2,614
2.2
2,630
0.6
2,640
0.4

수입량
증감률
114
138
21.1
123
-10.9
124
0.8
129
4.0
114
-11.6
95
-16.7
114
20.0
114
0.0
113
-0.9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수치임.
2: 수입량과 수출량은 껍질을 포함한 환산치임.
자료: 농림수산성, ｢계란유통 통계 조사｣. 재무성, ｢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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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량
증감률
789
459
-41.8
722
57.3
1,266
75.3
1,888
49.1
3,069
62.6
3,521
14.7
4,635
31.6
6,881
48.5
10,245
48.9

재고량
174
183
175
162
179
169
178
181
166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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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수입량은 소비량의 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수입되는 계
란의 대부분은 주로 가공원료용으로 쓰이는 분말형 계란 형태이며, 주로 네덜란
드, 이탈리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은 미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에 의해
분말형 흰색 계란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각각 전년도를 크게 밑돌았다. 그
러나 2017년에는 분말형 흰색 계란의 국제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수입량은 11만 톤
이 되었고, 2018년 이후는 2017년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그림 5> 계란 도매가격 추이

주: 계란 도매가격은 표준거래 가격이며, 도쿄 및 오사카 규격란의 가중평균치임.
자료: 농림수산성, ｢축산⋅낙농을 둘러싼 정세｣.

계란 도매가격은 돼지고기, 닭고기와 마찬가지로 여름 수요 정체기에 감소하고
연말 수요 증가기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완화
에 의해 2019년 1월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고, 그 이후에도 가격 하락 추세가 계속
되는 가운데 2019년 5월 20일에 계란 가격차 보전 사업7)이 발동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발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 15호와 19호의 피해에 의한 공
급량 감소와 연말 수요 증가가 겹쳐, 연말에는 평년 수준의 가격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영향에 의해 가정 내 수요
증가로 인해 표준거래가격은 2019년과 비교하여 크게 상승하였다.

7) 이 사업은 계란생산자 경영 안정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실시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
해선 후술할 주요 대책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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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 4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긴급사태 선언 후, 업무용
및 가공용 계란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4월 20일 이후 표준거래가격은 다시 낮아
졌고, 5월 18일에는 160엔/kg을 기록하는 등 안정표준가격을 밑돌아 다시금 계란
가격차 보전사업이 다시 발동되었다.
게다가 6월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긴급사태선언 해제 후에도 업무
및 가공용 계란의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수급은 완화상태가 지속되었고, 표준거래
가격은 156.16엔/kg로 보전기준가격 161엔보다 낮았기 때문에 가격차 보전금
19.8엔/kg이 교부되었다.
<표 13> 산란계 사육 현황
(단위: 호, 천 수, %)

구분
사육호수
증감률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110

2,930

2,810

2,650

2,560

2,440

2,350

2,200

2,120

-

-5.8

-4.1

-5.7

-3.4

-4.7

-3.7

-6.4

-3.6

10만수 이상

350

336

327

328

324

347

340

332

329

비율

11.3

11.5

11.6

12.4

12.7

14.2

14.5

15.1

15.5

사육수수
증감률
10만수 이상
비율
1호당 평균
사육수수
주 1:
2:
3:
자료:

139,910 137,352 135,477 133,085 133,506 134,569 136,101 139,036 141,792
-

-1.8

-1.4

-1.8

0.3

91,001

90,083

90,314

91,556

93,476

65.0

65.6

66.7

68.8

70.0

0.8

1.1

2.2

2.0

99,395 101,048 104,515 107,734
73.9

74.2

75.2

76.0

1,436.7 1,625.3 1,667.0 1,738.8 1,809.7 1,928.2 2,001.3 2,055.7 2,119.4

산란계 종계만을 사육하는 경영체와 산란계 1,000수 미만의 경영체를 제외한 수치임.
2010년과 2015년은 농림업센서스 조사년도이기 때문에 축산통계조사에서 산란계 통계는 발표하지 않음.
2011년과 2016년의 증감률은 2009년과 2014년과의 비교임.
농림수산성, ｢축산 통계 조사｣.

산란계 사육호수는 2009년의 3,110호에서 2019년 2,120호로 매년 감소하고 있
으며, 사육수수는 2009년 1억 3,991만 수에서 2013년 1억 3,308만 수까지 매년
감소하였으나, 2014년 이후 증가 경향으로 전환되어 2019년 1억 4,179만 수로 증
가하였다. 1호당 평균 사육수수는 같은 기간 143만 수에서 211만 수로 증가하는
등 규모 확대가 진전되었다. 이는 10만 수 이상 사육하는 경영체의 사육수수 비율
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 비율은 2009년의 65.0%에서 2019년의
76.0%로 11%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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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유 및 유제품
원유 생산량은 2012년의 760만 톤에서 2019년의 736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으
나, 2019년 원유 생산량은 2018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를 지
역별로 보면, 홋카이도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홋카이도 외 지역에서는 감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홋카이도의 원유 생산량 증가 추세는 2017년부터이며, 2019년에는 4백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그에 비해 홋카이도 외 지역은 매년 감소하여 2019년 320만 톤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용도별로 보면, 원유 생산량 감소에 의해 우유 및 유제품 모두 감소하고 있는 가
운데, 2019년에는 전년대비 유제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
크림 등을 제외한 탈지분유 및 버터, 치즈에서의 증가가 눈에 띄며, 특히 버터의
생산량 증가는 전년 대비 7.8%에 이르고 있다.
<표 14> 원유 생산량 추이
(단위: 호, 천 톤, %)

구분
원유
지
역
별

홋카이도
기타지역
우유
유제품

용
도
별

탈지 분유
및 버터
치즈
생크림 등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12년
7,607
3,931
3,677
4,011
3,538
1,745
460
1,271
-

13년
7,447
-2.1
3,849
-2.1
3,598
-2.1
3,965
-1.1
3,426
-3.2
1,603
-8.1
478
3.9
1,297
2.0

14년
7,331
-1.6
3,822
-0.7
3,509
-2.5
3,910
-1.4
3,361
-1.9
1,537
-4.1
462
-3.3
1,306
0.7

15년
7,407
1.0
3,912
2.4
3,496
-0.4
3,953
1.1
3,398
1.1
1,636
6.4
430
-6.9
1,273
-2.5

16년
7,342
-0.9
3,905
-0.2
3,438
-1.7
3,989
0.9
3,302
-2.8
1,548
-5.4
425
-1.2
1,264
-0.7

17년
7,290
-0.7
3,922
0.4
3,368
-2.0
3,984
-0.1
3,258
-1.3
1,500
-3.1
415
-2.4
1,254
-0.8

18년
7,282
-0.1
3,967
1.1
3,315
-1.6
4,006
0.6
3,231
-0.8
1,484
402
1,265

19년
7,362
1.1
4,092
3.2
3,270
-1.4
3,997
-0.2
3,321
2.8
1,594
7.4
403
0.2
1,245
-1.6

주 1: 생크림 등은 생크림 및 탈지농축유, 농축유를 포함함.
2: 2018년도의 탈지분유 및 버터, 치즈, 생크림 등은 보조금 교부 대상의 변경에 의해 전년도의 수치와 이어지
지 않으므로, 증감률을 게재하지 않음.
자료: 농림수산성, ｢우유 유제품 통계｣. 중앙낙농회, ｢용도별 판매 실적｣. 농축산업진흥기구 ｢판매 원유(生乳) 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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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산 버터의 공급 부족 사태를 겪었는데 버터
생산량은 2019년의 6.5만 톤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으나, 국산 버터 공급
부족 사태 이전의 수준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 다시 국산
버터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산 버터 공급 부족 사태는 젖소 사육두수의 감소에
따른 원유 생산 감소와 수익성이 높은 우유로의 이용 집중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
는 반면. 2020년의 국산 버터 공급 부족 사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촉
발된 외출 자숙과 이에 따른 과자나 빵 등 홈베이킹의 증가로 인한 버터 소비량 증
가가 주된 요인이다.
일본 정부는 이전의 버터 부족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된 점을 교훈으로 삼아 버
터 생산 업체에 기존의 생산계획을 웃도는 수준의 가정용 버터 증산을 요청함과
동시에 대형 마트나 인터넷을 통한 업무용 버터의 판매 촉진을 도모하는 등의 대
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산 버터의 공급이 안정세를 회복함으로써
2020년 5월 첫째 주 46%에 이르렀던 매장 내 결품률이 6월 넷째 주에 6%까지 감
소하는 등 국산 버터의 공급 부족 사태는 개선되고 있다8).
한편, 탈지분유 및 버터 가격은 2018년까지 운임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상승하
였으나, 2019년에는 재고 증가로 인해 하락하여, 탈지분유는 17,873엔/kg, 버터
는 1,385엔/kg를 나타내고 있다.
<표 15> 주요 유제품의 생산량 및 가격 추이
(단위: 천 톤, 엔, %)

구분

2012년

생산량
탈
지
분
유

증감률
가격(25kg)
증감률
기말 재고량
증감률
생산량

버
터

증감률
가격(1kg)
증감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141.4

128.8

120.9

130.2

123.5

121.6

120.1

130.5

-

-8.9

-6.1

7.7

-5.1

-1.5

-1.2

8.7

15,526

15,746

16,725

17,543

17,537

17,912

17,952

17,873

-

1.4

6.2

4.9

0.0

2.1

0.2

-0.4

49.5

40.3

46.5

56.4

48.3

66.8

65.6

76.3

-

-18.6

15.4

21.3

-14.4

38.3

-1.8

16.3

70.1

64.3

61.7

66.3

63.6

60.0

59.8

65.5

-

-8.3

-4.0

7.5

-4.1

-5.7

-0.3

9.5

1,207

1,237

1,305

1,369

1,354

1,374

1,389

1,385

-

2.5

5.5

4.9

-1.1

1.5

-

-0.3

8) https://www.maff.go.jp/j/chikusan/gyunyu/attach/pdf/antei_kyokyu-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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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기말재고량
증감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3.5

17.3

17.8

22.1

24.5

23.2

23.6

28.8

-

-26.4

2.9

24.2

10.9

-5.3

-

22.0

주: 가격은 대형수요처 가격이며 소비세를 포함함. 또한 각년도의 가격은 해당년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평균가
격임.
자료: 농림수산성, ｢우유 유제품 통계｣.

젖소 사육호수는 매년 4% 정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은 4.5%가 감소한 1
만 5천 호를 나타내고 있다. 사육두수는 전체적으로 감소 경향에 있지만, 2018년
에는 16년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고, 그 추세가 2019년에도 이어져 133만 두가 되
었다. 그러나 2010년의 148만 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산우와 미경산우 모두 2010년의 96만 두와 52만 두보다 감소한 83만 두와 96
만 두를 나타내고 있다. 1호당 경산우 두수는 전국적으로 2019년의 55.9두로 증가
하고 있고, 특히 홋카이도에서는 2016년에 70두를 넘어선 이후 2019년에는 77.8
두까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경산우 1두당 유량은 품종 개량의 결과 매년 상승하
고 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55kg/두가 증가한 8,636kg/두를 기록하고 있다.
<표 16> 젖소 사육 현황 추이
단위: 천 호, 천 두, 두, kg/두

구분
사육호수
증감률
50두 이상
비율
사육두수
증감률
경산우
미경산우
50두 이상
비율
전국
1호당
홋카이도
경산우두수
기타지역
전국
경산우
1두당 유량 홋카이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1.9 21.0 20.1 19.4 18.6 17.7 17.0 16.4 15.7 15.0
- -4.1 -4.3 -3.5 -4.1 -4.8 -4.0 -3.5 -4.3 -4.5
7.3
7.1
7.0
6.9
6.8
6.4
6.5
6.4
6.2
5.9
33.3 33.8 34.8 35.6 36.6 36.2 38.2 39.0 39.5 39.3
1,484 1,467 1,449 1,423 1,395 1,371 1,345 1,323 1,328 1,332
- -1.1 -1.2 -1.8 -2.0 -1.7 -1.9 -1.6
0.4
0.3
964
933
943
923
893
870
871
852
847
839
521
534
506
500
501
502
474
471
481
492
983
987
980
944
948
940
949
934
961
962
66.2 67.3 67.6 66.3 68.0 68.6 70.6 70.6 72.4 72.2
44.0 44.4 46.9 47.6 48.0 49.1 51.2 52.0 54.0 55.9
63.6 63.9 68.1 68.1 68.2 68.8 72.6 72.8 75.2 77.8
33.2 33.6 34.9 35.9 36.2 37.2 38.1 38.9 40.4 41.3
8,047 8,034 8,154 8,198 8,316 8,511 8,522 8,581 8,636
8,046 7,988 8,017 8,056 8,218 8,407 8,394 8,517 8,568
-

주: 연도별 데이터는 해당년의 2월 1일을 기준으로 하나 경산우 1두당 유량은 해당년도의 수치임.
자료: 농림수산성, ｢우유 유제품 통계｣, ｢축산 통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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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유 젖소 1두당 소득은 배합사료 등의 생산 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7부
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12.5만 엔, 12.6만 엔으로 낮았으나, 2009년에는 사료비
감소와 원유 가격 상승이 동시 작용함에 따라 19만 엔까지 올랐다. 이후 증감을 반
복하였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유 가격이 보다 상승하여 착유 젖소 1두당
소득은 30만 엔까지 향상되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사료비 및 젖소의 감가상각
비 등이 상승함에 따라 소득이 약간 감소해 2018년 현재 29만 엔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착유 젖소의 연간 환산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낙농경영체 1호당 소득 또한 2007년의 548만 엔에서 2018년 1,640만
엔으로 증가하였다.
<표 17> 낙농경영체 수익성 추이
(단위: 천 엔, 두)

낙농경영체 1호당 총 소득
구분

착유 젖소 연간 환산 사육
두수

착유 젖소
1두당 소득

2007년

5,487

43.8

125.3

2008년

5,750

45.3

126.3

2009년

8,983

46.4

193.6

2010년

8,249

46.9

175.9

2011년

8,394

49.2

170.6

2012년

9,151

50.0

183.0

2013년

9,005

50.4

178.7

2014년

11,531

51.4

224.3

2015년

15,699

53.2

295.1

2016년

16,702

54.0

309.3

2017년

17,000

55.5

306.3

2018년

16,424

56.4

291.2

주 1: 1두당 소득=[조수입-(생산비 총액-가족노동비-자기자본이자-자작지 지대)]
2: 각 연도별 젖소 사육두수는 연간 환산 두수임.
자료: 농림수산성, ｢축산물 생산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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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료 수급 현황
2.1. 사료 수급 현황
사료 공급량은 1965년의 133만 TDN톤에서 2018년 245만 TDN톤으로 증가하
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사료 생산량은 1965년의 84만 TDN톤에서 2018년96만
TDN톤으로 12만 TDN톤 증가하고 있고, 수입산 사료도 같은 기간 49만 TDN톤에
서 148만 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사료 공급량 대비 국내산 사료의 비율은 63.1%에서 39.4%로 감
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산 사료의 비율은 36.9%에서 61.4%로 증가하는 등, 한국
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수입산 사료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돼지 및 닭의 사육 마릿수 증
가에 따른 농후사료의 수요 증가와 국내산 농후사료 원료의 재배가 정체되었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사료 공급량을 유형별 즉, 조사료와 농후사료로 나누어 보면, 조사료는 1965년
의 451만 TDN톤에서 2018년의 502만 TDN톤으로 49만 TDN톤 증가한 반면, 농후
사료는 같은 기간 883 TDN톤에서 1,949만 TDN톤으로1,066만 TDN톤이나 증가
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앞서 말한 농후사료의 수요 증가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향후 농업생산기반 강화를 기조로 하는 농정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축산
부문에서는 축산클러스터 사업 등이 보다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농후사료의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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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생산지별 사료 수급 현황

자료: 농림수산성, ｢사료수급표｣.

<그림 7> 유형별 사료 수급 현황

자료: 농림수산성, ｢사료수급표｣.

이렇게 농후사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료 원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
고 있는데, 이를 국산원료와 수입원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농후사료의 국산원료는 1965년 277만 TDN톤으로 수입원료의 113만 TDN톤을
크게 웃돌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농후사료 원료의 재배 정체와 사료 원료
의 수입 증가로 인해 1974년부터 농후사료의 국산원료가 207만 TDN톤, 수입원료
가 252만 TDN톤으로 역전되었고, 이 후에도 이 추세가 지속되어 2018년에는 국
산원료가 236만 TDN톤, 수입원료가 348만 TDN톤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농후사료 원료에 대한 비율 추이를 보면, 국산원료가 70.9%에서 40.4%,
수입원료가 29.1%에서 59.6%로 추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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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농후사료 원료 수급 현황

자료: 농림수산성, ｢사료수급표｣.

2.2. 사료자급률
사료자급률은 1965년의 54.6%에서 2018년 현재 25.3%까지 감소하고 있다. 지
속적으로 감소경향에 있던 사료 자급률은 1982년 일시적으로 전년대비 2% 상승한
31.9%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후 2003년까지 23.4%까지 하락한 뒤, 증감을 반
복하면서 25~27%대로 추이하고 있다.
<그림 9> 사료자급률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사료수급표｣.

29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조사료자급률은 1985년부터 공표하고 있는데, 당시의 자급률은 92.5%였다. 이
후 2004년 75.4%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조사료 재배를
위한 대규모 축산 경영체의 농지 집적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 영향으로 2018년 25.3%를 나타내는 등, 25~27%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편, 농후사료는 1965년 31.3%였으나 1973년 16.3%로 감소한 후 10%대 초반
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에는 12.1%를 보이고 있다.

2.3. 사료작물 재배 현황
2006년 가을 이후의 배합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산 사료의 생산을 늘리
기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과 함께 2010년부터의 경영 소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서 도입된 볏짚 발효 조사료 및 사료용 쌀의 재배면적을 확대한 결과, 2017년의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2010년 대비 8만 2천 ha가 증가한 98.8만 ha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후 사료용 쌀 재배면적이 다소 감소하는 가운데 2019년에는 96.1만 ha
를 보이고 있다.
<표 18> 사료작물 재배 현황
(단위: 천 ha, 톤/ha, 천 TDN톤)

구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665.9
839.5
1,003.1
1,019.0
1,046.0
980.2
934.7
905.8
911.4
975.2
988.4
985.1
970.3
961.6

재배면적
홋카이도
366.4
530.1
599.1
600.7
613.4
621.7
613.2
603.3
601.1
594.9
595.1
593.8
592.3
592.5

기타지역
299.5
309.3
404.1
418.2
432.1
358.5
321.5
302.5
310.3
380.3
393.3
391.3
378.0
369.1

전국
36.7
38.4
38.4
41.3
43.1
41.8
41.7
40.1
38.2
37.4
35.1
36.3
35.1
35.8

10a당 수확량
홋카이도 기타지역
33.5
39.8
32.7
48.5
33.3
46.0
35.6
49.4
37.4
51.2
36.6
50.8
36.8
50.9
35.5
49.1
34.7
45.8
35.4
41.4
32.6
39.9
35.4
38.2
33.9
37.4
34.9
37.6

주 1: 단수 및 수확량은 작물통계와 경지 작부면적 통계를 바탕으로 추계.
2: 사료용 쌀 수확량은 "신규 수요 쌀 생산 집출하 수량"임.
자료: 농림수산성, ｢작물통계｣, ｢경지 및 작부면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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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3,208
3,834
4,187
4,485
4,080
3,928
3,693
3,625
3,803
3,647
3,852
3,661
3,698

수확량
목초 등 사료용쌀
2,437
3,208
3,834
4,187
4,485
4,080
3,928
3,693
3,571
54
3,457
346
3,251
396
3,459
393
3,325
336
3,397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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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당 수확량은 2018년 사료작물의 주산지인 홋카이도의 기후불순에 따른 사료
작물의 생육 악화로 인해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사료 원료용 옥수수의 수확량이
증가하여 2018년보다 7백 톤/ha 증가한 35.8톤/ha을 나타내고 있으며, 1970년의
36.7톤/ha보다 0.9톤/ha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사료작물의 수확량은 1970년의 243만 TDN톤에서 2019년의 369만 TDN
톤으로 126만 TDN톤(51.8%증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10a당 수확량보다는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표 19> 대규모 축산경영체의 자급사료 급여 비율 추이
(단위: %)

낙농
구분

고기소

1970년

49.3

77.2

36.2

81.8

27.9

젖소(숫소)
비육
-

1975년

44.7

74.8

31.8

71.4

14.8

-

1980년

46.7

68.8

33.3

64.6

11.8

4.2

1985년

41.8

63.8

30.6

66.1

12.7

5.9

1990년

39.6

60.7

26.1

63.5

8.2

3.6

1995년

34.6

55.4

20.5

57.8

6.7

3.3

2000년

33.9

54.4

17.2

60.2

3.7

1.2

2005년

33.4

52.6

15.4

56.6

3.2

1.9

2010년

33.8

50.1

16.3

46.8

2.1

0.9

2015년

32.5

48.9

14.6

46.1

1.4

1.1

2016년

30.2

45.1

13.2

47.1

1.3

1.1

2017년

31.0

47.8

14.2

44.6

1.4

0.7

2018년

31.7

49.6

13.8

42.6

1.2

1.2

전국

홋카이도

기타지역

번식경영

고기소 비육

자료: 농림수산성, ｢사료를 둘러싼 정세｣

대규모 축산경영체는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편리성 추
구와 노동력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조사료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
급사료 급여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낙농 부문의
31.7%(홋카이도 49.6%, 기타지역 13.8%), 고기소 번식경영의 42.6%가 자급 사료
를 이용하고 있다.
배합사료 및 혼합사료의 전체 생산량은 1985년 2,523만 톤으로 증가한 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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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반복하면서 추이하였지만 2019년에는 1985년에 비해 109만 톤 감소한 2,415
만 톤에 이르고 있다. 1985년 이후의 배합사료 및 혼합사료의 생산량을 축종별로
보면, 젖소 및 고기소는 상승한 반면, 산란계, 육계, 돼지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량 비율은 산란계가 27.0%로 가장 높고 돼지 23.6%, 고기소 19.4%, 육계
16.0%, 젖소 13.6%의 순이다.
<표 20> 배합사료 및 혼합사료 생산량
(단위: 천 톤)

연도

산란계

육계

돼지

고기소

합계

기타

배합사료

1965년

4,857

455

1,774

804

77

183

8,150

7,857

1975년

6,523

2,315

4,538

1,833

1,544

65

16,818

16,355

1985년

7,461

4,096

7,519

2,777

3,236

144

25,233

23,479

1990년

7,429

4,153

7,463

3,141

3,558

118

25,862

24,479

1995년

7,329

3,724

6,508

3,377

3,780

148

24,866

23,826

2000년

6,988

3,428

6,170

3,365

3,889

161

24,001

23,231

2005년

6,603

3,728

5,985

3,387

4,262

144

24,109

23,553

2010년

6,394

3,955

6,110

3,299

4,598

123

24,479

24,024

2011년

6,320

3,889

6,078

3,254

4,551

83

24,175

23,813

2012년

6,216

3,851

6,068

3,260

4,571

104

24,070

23,692

2013년

6,175

3,860

5,997

3,235

4,569

95

23,931

23,565

2014년

6,256

3,814

5,632

3,150

4,436

100

23,388

22,976

2015년

6,297

3,832

5,687

3,169

4,467

90

23,542

23,125

2016년

6,332

3,812

5,659

3,193

4,544

89

23,629

23,179

2017년

6,496

3,853

5,622

3,208

4,593

95

23,867

23,385

2018년

6,509

3,803

5,593

3,208

4,590

100

23,803

23,308

2019년

6,517

3,859

5,687

3,278

4,694

103

24,138

23,608

주: 기타에는 양, 염소 등을 포함함.
자료: 농림수산성, ｢사료를 둘러싼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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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료 가격
건초와 사일리지 생산비용은 1990년 76엔/TDNkg에서 2016년 60엔/TDNkg으
로, 76엔/TDNkg에서 73엔/TDNkg으로 모두 하락하고 있으며, 통계상의 조사항
목 변경으로 인해 연속성은 없으나, 2017년 이후 목초의 생산 비용은 73엔
/TDNkg에서 75엔/TDNkg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편,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수입 조사료 가격은 헤이큐브가 91엔/TDNkg
에서 121엔/TDNkg으로, 볏짚이 135엔/TDNkg에서 108엔/TDNkg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건목초는 119엔/TDNkg에서 102엔/TDNkg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듯 자급 사료의 생산 비용은 연료비 및 비료비, 환율 등에 의해 매년 변동하
고 있으나 수입 조사료 가격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비용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21> 자급사료 생산 비용 추이
(단위: 엔/TDNkg)

구분

건초
전국

사일리지

홋카이도

기타지역

전국

홋카이도

기타지역

1990년

76

75

83

76

65

94

1995년

66

58

80

64

55

76

2000년

62

60

60

65

61

74

2005년

57

58

54

64

61

77

2010년

59

60

57

66

62

80

2014년

66

62

76

68

64

85

2015년

63

61

72

65

62

78

2016년

60

57

68

73

69

88

구분

목초
전국

홋카이도

기타지역

2017년

73

69

86

2018년

75

72

84

주 1: 자급사료 생산비용은 산지 생산 단계의 가격으로 농림수산성 자체 조사에 의함.
2: 1990년과 1995년은 해당년 1~12월, 2000년 이후부터는 해당년 4월~다음해 3월의 수치임.
3: 2017년부터 조사항목 변경에 의해 자급생산 비용 산정 방식이 바뀌어 2016년까지의 데이터와 연속성이 없
음.
자료: 농림수산성, ｢사료를 둘러싼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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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수입 조사료 가격

자료: 농림수산성, ｢사료를 둘러싼 정세｣

<표 22> 배합사료 가격 추이
(단위: 엔/톤)

닭

2000년

벌크
(1톤)
48,210

후기
육계
벌크
(1톤)
50,540

포유
자돈
포대
(20kg)
2,869

돼지
후기
자돈
벌크
(1톤)
50,720

2001년

49,690

51,160

2,795

52,500

44,680

57,180

50,130

46,990

45,980

2002년

51,430

52,390

2,767

53,620

46,170

61,050

51,620

48,130

47,340

2003년

52,750

52,960

2,757

53,980

47,360

62,600

52,570

49,350

48,350

2004년

56,740

55,370

2,885

58,340

50,970

66,080

55,840

52,940

51,530

2005년

55,280

53,490

2,867

55,520

48,800

66,400

55,980

51,640

51,090

2006년

56,520

54,180

2,938

57,450

50,200

67,430

57,630

52,580

52,430

2007년

65,830

60,840

3,455

67,280

58,240

77,080

66,230

61,380

60,760

2008년

77,140

68,230

3,638

76,570

68,710

85,320

76,580

70,150

70,480

2009년

68,910

63,170

3,196

67,170

59,120

77,250

69,390

62,360

60,910

2010년

67,940

60,770

2,907

61,300

54,220

75,650

66,030

59,290

57,140

2011년

72,690

64,910

3,055

66,060

59,820

80,430

69,930

62,920

61,550

2012년

73,360

66,520

2,897

66,290

60,150

80,860

71,350

62,850

62,230

2013년

80,690

73,180

3,075

73,320

66,940

87,540

78,040

70,550

66,540

2014년

83,280

74,610

3,384

76,290

68,620

89,350

80,780

72,510

68,010

2015년

84,570

74,500

3,231

75,640

69,030

90,840

82,330

73,070

69,270

구분

300

성계

젖소
고기소

비육

송아지

육성우

사육용

벌크
(1톤)
43,080

벌크
(1톤)
55,570

벌크
(1톤)
49,940

벌크
(1톤)
45,650

벌크
(1톤)
4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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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돼지
후기
자돈
벌크
(1톤)
69,770

송아지

육성우

사육용

2016년

포유
자돈
포대
(20kg)
2,938

비육

벌크
(1톤)
78,720

후기
육계
벌크
(1톤)
68,140

벌크
(1톤)
63,900

벌크
(1톤)
85,700

벌크
(1톤)
77,370

벌크
(1톤)
68,540

벌크
(1톤)
64,040

2017년

77,760

67,720

2,891

69,600

63,580

84,530

75,110

67,670

62,870

2018년

79,620

69,910

2,856

72,110

66,310

87,640

77,650

70,270

65,180

구분

성계

젖소
고기소

주 1: 성계용 배합사료는 조단백질 15~19%임.
2: 육계용 배합사료는 5주령 이후, 조단백질 15~19%임.
3: 포유자돈용 배합사료는 생후 2개월 이내, 조단백질 15~19%임.
4: 후기자돈용 배합사료는 2~4개월령, 조단백질 15~19%임.
5: 비육돈용 배합사료는 4~8개월령, 조단백질 12.5~16.5%임.
6: 젖소 송아지용 배합사료는 3~6개월령, 조단백질 16~19%임.
7: 젖소 육성우용 배합사료는 6~18개월령, 조단백질 13~15%임.
8: 젖소 비육용 배합사료는 18개월 이후, 조단백질 15~18%임.
9: 고기소용 배합사료는 6개월 이후, 조단백질 12~15%임.
자료: 농림수산성, ｢농업물가 지수｣.

배합사료 가격은 돼지 포유자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상승하고 있다. 상승율
이 가장 높은 항목은 성계로 2000년 48,210엔/톤에서 2018년 79,620엔/톤으로
65.2% 상승하였다. 그 다음은 돼지 비육용 사료와 젖소 사육용 사료로 각각
43,080엔/톤에서 66,310엔/톤, 45,650엔/톤에서 70,270엔/톤으로 53.9% 상승한
수치를 보인다.
포장형태가 다른 돼지 포유자돈용 사료를 제외하면, 2018년 현재 가장 가격이
높은 배합사료는 송아지 사료로 87,640엔/톤을 나타내고 있다.

3. 주요 대책
3.1. 축산 클러스터 사업
농림수산성은 지역의 축산생산 기반을 정비함과 동시에 축산경영체의 경영안정
과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
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축산경영체를 비롯한 지역 내의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설립된 축산 클러스터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축산 클러스터 협의회에는 축산경영체 뿐 아니라 농협, 사료 공급 업체, 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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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관련 업체, TMR센터, 헬퍼 그룹, 지자체, 기술센터, 축산 컨설팅업체 등을 구
성원으로 한다. 축산 클러스터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주로 축산부문의 수익성 향상
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대응과 지역 내 축산 부문을 이끌어갈 핵심 축산 경영체
육성과 관계기관의 지원, 그리고 수익성 향상 목표의 제시 등을 골자로 하는 계획
을 수립한다.
농림수산성은 이러한 축산 클러스터 계획을 책정한 지자체에 대해 지역의 축산
부문의 수익성 향상 등에 필요한 기계 도입이나 시설 정비 그리고 일원화된 가축
도입 등을 지원한다. 특히, 가축 도입을 통한 중소규모 축산경영체의 규모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규모 확대 요건을 기존의 지역 평균 규모에서 홋카이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으로 완화하고 있고, 후계자 미확보 축산경영체와 지역 내의 축산부문
종사 희망자를 연결하거나 기존의 축산경영체의 경영 자원을 계승시키기 위한 다
양한 대책에 필요한 시설 정비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즉, 축산 클러스터 사업의 내용은 주로 시설정비 사업, 기계 도입 사업, 조사⋅
실증⋅추진 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여기에 축산경영 기반 계승 지원사업, 축산
기반 확대 가속화 사업, 축산 환경 대책 종합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 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 클러스터 협의회는 지역 내 축산경영체의 생산기반 강화 및 경영안정을 목
적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 다수의 축종이 존재하는 경우, 다수의 축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 내용 또한 한가지의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사업을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농림수산성은 축산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통해 축사 시설의 현대화와 노동력 절
감을 위한 기계 도입을 통해 사육 규모의 확대와 사양관리의 개선을 도모하고 작
업의 외부화 등에 의한 10% 이상의 생산 비용 절감과 판매액 증가, 그리고 궁극적
으로 축산경영체의 소득 향상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에는
4,090억 엔의 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농림수산성이 실시한 축산클러스터 협의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911개의 축산 클러스터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고, 지역별로 보면
칸토우 지역이 21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큐슈 지역 186개, 도호쿠(東北) 지역
141개, 쥬고쿠(中國) 및 시코쿠(四國) 지역 112개, 홋카이도 지역 109개의 순이다.
한편, 축종별로는 고기소가 518개, 사업별로는 기계 도입이 741개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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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축산 클러스터 협의회 현황
(단위: 개)

구분

협의회 수

홋카이도

109

토호쿠

141

칸토우

210

토카이

60

호쿠리쿠

28

킨키

48

츄고쿠⋅시코쿠

112

큐슈

186

오키나와

17

지
역
별

구분
젖소

축
종
별

협의회 수

구분

협의회 수

433

고기소

518

돼지

278

육계

103

산란계

181

사
업
별

시설정비

478

기계도입

741

실증지원

121

주: 축종별 및 사업별 협의회 수는 복수 응답임.
자료: 농림수산성, ｢축산 클러스터 협의회 실태 조사 결과｣.

3.2. 축종별 경영안정 대책
3.2.1. 낙농
낙농경영안정대책은 가공원료유9)에 대해 생산자 보조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지
정단체10)에 대해 집송유 조정금을 교부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게다가 가공원료유
의 거래 가격이 낮아졌을 경우를 대비한 보전금 지급도 실시하고 있다. 이 대책을
통해 낙농 부문의 정책목표인 2025년까지의 원유 생산량 750만 톤 달성을 추진하
고 있다.
먼저 가공원료유를 대상으로 한 생산자 보조금은 축산경영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유의 재생산 확보와 전국 낙농경영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공원
료유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가공원료유의 생산자 수취 가격이 우유보다 낮기 때
문에, 이를 국가 차원에서 보조하여 유제품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함이
다.
9) 탈지분유, 버터, 치즈, 생크림 등 액상유제품용으로 활용되는 원유
10) 지정단체(지정생유 생산자단체)란, 상하기 쉽고 저장성이 낮은 원유의 특성으로 인해 우유 및 유제
품 회사와의 가격 교섭에서 낙농경영체가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수의 낙농경영체로부터 원유
판매 위탁을 받아 가격 교섭력을 강화하고 낙농경영체의 경영 안정을 추진하는 단체임. 이는 지정단
체제도에 의해 설립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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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집․송유 조정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
데, 보조금 요건은 매해 원유 연간 판매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연간 용도별 수
요에 따른 안정거래를 도모해야 한다. 집․송유 조정금은 집․송유 경비가 드는 지역
을 포함해 1개 또는 2개의 도도부현 구역 내에서의 집유를 거부하지 않고, 집․송유
경비의 산정 방법 등을 기준에 따라 규정할 경우로 제한한다. 2020년 현재 생산자
보조금 단가는 1kg당 8.31엔이고 집․송유 조정금은 2.54엔이며, 교부대상 수량은
345만 톤이다.
다음으로 가공원료유 가격이 급락했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으로, 과거 3년간의
거래가격의 평균을 보전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가공원료유의 거래가격이 이를
밑돌 경우 생산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전금은 보전기준가격과 실제 거
래가격의 차액의 80%를 상한으로 하며, 생산자와 정부가 1대 3의 비율로 적립한
생산자 적립금에서 지급한다. 낙농경영안정대책의 2020년 예산은 374억 엔으로
책정되었다.

3.2.2. 고기소(번식 및 비육)
농림수산성은 고기소 번식경영 및 비육경영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에 따라 고기
소 생산자가 지속 가능한 고기소 사육을 추진함과 동시에 2025년 쇠고기 생산량
52만 톤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의 일환으로서 실시하고 있다.
고기소 경영안정 대책은 번식경영과 비육경영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번식
경영에는 고기소 송아지 가격이 보증기준가격을 밑돌 경우 생산자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는데, 이는 육용 송아지 생산자 보조금 제도라 불리는 이 사업은 송아지 평
균 매매 가격이 보증 기준 가격인 541,000엔(2020년 기준)을 밑돌 경우를 조건으
로 한다. 이 경우 전액 국가 예산으로 그 차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그러나 송아지 평균 매매 가격이 보증 기준 가격보다 낮은 합리화 목표 가격
429,000엔(2020년 기준)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는 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 목표 가
격의 차액에 합리화 목표 가격과 평균 매매 가격의 차액의 90%를 더한 금액을 지
급한다. 추가된 금액은 정부 2, 도도부현 1, 생산자 1의 비율로 적립한 생산자 적
립금을 재원으로 한다. 2020년의 고기소 송아지 생산자 보조금 제도의 예산은
662억 엔으로 책정됐다.
2020년 977억 엔의 예산이 책정된 고기소 비육경영 안정 교부금은 표준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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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표준 생산비를 비육우 표준 판매가격이 표준 생산비를 밑돌 경우 그 차액의
90%를 교부금으로서 지급하는 제도인데, 지급되는 교부금의 25%에 해당하는 금
액은 생산자 적립금을 재원으로 한다.

3.2.3. 돼지 및 산란계
앞서 낙농 및 고기소의 경영안정대책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양돈 및 산란계에서
도 경영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돈에서는 비육돈 경영안정 교부금을 추진하
고 있는데, 이는 비육돈의 표준 판매가격이 표준 생산비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앞선 고기소 비육경영 안정대책과 같은 구조이나 생산
자 적립금의 구조가 농축산진흥기구(ALIC)가 3, 양돈 경영체가 1이라는 점에 차이
가 있다. 본 사업의 2020년 예산은 168억 엔으로 책정되었다.
계란 경영안정 대책은 계란 생산자 경영 안정 대책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
고 있다. 계란의 가격 보전과 생산 조정의 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계란의 가격 보전은 다른 축종과 마찬가지로 계란의 표준 거래 가격이 보전 기준
가격 아래에서 형성될 경우,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것이
다.
그런데 계란의 표준 거래가격이 보전기준가격보다 낮은 안정기준가격까지 밑돌
경우에는 계사를 비우는 대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계란 생산 조정 대책이라 볼
수 있다. 생산 조정 대책은 성계를 출하하여 계사를 비워 계란의 공급과잉을 억제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이를 위해 계란의 표준 판매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을 밑도는
기간에 전후 30일, 총 60일을 더해 해당 기간에 성계를 출하한 계란경영체가 장려
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 기간에 성계를 처리하는 식육처리장에도 장려금 형태로 지원을 실시한
다. 농림수산성은 2020년 이 사업의 예산으로서 51억 엔을 책정하고 있다.

3.3. 생산성 향상 대책
농림수산성은 고기소, 젖소, 돼지, 닭의 품종 개량과 우량 품종의 사료작물 이
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기소의 번식 비육 일관경영 체제와 지역 내의 일관 생산,
국내산 사료의 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여 축산의 생산력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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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축산 생산력⋅생산체제 강화 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2020년 9억 엔의 예산이 책정된 이 사업은 6가지의 세부사업으로 나뉜다. 첫
째, 가축 능력 향상 강화 사업이다. 이는 유전자 해석 정보 등을 활용한 새로운 평
가 방법의 모색, 시원 생식 세포(PGCs) 확보 기술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 다양성
을 확보한 가축 및 가금의 계통 품종 활용 촉진과 육질 및 번식능력의 개량 가속화
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둘째, 번식 비육 일관경영체제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고기소 생산의 구조 개편
을 추진하고 번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기소 비육 경영의 일관화 또는 지역 내
일관생산을 추진하는 대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셋째, 초지 생산성 향상 사업이다. 불안정한 기상 조건에 대응한 리스크 분산 등
에 통한 안정적으로 조사료를 수확하기 위한 초지 개량이나 우량 품종의 사료작물
이용 추진을 지원한다.
넷째, 사료 생산 이용체계 고효율화 대책 사업에서는 사료 생산 조직의 작업 효
율화 및 국산 농후사료의 생산 확대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다섯째, 국산 사료 자원 생산 이용 확대 대책에서는 방목, 경작포기지 등 활용하
지 않는 자원을 사료 생산에 이용하는 사업, 유기 축산물 생산의 보급에 관한 사업
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사료 생산 대책에서는 온실 효과 가스 저감 사료의 유통량
등의 데이터를 수입하거나 분석하는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3.4. 배합사료 가격안정 제도
농림수산성은 축산경영의 생산비에 있어 배합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으로부터 배합사료의 가격 상승이 축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배
합사료 가격안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축산경영체와 배합사료 회사가 자주
적으로 적립하는 통상보전과 급격한 사료 가격 상승시의 통상보전을 보완하는 이
상 보전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통상보전은 축산경영체가 400엔/톤, 배합사료 회사가 800엔/톤을 각출하여 만
들어진 통상보전기금11)에서 지급되며, 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년간의 평균을 초과
11) 2020년 6월말 시점에서의 통상보전 기금액은 814억 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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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발동된다. 이상보전은 정부와 배합사료회사가 1/2씩 각출하여 조성한 이
상보전기금12)에서 지급하며, 발동조건은 수입원료 가격이 직전 1년간의 평균의
115%를 초과한 경우이다.
<배합사료 가격안정 제도의 구조>

자료: 농림수산성, ｢배합사료 가격안정 제도의 개요｣

2007년 이후 가격보전 발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에는 연료 에탄올용 옥수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옥수수 가
격이 급등했다. 이에 2007년도에 통상보전 1,241억 엔, 이상보전 381억 엔, 합계
1,622억 엔의 보전금이 지급되었고, 2020년에는 각각 1,057억 엔, 420억 엔 합계
1,477억 엔이 지급되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도 배합사료의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때에는 러
시아 곡물 수출 금지 조치와 이후 미국 내의 기후불순 등으로 인해 해외 곡물가격
이 상승함에 따라 2011년도에 통상보전 538억 엔과 이상보전 101억 엔, 총 639억
엔의 보전금이 지급되었고, 2012년에는 580억 엔(통상보전 537억 엔, 이상보전
53억 엔), 2013년에는 487억 엔(통상보전 381억 엔, 이상보전 116억 엔)의 가격보
전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에 가격 보전이 발생한 것은 2018년이다. 2018년에는 일시적인 사료
원료 가격의 상승과 해상 운임의 상승 등으로 인해 수입원료 가격이 상승하였고,
12) 2020년 6월말 시점에서의 이상보전 기금액은 720억 엔이다.

307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4분기 내내 총 344억 엔의 가격보전이 이루어졌다.
<표 24> 가격보전 발동 현황
(단위: 엔/톤, 억 엔)

이상보전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통상보전

단가

총액

단가

총액

1

3,829

215

4,371

245

2

3,097

167

4,553

245

3

5,550

325

4

7,800

426

1

1,517

88

8,983

520

2

3,398

189

4,002

223

3

2,398

143

5,252

314

3,250

173

1

966

54

3,734

208

2

865

47

3,835

207

3

2,100

122

2

450

24

3

5,450

319

4

4

776

43

3,524

193

1

2,062

116

3,738

210

2,400

130

2
3

700

40

3

800

45

4

800

42

4

950

50

1

1,700

92

2

400

21

1

300

16

2

3,450

181

3

2,300

131

4

300

16

자료: 농림수산성, ｢수입원료 가격의 추이와 가격 보전의 실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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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일본에서는 육류를 중심으로 자급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에 맞춰 과거
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수입량 증가에 의존하여
대응하는 형태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확산은 자국 내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선점적으로 수입 물량을 확보
하려는 국가와 수출을 지양하며 식량 안보를 추진하는 국가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일본은 축산물의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움
직임은 2020년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뿐 아니라, 주요 대책에서 설명하였듯
이, 축산 클러스터 사업, 축종별 경영안정대책 그리고 배합사료 가격안정 제도를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이 추진하는 축산물 생산 확대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축산 클러스터 사업
에서 보여지듯 하나의 경영체가 아닌 지역을 단위로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은 자체적으로 축산부문의 발전과 지속을 위해서 축산경영체를
비롯한 지역 내의 축산 관계기관이 축산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하며, 여기에서
축산부문의 발전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추진 사
항을 결정한다. 이러한 체제 구축은 지금부터의 축산물 생산 확대가 더 이상 축산
경영체의 자체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데 있다.
현재 축산경영체의 과제는 ① 고령화, 농업취업인구 감소, 노동시장의 위축 등
으로 인한 고용노동력 확보 문제, ② 축산 공해 문제, ③ 경영계승 문제가 대표적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①과 ②에 대처하고자 시설 및 설비의 현대화 및 기계화,
자체 정화시설을 도입하는 축산경영체가 늘어났는데, 이는 고정비용 부담으로 이
어져 작은 리스크에도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된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은 축산경영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지역 단위로 분산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축산경영체는 경영 안
정과 생산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어 축산물 생산 확대라는 정책 목
표 달성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에 일본의 이러한 지역 차원의 축산업 지원 정책
이 축산물 생산 확대에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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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4편

일본의 곡물 관련 정책
신동철(일본농업경영대학교 전임강사)*

1)

1. 쌀 생산조정의 추진
1.1. 과잉재고 발생과 쌀 생산조정의 시작
전후 일본은 열악한 수급 상황에서 쌀 증산 정책을 실시하였다. 부족한 쌀을 대
체하기 위해 주식으로 보리가 공급되고 쌀 수입이 실시되었다. 고미가 정책(생산
비⋅소득 보상방식에 의한 가격 유지정책)이 실시되고,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풍작이 계속되면서 1970년 정부 재고가 720만 톤까지 늘어나 막대한 양의 재고
가 누적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71∼74년 제1차 과잉재고 처리를 실시하였다2). 이후 곡물
정책의 방향은 쌀 생산량을 억제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고, 1971년도부터 논의
휴경 등을 중심으로 한 생산조정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2. 면적할당에서 자율적 선택제로 변천
생산조정이 시작된 당시에는 주식용 쌀을 생산해서는 안되는 면적(생산조정 목
표면적)을 할당함과 동시에 순수 휴경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주식용 쌀의 생산
억제에 집중하였다. 생산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역은 다음 해 목
표 면적 할당량을 늘리고, 보조사업 채택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등 패널티가 부

* sdc1012@afj.or.kr
1) 이 글은 일본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 및 ｢経営所得安定対策等
の概要｣ 2020년 공표자료를 기초로 하여 내용을 업데이트, 재편집ㆍ수정ㆍ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임.
2) 그 후에도 1975년 이후 제2차 쌀 공급과잉이 발생하여 사료용, 가공용 등으로 처분하였는데, 제1차
과잉재고 처리비용을 포함해 약 3조 엔이 소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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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되었다.
이후 쌀 생산조정 정책은 식량법 제정, 쌀 정책개혁 등에 의해 운용방식이 변화
되어 왔다. 1978년 일본은 자급률이 낮은 전작 작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쌀 생산
조정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2004년에는 기존의 생산조정 목표면적을 할당하
던 방식에서 판매실적을 기초로 주식용 쌀의 생산수량 목표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2008년부터는 사료용 쌀 등 신규수요에 대응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
하였다. 2010년에는 기존의 패널티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자유도를
높이고, 생산조정 참여에 있어서 생산자의 선택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1> 쌀 생산조정 정책의 변천

자료: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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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 정책개혁과 제도의 개선
2.1. 식량법의 제정과 민간유통 중심 구조로의 이행
1993년산 쌀의 흉작에 따른 긴급 수입의 실시와 WTP협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
량(MA)의 수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이 필요하게 된 것을 계기로 1995년 식
량관리법은 폐지되고 식량법이 제정되었다. 식량법에 의해 쌀 유통을 민간 중심으
로 전환하기 위해 엄격한 유통 규제를 완화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비축과 MA쌀의
운영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입찰을 통한 쌀 가격 지표 및 적정 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주유통미
가격형성센터가 법률에 명시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본 정부는
과거 국가가 주도해 온 쌀 관리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2.2. 수요에 대응한 쌀 생산을 목표로 쌀 정책개혁 시작
일본의 쌀 수요량은 식생활의 변화 등에 의해 196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거의
일관되게 감소해 오고 있다. 쌀 소비 감소 문제와 더불어 생산조정 정책에 대한 폐
색감으로 소비자, 농업인⋅농업단체, 학계, 정부가 1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
다. 그 결과, 농업경영의 안정⋅발전, 논 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자급률 향상 정
책으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쌀 정책개혁이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또한 식량
법도 개정함으로써 계획유통 제도를 폐지하여 쌀 유통에 있어서 원칙과 규제가 철
폐되었다.
쌀 정책개혁 핵심은 농업인과 산지의 주체적 판단 및 창의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을 중시하고, 수요에 따른 논농업 경영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 쌀 정책개혁의 제1단계에서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전작 면적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판매 실적을 기초로 생산목표를 할당하는 방식으
로 쌀 생산조정책이 전환되었다. 또한, 제2단계로 2007년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수
급에 관한 정보와 시장의 시그널을 바탕으로 농업인⋅농업단체가 주체적으로 수급
을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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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쌀 정책의 변천

식량관리법
(1942∼1995년)
정부의 ․정부가 쌀 전량 관리
역할 (정부에 매도 의무)
대흉작
법 유통
및
․엄격한 유통 규제
제 시스템
UR합의
도
(93년)
가격
․정부 매입가격
형성

식량법
(1995년∼)

구분

운용개선

쌀 과잉
(거액의
재정
부담)

․정부 관리 외
자주유통미제도
도입(1969년)
․생산조정 개시
(1971년)
․자주유통미가격형
성기구의 창설
(1990년)

정부가 전작면적 배분
생산조정
운용

․정부의 역할은 비축미 운영으로 제한
․계획유통제도(엄격한
계획유통제도 폐지
유통 규제 완화)
식량법
․자주미 가격형성센 개정
터에서 입찰에 의한 (04년)
가격 형성
․적정 수준의 비축을 위해 비축운영 룰을 도입(1998년), 정부
의 매입수량과 매도수량을 연동
․자주유통미가격형성센터의 가격폭 제한 폐지(1998년)

․좌동

전국 일률 조건 및 단가를
바탕으로 실시
․좌동

쌀정책
개혁
시작
(04년)

정부가 생산
수량
배분
지역의
비전을
바탕으로 실시
(산지조성 대책)

쌀정책
개혁
2기
(07년)

농가주체
수급 조정

좌동

자료: 농림수산성.

2.3. 쌀 긴급대책의 시행(2007년 10월∼2009년)
쌀 정책개혁의 제2단계로 접어든 2007년 수확기 쌀값의 급락을 계기로 쌀 정책
은 재검토 되었다. 2007년 10월에 '쌀 긴급대책'이 결정되어 2007년산 쌀의 정부
수매, 2006년산 쌀의 사료 처분, 2008년 생산조정 등에 대한 시책이 검토되었다.
주요내용은 생산조정의 실효성 확보와 논의 풀 활용을 목표로 도도부현⋅전지
역에서 생산조정을 달성하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었다. 논 농업의 각종 사업
요건이나 예산배정에서 생산조정 달성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생산조정 대책
이 다시 강화되었다. 정부는 생산목표 수량과 함께 면적 환산치도 같이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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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긴급대책 하에서는 지역에 일정액을 교부하는 산지조성 교부금과는 별도로
생산조정 면적 확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 등의 신규수
요 쌀에 대한 지원도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당초 예산에 '논 등의 유
효활용 촉진 대책사업'이 추진되어 새롭게 생산조정을 실시한 면적에 대하여 전국
일률 단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신규수요 쌀에 대한 교부 단가는 10a당 5.0∼
5.5만 엔으로 정해졌다. 한편, 2008년에는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이 재검토되
어 명칭을 '논⋅밭 경영소득안정대책'으로 변경하고, 대상 요건도 완화하였다.
<표 2> 쌀 정책개혁 이후의 주요 대책
주요 내용
2002년 1월
12월

생산조정에 관한 연구회 발족
'쌀 정책개혁 대강'의 결정

2004년 4월

식량법 개정
쌀 정책개혁 시작

2005년 3월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의 제정

10월
2007년 4월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대강'의 결정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도입
생산자⋅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는 수급조정 시스템으로의 이행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대패

9월

2007년산 쌀값 하락

10월

쌀 긴급대책

2009년 8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 과반수 획득, 민주당 정권

2010년 3월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의 제정

4월

호별소득보상제도 시작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

2012년 12월
2013년 5월
7월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과반수 획득
'농림수산업과 지역의 활력창조 본부' 설립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과반수 획득
'농림수산업 지역의 활력창조 플랜' 공표
4대 개혁 공표

자료: 小針美和, ｢米政策の推移｣, 農林中金総合研究所,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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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주당 집권과 호별소득보상제도 추진(2010∼2013년)
2009년 민주당의 집권으로 '호별소득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쌀 정책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쌀 긴급대책에
서 고려된 생산조정 달성 상황에 따른 사업채택 우선배려 등의 생산조정 미달성
패널티는 전면 폐지되었다. 한편, 생산조정 실시자에게는 주식용 쌀의 재배에 대
한 이점을 직접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농업인에게 생산조정 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맡기는 이른바 선택적인 생산조정 구조로 전환하였다.
2010년에는 생산조정 실시한 농업인에 한해 주식용 쌀의 재배면적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교부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5만 엔/10a을 정
액으로 지급하고, 당 년산 판매 가격이 표준판매가격 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
쌀값 변동보전 교부금'으로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쌀 긴급대책'에서는 기존의 정
책과 새롭게 추가된 다양한 대책이 병행되어 주식용 쌀 이외의 작물에 대한 지원
체계가 복잡해진 바 있으나, 호별소득보상제도에서는 이들을 '논이용 자급력 향상
사업'으로 일원화하였고, 지원 단가도 전국 일률적으로 설정하였다.

2.5. 자민당 재집권과 쌀 직접지불 교부금의 폐지(2014년∼2017년)
제2차 아베정권 하에서 설치된 '농림수산업과 지역의 활력창조본부'에서는 행정
에 의한 생산수량목표 할당을 전제로 하는 생산조정 대책은 의욕이 있는 농업인의
효율적인 생산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쌀의 직접지불교부
금의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업과 지역의 활력창조 플랜'을 결정하였
다. 이와 더불어 농림수산성은 '4대 개혁'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농지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거나 농업경영을 효율화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지 이용의 집약화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제반의 대책을 강구하
였다.
둘째, 호별소득보상제도는 일률적인 지불 등 구조개혁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쌀의 직접지불 교부금'은 17년도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원
단가를 0.75만 엔/10a으로 줄였다.
셋째, 쌀 직접지불 교부금을 재검토함으로써 주식용 쌀에 편중되지 않고 맥류,
콩, 사료용 쌀 등 수요가 있는 작물의 생산을 촉진하고 의욕 있는 농가가 주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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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생산조정을 포함한 쌀 정책도 지금까지와 다른 모
습으로 행정에 의한 생산수량 목표 할당에 의지하지 않고도 수요에 따른 주식용
쌀 생산이 가능하도록 환경정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넷째, 농업⋅농촌이 가진 다면적 기능의 발휘에 대해서는 지역정책으로서 일본
형 직접지불(다면적 기능지불)을 창설하고, 집락 커뮤니티의 공동관리 등에 의해
농지가 농지로서 유지되어 미래에도 다면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며, 규모
를 확대를 꾀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구조개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3. 최근의 곡물 정책 동향
3.1. 기본 방향3)
일본 정부는 쌀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 스스로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한 쌀 생산, 그리고 식량 자급률 및 식량 자급력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논을 풀 활용하여 수요가 뒷받침 되는 맥류, 콩, 쌀가루 및
사료용 쌀 등의 전략작물의 생산을 확대하고, 채소, 과수 등 고수익 작물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행정에 의한 생산수량 목표 할당을 폐지하고, 산지와 생산자가 중
심이 되어 수요에 따른 생산 및 판매를 실시하는 쌀 정책으로의 전환을 재검토하
였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쌀 정책개혁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논 활용 직
접지불 교부금' 등의 경영⋅소득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1.1. 소비자 및 실수요자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쌀의 안정적 공급
향후에도 국내 쌀 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을 활용하여 논의 풀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쌀 정책개혁'을 정착
시키고, 정부로부터의 정보 제공 등을 바탕으로 생산자나 집하업자⋅단체가 수요
에 따른 생산⋅판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2020년 3월 3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가운데 쌀⋅논농업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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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확 품종의 도입과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자재비 절감 등으로 생산비를 줄
여 쌀 생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주식용 쌀은 사전계약⋅다년계약 등에 의해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중식⋅외식 사업자
의 매입 상황에 관한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수요와 결합된 생산⋅판매
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 급식의 추진⋅정착과 '쌀과 건강'에 대한 정보 확산, 기업과 연계한 소비
확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수요층을 확보함으로써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세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주식용 쌀 수요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쌀
해외시장 확대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일본산 쌀⋅쌀 가공품의 새로운 해외 수
요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3.1.2. 맥류, 콩 증산과 수요 확대 도모
맥류의 경우 국산 수요량이 판매예정 수량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며, 콩의 경
우도 건강 지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습해, 연작
피해, 규모 확대에 의한 노동 부담 증가, 기상 조건 변화 등의 저단수 요인을 극복
하고, 품질 개선 및 가격 안정을 통한 수요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맥류⋅콩 증산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식품 산업과의 제휴 강화를 도
모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 기반 정비에 의한 논의 범용
화, 배수 대책 강화, 내병성⋅가공 적성 등이 뛰어난 신품종의 개발⋅도입 등을 추
진하고 있다.

3.1.3. 쌀가루 및 사료용 쌀의 수요 확대
쌀가루용 쌀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보급에 의해 국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쌀가루용 쌀 생산량은 2013년 이후 2만 톤 내외를 유지하였으며, 2017년
이후에는 약 3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1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되
었다.
쌀가루용 쌀의 수요량은 2012년 이후 연간 2만 톤 정도로 유지되어 왔다. 2018
년 이후에는 쌀가루의 '글루텐프리 쌀가루 제품 제3자 인증제도'의 도입, 새로운
쌀가루 가공품 개발, 대형 유통업체의 쌀가루 제품 취급 증가에 힘입어 3만 톤 이
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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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쌀가루용 쌀의 생산량 및 수요량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일본 정부는 쌀 가루용 쌀의 수요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가공비용
절감 및 해외 글루텐프리 시장을 타겟으로 수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사료용 쌀은 다수확 품종의 도입이나 구분관리4)를 통한 본작화가 진전되
고 있다. 사료용 쌀 생산의 약 80%는 경영규모(전체 벼 경작면적)가 5ha 이상인
대규모 농가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현재 사료용으로 100만 톤 정도의 쌀이 축산
농가 및 배합사료업체에 공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료용 쌀의 다수확 품종 재배 기술의 정착과 보급을 통해 생산비
용을 낮추고, 유통비용 절감과 브랜드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의 사료용
쌀 재배동향을 바탕으로 실수요자인 사료업계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 확
대를 도모하고, 다년 계약에 의한 장기적인 안정거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3> 사료용 쌀의 재배면적 및 생산 동향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재배면적(만 ha)

3.4
1.3
39%
2.7
80%
18
(19)

8.0
3.0
37%
6.0
75%
42
(44)

9.1
3.9
43%
7.3
80%
48
(51)

9.2
4.6
50%
7.6
83%
48
(50)

8.0
4.5
56%
7.0
88%
42
(43)

7.3
4.3
60%
6.5
89%
38
(39)

다수확 품종
구분관리 조성
생산 계획량(만 톤)
(실적)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4) 구분관리는 주식용 쌀을 생산하는 논과 다른 장소에서 사료용 쌀만을 경작하는 방식으로 일본 정부
는 주식용 쌀과 동일한 장소에서 사료용 쌀을 생산하는 일괄관리와 비교할 때 다수품종의 도입이 용
이해 사료용 쌀의 정착을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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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료용 쌀 공급량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3.1.4. 고수익 작물로의 전환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 등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논의 범용화를 위한 기
반정비, 재배기술과 시설 도입, 판로확보 등의 대응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채소나 과수 등 고수익 작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수입품
이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업무용 채소의 국산 비중을 높일 계획이
다.

3.2. 수급 및 경영⋅소득 안정에 관한 주요 정책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영⋅소득 안정 정책으로는 논 활용 직접지불 교
부금, 밭작물 직접지불 교부금, 쌀⋅밭작물 수입 감소 영향 완화 교부금이 있다.
쌀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수요에 따른 주식용 쌀을 재배함과 동시에 수요가 있
는 사료용 쌀 등의 본작화를 위해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을 활용하고 있다.
외국과의 생산조건 격차로 불리함이 있는 국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밭작물 직접
지불 교부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쌀값 및 밭작물의 가격 변동 등에 의한 수입 감소
에 대해서는 '수입 감소 영향 완화 교부금'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산지에서 자
체적으로 수급안정을 위해 장기 계획적인 판매나 수출 등 주식용 쌀을 다른 용도
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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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을 통해 사료용 쌀, 맥류, 콩 등의 전략 작물의 본작화
를 진행하는 동시에 산지교부금에 의해 차별화된 산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를 통해 2025년까지 사료용 쌀 110만 톤, 쌀가루용 쌀은 10만 톤까지 생산을 확대
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사료 자급률은 4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편,
맥류와 콩 재배면적을 2025년까지 각각 28.1만ha, 15만ha까지 늘릴 방침이다.
<표 4> 전략작물 지원 단가

<그림 4> 사료용⋅쌀가루용 쌀의 수량과
지원단가의 관계

대상작물

단가

밀, 콩, 사료작물

3.5만 엔/10a

WCS용 벼

8.0만 엔/10a

가공용 쌀

2.0만 엔/10a

사료용⋅쌀가루용 쌀주)

5.5∼10.5만 엔/10a

주: 수량지불 방식
자료: 농림수산성｢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논의 풀 활용 비전’에 의해 고부가가치화나 저비용화를 도모하면서 차별화된 산
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재량으로 활용 가능한 산지교부금을 활용하여 이모작,
경종-축산의 연계를 포함해 산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은
도도부현 단계에서 지원 내용을 결정한다.
<표 5> 산지교부금 단가
조성내용

배분단가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의 다년(3년 이상)계약

1.2만 엔/10a

메밀, 유채꽃

2.0만 엔/10a
1)

신시장 개척용 쌀

2.0만 엔/10a

주 1: 수출용 일본술의 원료용 쌀 포함.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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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수익 작물의 도입⋅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논 농업 고수익화 추진계
획'에 근거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 등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기반 정
비, 재배기술 및 기계⋅시설의 도입, 판로확보 등의 대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 논에 고수익 작물 산지를 500개소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2.2. 밭작물 직접지불 교부금
외국과의 생산조건 격차로 불리함이 있는 국산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농업
인에 대해서 표준생산비와 표준판매가격의 차액을 직접 교부하는 밭작물 직접지불
교부금을 운용해 오고 있다. 생산량과 품질에 따라 교부하는 수량지불을 기본으로
하며, 당년산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면적지불은 수량지불 방식으로 선
지불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농업인은 인정농업인5), 집락영농, 인정신규취농인으
로 규모 조건은 없다.
<표 6> 수량지불 품목별 단가
품목

평균 교부 단가

밀

6,710엔/60kg

이조보리

6,780엔/50kg

육조보리

5,660엔/50kg

쌀보리

9,560엔/60kg

콩

9,930엔/60kg

사탕무

6,840엔/톤

전분원료용 감자

13,560엔/톤

메밀

13,170엔/45kg

유채

8,000엔/60kg

주 1: 사탕무의 기준 당도는 16.6%, 전분원료용 감자의 기준 전분함유율은 19.7%
자료: 농림수산성, ｢経営所得安定対策等の概要｣, 2020년.

5) 농업경영 기반강화 촉진법에 근거하여 의욕있는 농업인 스스로 경영 계획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성한
｢농업 경영 개선 계획(5 년 후의 경영 목표)｣를 시정촌이 인정한 농업경영인 또는 농업법인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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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면적지불 방식
<교부단가>

<수량지불과 면적지불의 관계>

주: 사탕무의 기준 당도는 16.6%, 전분원료용 감자의 기준 전분함유율은 19.7%
자료: 농림수산성, ｢経営所得安定対策等の概要｣, 2020년

3.2.3. 쌀⋅밭작물 수입감소 영향완화 교부금
‘쌀⋅밭작물 수입감소 영향완화 교부금’은 농가 갹출을 수반하는 경영에 착악한
일종의 안정장치로 쌀과 밭작물의 수입 감소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적
제도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인은 인정농업인, 집락영농, 인정신규취농으로
재배규모와는 무관하다. 쌀, 맥류, 콩, 사탕무, 전분 원료용 감자를 대상으로 지원
한다6).
쌀, 맥류, 콩 등 당년산 판매수입액의 합계가 표준수입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보전 재원은 농업인과 국가가 1대 3의 비율로 부담하
는 것으로 농업인의 적립금 갹출이 수반된다. 농업인은 ‘쌀⋅밭작물 수입감소 영
향완화 교부금’ 또는 ‘수입보험’ 대책 중 한 쪽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6) 맥주보리, 흑콩, 종자용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탕무, 전분원료용 감자는 홋카이도산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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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쌀⋅밭작물 수입감소 영향완화 교부금

자료: 농림수산성, ｢経営所得安定対策等の概要｣, 2020년

3.2.4. 쌀 연중공급을 위한 지원
산지의 자주적인 대응에 의해 수요에 따른 생산⋅판매가 이루어지는 환경정비
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기상 영향 등에 의한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 산지의 판단에
의해 주식용 쌀을 장기 계획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대응을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체
제를 마련하고 있다. 미리 생산자 등이 적립하여 연중 공급을 위해 장기 계획적으
로 판매, 수출용 판매 촉진, 업무용 등의 판매 촉진, 비주식용 판매 등의 자주적
대응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7> 쌀 연중공급을 위한 지원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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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일본의 곡물 정책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식인 쌀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쌀 소비 감소 및 과잉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1년부터 본
격적으로 시작된 쌀 생산조정 정책은 일본의 곡물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이
장에서는 일본의 쌀 생산조정 정책의 변천 과정, 과거 쌀 정책개혁과 정권교체 등
으로 인한 곡물정책의 주요 변화를 간략히 정리하고, 최근의 정책현황에 대해 살
펴보았다.
쌀 정책개혁의 핵심은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농업인과 산지가 주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다. 한편, 앞으로도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국내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사료용 및 쌀가루용 쌀, 맥류와 콩의
증산과 수요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
부는 해당 품목의 경영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 등의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노력이 앞으로도 사료용 쌀을 비롯한 전략작물의 생산유도로
이어져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
다. 쌀 수급 상황이 일본과 비슷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
라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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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5편

일본의 TPP 추진 경과 및 곡물 관련 대책
신동철(일본농업경영대학교 전임강사)*

1)

1. 일본의 TPP 추진 경위
2010년 4월 교섭이 시작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은 호주, 브루나
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과
베트남 총 12개국이 높은 수준의 야심적이고 포괄적이면서 균형 잡힌 협정을 목표
로 진행해 온 경제협력협정이다. 일본이 교섭에 참가한 2013년 3월 이후 여러 교
섭 과정을 거쳐 2015년 10월 애틀랜타 각료회의에서 대략적인 합의가 도출되었다.
2016년 2월 뉴질랜드에서 서명이 진행되었으며, 일본은 같은 해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2017년 1월 국내 절차의 완료를 통보하고 TPP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TPP로부터의 이탈을 표
명했다. 당시 TPP는 참가국의 GDP 합계 85%이상을 발효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이탈로 TPP의 발효는 불가능하였다. 이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국가에서 재협상이 진행되었다.
뉴질랜드와 캐나다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 내부적으로 TPP에 대한 입장 변
경이 있었고, 대미 수출과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확대에 기대를 하고 있던 베트남
과 말레이시아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TPP11의 행방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
나,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2017년 11월 다낭 각료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11
개국에 의해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2018년 3월 칠레에서 TPP11 협정이 서명되었다. 현재까지, 멕시코, 일본,

* sdc1012@afj.or.kr
1) 이 글은 일본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 및 ｢経営所得安定対策等
の概要｣ 2020년 공표자료를 기초로 하여 내용을 업데이트, 재편집ㆍ수정ㆍ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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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베트남 7개국이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였고,
2018년 12월 30일 TPP11 협정은 발효되었다.
<표 1> TPP11 교섭 경위
구분

내용
1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미국, TPP 이탈 대통령각서 발표

3월

TPP 각료회의(칠레)

5월

TPP 각료회의(베트남)

7월

제1회 TPP 고위급 실무회의(이후 4회 개최)

11월

TPP 각료회의(베트남) → 대략 합의

1월

TPP 고위급 실무회의(일본)→ 협정 본문 및 동결 항목 확정

3월

서명식(칠레)

12월

TPP11 발효

1월

TPP11 각료급 위원회(일본)

10월

TPP11 위원회(뉴질랜드)

8월

TPP11 각료급 위원회(화상회의)

자료: 외무성.

2. 주요 곡물의 합의 결과2)
2.1. 쌀
2.1.1. 일본의 쌀 수입 방식
WTO협정에 의해 일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던 쌀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수
입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95년 이후 매년 시장접근물량(이
하 MA) 77만 톤(현미 기준3))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MA쌀은 국영무역을 통
2) 곡물 외 주요 품목 가운데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현행 관세율 38.5%를
16년차에 9%까지 부분 감축하고, 별도의 ASG를 운영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차액관세제도를 유지,
종량세는 10년에 걸쳐 인하, 종가세는 10년간 균등 철폐, ASG는 11년차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협정
하였다. 축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TPP11 협정 내용은 허 덕⋅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외,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농정포커스｣ 17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 바람.
3) 일본의 MA쌀 수입량의 단위는 일반수입의 경우 현미 기준을 적용하고, SBS수입에 대해서는 현미,
정곡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수입한 물량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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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국가가 수입차익(이하 마크업)을 징수하면서, 용도에 따른 매도 관리를 실시
해 오고 있다.
MA 쌀 가운데 일반수입으로 매년 현미기준 약 67만 톤을 수입하고 비주식용으
로 판매하고 있으며, 주식용은 SBS방식으로 매년 약 10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
SBS방식은 국영무역 하에서 수입업자와 국내 실수요자의 실질적인 직거래를 가능
하게 하는 매매 방식이다.
<그림 1> 국영무역에 의한 일본의 쌀 수입 방식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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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쌀 및 관련 제품의 협상 결과
TPP11 협정결과, 쌀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영무역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호주에 대해 추가적인 국별 쿼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호주의 무관세쿼터는 쌀과
쌀가루 등을 SBS방식으로 1∼3년차에 6천 톤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8년차에
는 8,400톤까지 증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2> 쌀 협상결과 및 수입량

주: 1. 입찰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의 관점에서 SBS의 운용방식의 일부에 대해 기술적인 변경을 실시할 계획
이다.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쌀은 일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 가운데 하나인 점을 고려하여 WTO
협정 과정에서부터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MA 쌀(쿼터 내 수입)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kg당 341엔의 높은 2차 세율을 부과하여 수입(쿼터 외
수입)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MA쌀 이외의 쌀 수입량은 현재까
지 연간 약 100∼200톤 수준으로 미미하다.
TPP11 발효 이후에도 과거 WTO협정에 따른 기존 MA쌀에 대해서는 마크업 상
한 292엔/kg과 쿼터 외 수입량에 대한 관세율 341엔/kg4)은 그대로 유지된다.
4) 종가세 환산 시 778%(정미 기준)로 WTO협상(2000년~)에서 비종가세의 관세상당치를 결정하기 위하
여 기준연도(1999~2001년)의 수입가격 및 국제가격을 기초로 산출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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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의 쌀 국경조치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쌀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총 13개 품목의 관세를 5∼25%
감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입량이 많지 않거나 관세율이 낮은 총 16개 품목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삭감 또는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 쌀 관련 제품의 협상 결과
관세율

TPP회원국에서의 수입량
(2011∼2013년 평균)

쌀가루조제품(가당)

23.8%→17.8%
(6년차까지 25% 감축)

약 1만 6천 톤

쌀가루조제품(무당)

16.0%→13.6%
(4년차까지 15% 감축)

약 4천 톤

기타 11품목

5% 즉시 감축

-

곡물가공품(좁쌀 죽 등)

21.3%→5.3%
(6년차까지 75% 감축)

약 130톤

기타 15품목

11년차까지 관세 철폐

-

구분

일정 수입이
있던 품목

기존 수입량이
미미한 품목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ＴＰＰ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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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향후 전망
쌀 관련 협상 결과, 호주에 무관세 쿼터를 추가 제공하게 되었으나, 기본적인 수
입의 골조는 변경하지 않고, 현행 국영무역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MA쌀 이외의 수입 증가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별 쿼
터의 증량에 따른 국내 쌀 유통량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국산 쌀 가격이 하락할 가
능성은 남아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별 쿼터 증가가 국내산 주식용 쌀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비축미의 운영을 재검토하고, 추가된 국별 쿼터 물량
에 해당하는 국산 쌀을 정부 비축미로 수매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국별 쿼터량 증가가 국내산 주식용 쌀의 생산 및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
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4> 국별쿼터 증가에 따른 비축미 운영 방향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ＴＰＰ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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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밀, 보리
2.2.1. 일본의 밀, 보리 수입 방식
밀과 보리는 쌀과 함께 일본에 있어서 주요 식량 중 하나인 동시에 논농사의 전
작 작물, 기타칸토(北關東)⋅기타큐슈(北九州) 등에서의 논 후작 작물, 홋카이도에
서는 대규모 밭농사의 윤작 작물로써 국내생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높은 2차 세율로 쿼터 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쿼터 내 수입에 대해서
는 국영무역을 통해 운용함으로써 외국산 밀의 무질서한 유입을 제어하고 있다.
쿼터 내 수입 물량에 대한 밀과 보리의 최대 마크업은 각각 kg당 45.2엔, 28.6
엔이다. 한편, 쿼터 외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밀과 보리에 각각 kg당 55엔과 39엔
의 2차 세율이 부과되어, 일본의 밀과 보리의 수입은 대부분 국영무역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다.
<그림 5> 밀과 보리의 국경조치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ＴＰＰ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2.2.2. 밀, 보리 협상 결과
밀은 기존의 국영무역 제도를 지속하며, 쿼터 외 관세율 55엔/kg을 유지하는 것
으로 합의되었다. 다만, 기존 WTO협상에 따른 쿼터에 추가로 호주, 캐나다에 각
각 국별 쿼터(국영무역 SBS방식)를 신설하고 7년차까지 물량을 확대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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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기존의 WTO협상에 따른 마크업을 9년차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45%
감축5)하고, 추가된 국별 쿼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6> 밀 협상결과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ＴＰＰ対策｣의 내용을 재구성.

밀 관련 제품의 협상결과,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쿼터외 관세는 유지하되 쿼터
수량을 발효시 12.5천 톤에서 6년차에 17.5천 톤까지 늘리기로 하였다. 베이커리
용 및 기타 밀가루 제품의 경우 쿼터내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쿼터수량은 6년차
에 20천 톤까지 증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 밀 관련 제품의 협상 결과
수입량(2011∼13년 평균)
TPP회원국
세계

구분

관세율

쿼터수량

볶은밀, 밀가루 등
(국영무역품목)

쿼터내 무관세+마크업
(쿼터외 관세는 유지)

(발효시→6년차)
12.5천 톤→17.5천 톤

0.6천 톤

3.7천 톤

베이커리용
밀가루 제품

쿼터내 즉시 철폐
(쿼터외 관세는 유지)

(발효시→6년차)
17.3천 톤→20천 톤

17천 톤

41천 톤

기타 밀가루 제품

쿼터내 즉시 철폐
(쿼터외 관세는 유지)

(발효시→6년차)
15천 톤→22.5천 톤

24천 톤

69천 톤

마카로니, 스파게티
비스켓

9년차까지 60% 감축
6년차에 철폐

-

22천 톤
8천 톤

136천 톤
21천 톤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ＴＰＰ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
5)주요 5개 품종 이외의 밀에는 마크업을 9년차까지 50%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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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는 밀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국영무역 제도를 지속하며, 쿼터 외 관세율 39
엔/kg을 유지하되, 기존 WTO협상에 따른 쿼터수량에 TPP11쿼터(국영무역, SBS
방식)를 신설하고, 9년차에 6.5만 톤까지 증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기존의 마
크업을 9년차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45% 감축하고, 추가된 TPP11쿼터에도 동
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7> 보리 협상결과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ＴＰＰ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에 재인용.

사료용 보리는 기존 국영무역(SBS) 하에서도 일정의 마크업만 징수하고 있어
보리 관련 주요 사료 원료는 사실상 무관세로 수입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TPP11
협상 결과, 사료용 보리의 경우 식량용으로의 부정유통 방지 조치를 강구한 후 마
크업을 징수하지 않는 민간무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사료용 비타민 제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사
료용 보리는 국내 생산이 없기 때문에 협상결과는 보리의 국내 생산 및 사료용 보
리의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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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사료용 보리의 합의 결과

자료: 농림수산성, ｢ＴＰＰにおける重要５品目等の交渉結果｣에서 재인용.

2.2.3. 향후 전망
일본은 국내산 밀과 보리로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수요량을 충족할 수 없는 구조
이므로 국영무역을 통해 계획적인 수입의 유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TPP11 협정에 따른 새로운 쿼터수량은 기존의 쿼터로 수입되고 있는 물량을 대체
하게 되는 것이며, 국산 밀과 보리로 대체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마크업 인하에 따른 수입밀과 보리의 가격 하락이 국내산 판매가격에 영향
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국내산 밀과 보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
정비를 검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 오고 있다.

2.3. 콩 협상 결과 및 향후 전망
일본은 콩이 1980년 정식으로 무관세로 전환되었으나,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충족할 수 없는 잡두(팥, 강낭콩, 완두콩, 누에콩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쿼터량을
설정하여 수입해 왔다(전체 12만 톤). 잡두의 기존 쿼터 내 관세는 10%였으나, 쿼
터 외 관세율은 kg당 354엔으로 설정하여 쿼터 외 추가 수입은 제어해 왔다.
협상결과, 일본은 잡두의 쿼터 내 관세는 즉시 철폐하되 쿼터 외 관세율은 유지
하고, 기존 쿼터물량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생산으로 부족한 양을 수입을 하기로
하였다. 일본 정부는 잡두의 수입에 있어서 기존 수입 대상국이 TPP11 참가국으로
전환되는 수준으로 내다봤고, 국내 생산량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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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두류 협상결과
구분

현재 관세율

합의 내용

국내
생산량

수입량

현행
유지

7.1만 톤

2.6만 톤

계: 1.1만 톤
캐나다: 1.0만 톤
미국: 0.09만 톤

즉시
철폐

현행
유지

1.8만 톤

3.4만 톤

계: 1.5만 톤
미국: 0.9만 톤
캐나다: 0.6만 톤

즉시
철폐

8년차
까지
철폐

1.7만 톤

2.7만 톤

계: 0.9만 톤
미국: 0.9만 톤
호주: 0.02만 톤

쿼터 내

쿼터 외

쿼터 내

쿼터 외

팥

10%

354엔/kg

즉시
철폐

강낭콩

10%

354엔/kg

땅콩

10%

617엔/kg

TPP참가국

주 1: 국내 생산량 및 수입량 은 최근 3개년 평균임.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ＴＰＰ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에 재인용.

3. TPP협상에 따른 주요 곡물 관련 대책
3.1. 경영안정 및 공급안정을 위한 대비
쌀, 밀, 보리, 소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품목의 경영 안정 및 공급 안정 대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쌀은 추가된 국별 쿼터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량을 정부가 비축
미로 수매하고, 국산 밀과 보리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소득 안정 대
책’을 활용할 계획이다.

3.1.1. 정부 비축미 운영의 재검토
일본은 정부 비축미의 적정수준을 100만 톤 정도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6).
정부의 비축미 매입 및 판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주식
용으로 비축미를 판매하지 않고, 선입선출 방식에 의해 시장에 방출하고 있다7).
기본적인 운용방식은 총 비축물량 약 100만 톤 정도를 설정하여 매년 파종 전
계약에 의해 21만 톤을 매입하고, 5년 이월된 쌀을 사료용, 가공용, 원조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 매입량은 매년 20만 톤 정도를 유지해 왔으
6) 10년에 한번 정도의 흉작 수준 또는 보통 정도의 흉작이 2년 연속된 상황에도 국내산 쌀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임.
7) 비축미를 주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대흉작 등의 경우에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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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PP협정에 따른 ‘종합적인 TPP 등 관련 정책 대강’에 기초하여 호주 국별 쿼
터 물량을 추가한 21만 톤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림 9> 정부 비축미의 기본 운영 방식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는 수입산 입찰연도와 동일한 연산의 국내산 쌀을 기존의 비축 쌀 매
입 방식과 동일하게 수확 전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물량과 TPP 협상 물량
을 구분하여 TPP 물량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인데, 이는 TPP 국별 쿼터에 의
한 수입량 증가가 주식용 쌀의 수급 및 가격에 주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림 10> 정부 비축미 운영 방향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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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경영소득안정대책을 통한 국내산 밀, 보리의 공급 안정 도모
일본 정부는 마크업 인하에 따른 국산 밀과 보리 가격 하락의 대책으로 ‘경영⋅
소득 안정대책’을 적절히 실시하여 표준생산비와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교부금으로
보전함으로써, 국내 생산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밀가루
및 관련 제품의 쿼터물량 설정에 대해서는 고품질 밀의 도입, 품질 안정화 및 수량
향상, 제분공장 재편 정비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11> 밀 경영안정 및 공급안정을 위한 대책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ＴＰＰ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에 재인용.

3.2. 고품질 농림수산물 수출 등 수요 프런티어 개척
일본은 TPP협상을 통해 얻은 회원국들의 관세 철폐 성과를 일본의 농림수산물
의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외국의 수입규제
완화⋅철폐에 따른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구축을 서두르는 동시에
방사선 물질 등에 관한 수입규제 완화 또는 철폐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수출 품목의 체질 강화를 위해 일본산 농림수산물 수출의 전략적 프로모션
강화, 조기의 성과가 전망되는 중점 분야 및 테마별 해외 판로 개척을 강화하고 있
다. 특히, 일본은 쌀 소비량이 매년 약 10만 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 자급률
및 식량 자급력의 향상이나 쌀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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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출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수출환경 정비

자료: 농림수산성, ｢総合的なＴＰＰ等関連政策大綱に基づく農林水産分野の対策｣2020년 2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쌀 해외시장 확대 전략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쌀
수출량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출에 종사하는 관계자를 배정하
고, 각각의 주체들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림 13> 쌀 해외시장 확대 전략 프로젝트

자료: 농림수산성｢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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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제경쟁력 있는 산지 이노베이션 촉진
논, 밭작물 등에 있어서 산지의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강점을 살린 혁
신을 도모하고, 스마트농업을 중소⋅가족 경영 및 조건불리 지역을 포함하여 지원
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이나 가공⋅업무용 등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의 생산기반 강화함으로써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배수 개량 등을 통한 논을 밭으로 만들기, 농지의 구획 확대, 밭지대 관개시설의
정비 등에 의한 밭의 고기능화 등 기반정비를 통해 고수익 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영농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지중간관리사업의 중점실시구역 등에서 농지의 구획화 및 범용화를 추
진하고 있다. 쌀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농지의 대구획화, 배수 개량, 물 관리의
생력화 등을 위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14> 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고수익 작물 중심으로의 영농체계 전환

자료: 농림수산성, ｢総合的なＴＰＰ等関連政策大綱に基づく農林水産分野の対策｣2020년 2월 공표자료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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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지의 구획화 및 범용화

자료: 농림수산성, ｢総合的なＴＰＰ等関連政策大綱に基づく農林水産分野の対策｣2020년 2월 공표자료에서 재인
용.

4. 맺음말
2017년 1월 미국의 이탈로 TPP 협정은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일본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어 2017년 11월 다낭 각료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의해 대략
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2018년 3월 칠레에서 서명되었고, 같은 해 12월 30일
TPP11 협정은 발효되었다.
일본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국별 쿼터 등
을 제공하였다. 쌀은 기존의 국영무역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되, 호주에 대해 추가
적인 국별 쿼터 8,400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밀과 보리는 기존의 국영무역 제도
를 지속하며, 쿼터 외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밀은 기존 WTO협
상에 따른 쿼터에 호주, 캐나다에 각각 국별 쿼터를 신설하고 보리는 기존 WTO협
상에 따른 쿼터수량에 TPP11 쿼터를 추가하였다.
또한, 밀과 보리는 기존의 마크업을 9년차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45% 감축
하기로 하였다. 사료용 보리는 마크업을 징수하지 않는 민간무역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TPP 발효에 따른 쌀, 밀, 보리 등에 대한 국내 생산 및 농가 소득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쌀은 추가된 국별 쿼터에 해당하는 국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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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을 정부가 비축미로 수매하고, 국산 밀과 보리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소득 안정 대책’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TPP 협상을 통해 얻은 회원국들의 관세 철폐 성과를 일본의
농림수산물의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쌀 해
외시장 확대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현재 약 2만 톤 수준의 쌀 수출을 10만 톤
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쌀 수출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
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TPP11을 기회로 살려 쌀 수출 목표를 어느 정도 달
성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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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제1편

태국의 농업 개황
김정호(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1)

1. 머리말
태국(Thailand)2)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서부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
에 라오스, 남쪽에 캄보디아, 서쪽에 미얀마가 접해 있다. 태국의 국토면적은 51만
㎢로 한반도의 2.3배에 달하며, 인구는 약 7천만 명으로 그 중 약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은 태국 GDP의 약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기간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
며, 그 중에서도 쌀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태국의 경지면적 약 19만㎢의 60%가 논
이며, 아열대몬순 기후에 강수량도 풍부하여 벼농사를 2~3기작으로 재배할 수 있
다. 쌀은 국민의 주식인 동시에 세계 3위의 수출품이기도 하다. 장립종인 인디카
쌀을 생산하는데, 정곡 기준으로 연평균 2천만 톤을 생산하여 그 중 절반인 1천만
톤을 수출하고 있다.
쌀 이외 주요 농산물은 카사바, 사탕수수, 천연고무 등이다. 소주의 원료인 카
사바는 세계 수출 1위이고, 사탕수수를 원료 한 설탕 수출도 세계 2위이다. 천연고
무는 세계 생산량의 1/3을 차지하여 단연 1위이다. 이렇게 자연자원을 잘 활용하
여 농업생산을 전문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가진다. 최근에는 가공식품 생산도
활발하여 파인애플 통조림, 참치캔, 냉동새우 등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kreikjh@naver.com
1) 이 글은 일본 농림수산성, ｢総合的なＴＰＰ等関連政策大綱に基づく農林水産分野の対策｣ 2020년 2월
공표자료 및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ＴＰＰ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를 기초로 하여
쌀, 밀, 콩을 중심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재편집ㆍ수정ㆍ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2) 태국의 정식 국명은 타이왕국(Kingdom of Thailand)이며, 국왕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입헌군주제 국가
이다. 태국어로 타이는 ‘자유’를 뜻하여 국명을 ‘쁘라텟 타이’라고 칭하는데, 자유의 나라라는 뜻이다.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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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농식품 뿐만 아니라 임산물과 수산물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풍
부한 식품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
식품 소비와 관련하여 최근에 먹거리 안전 및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유기농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유기농식품 표준을 개발하여 유기농 제품
생산 및 관련 마케팅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유기농식품 수요에 맞추
어 친환경 유기농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태국 농축산업에 대한 특집의 일환으로, 먼저 제1편에 해당하는 태
국의 농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향과 현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다음 편
부터는 구체적으로 쌀(제2편), 축산업과 사료곡물(제3편), 식품산업(제4편), 국제
농업협력(제5편) 등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농업 여건과 산업적 지위3)
(1) 국토와 자연환경
태국의 국토면적은 51만 3천k㎡로 한반도의 2.3배에 달한다. 국토의 약 1/4은
삼림지대이고 약 38% 가량이 농경지이다. 총 경지면적 약 19만㎢ 가운데 약 60%
가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삼림에서는 목재와 수지(樹脂)가 생산되며, 대나무⋅야
자나무⋅고무나무⋅등나무 등도 유용한 수목이다.
태국은 지형적으로 산맥을 따라 북부⋅북동부⋅중부⋅남부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산맥은 북부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양쪽으로 나뉜다. 한 쪽은 중부와 북
동부를 가르는 페차분 산맥과 돈파야젠 산맥을 이루고, 다른 한 쪽은 미얀마 국경
을 따라 이어지는 타논톤차이⋅테나세리움 산맥을 이루는데, 이 산맥들은 말레이
반도로 연결된다.

3) 이 절의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세계농업 159호 (2013. 11) “태국 농업 개황”(필자 :
손수현)을 기본으로 하여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プロ研資料 第11
号 (2019.3.) 제6장 “태국”(필자 : 井上 荘太朗), 그리고 최근의 통계 수치는 외교부와 농식품부의 인
터넷 사이트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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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태국의 국가 개요
국토 지도

주요 지표 (2018년, IMF)

면적 : 51.3만㎢
인구 : 6,918만 명
민족 구성 : 타이족(85%), 화교(12%),
말레이(2%) 등
언어 : 타이어(공용어), 중국, 말레이어
기후 : 고온다습 아열대성 기후
정치 체제 : 입헌군주제
정부 형태 : 내각책임제
GDP : 4,872억 달러
1인당 GDP : 7,187달러
교역 : 4,950억 달러
환율 : 1$=31바트 (2019년 평균, World
Bank)

주 : 지도는 인터넷 캡쳐, 주요 지표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분수계를 따라 흐르는 하천들은 많은 산간분지를 형성한다. 북동부에는 코라트
고원(高原)이 펼쳐져 있는데, 코라트 고원은 메콩 강을 향하여 완만하게 경사진 평
지가 형성되어 있다. 중부에는 메남 강(차오프라야 강) 유역에 충적평야가 전개되
며, 이 지역은 벼농사의 중심지를 이룬다.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이기 때문에 우
기에는 범람으로 인해 평야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된다. 남부의 시암 만 연안에는 하
천의 침식과 퇴적으로 이루어진 평야가 분포한다.
태국의 기후는 아열대몬순 기후로 강수량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건기(乾期)와
우기(雨期)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우기는 5~10월경이고, 건기는 11~4월경이다.
연중 기온의 변화는 단조로운 편으로 연평균 기온은 25∼29℃이며, 우기가 시작
되기 직전의 기온이 가장 높다. 연강우량은 코라트 고원의 900㎜에서 차오프라야
범람원의 1,016㎜, 말레이반도 서해안의 4,000㎜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지역
적으로 남부 서안(西岸)에 강우량이 가장 많고, 남부 동안(東岸)은 몬순의 영향으
로 10∼12월에 비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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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장과 농업
태국은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빠르게 경제성
장을 이룩한 나라이다. 방대한 국토(51.3만km2, 한반도의 2.3배),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 건실한 농업생산 기반, 역내 교역 확대, 외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나라경제가 빠르게 신장하여 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하였다.
그 결과 2019년 현재는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
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액이 GDP의 약 59%를 차지하는 수출주도형 중진개도국이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걸쳐 태국 경제는 해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 호경기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1996년에 경기가 급박하게 감속되어 무
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자 1997년 5월부터 헤지펀드가 통화 바트(Baht)를 대량으
로 매각하였다. 태국중앙은행은 이 공격에 방어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반년 정도
지난 1998년에 바트의 가치는 반감되었다.
해외에서의 자금은 급속히 유출되었고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였다. 이
통화 위기에 정부는 IMF로부터 긴급 융자로 대응하였고, 융자 조건에 따라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이자율 인상을 실시하였다. 국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태국
정부는 변동환율제 채택 및 경제구조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외환위기에서 회복된 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탁신 정권의 경제확장 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높은 경제성장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2006년에 탁신 총리가 군사
쿠데타로 실각하면서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2008년 리먼 사태(미국의 투자은행
Lehman Brothers 파산에 의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 감소까지 겹쳐 마
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이 불황 후에 2010년에는 성장률이 다소 회복되었
지만, 2011년은 국토 중앙부가 대홍수를 겪으면서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하였다.
2012년에는 홍수로부터 회복되고 잉락 정권이 확장적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성장률은 상승하였다. 그 후에도 가뭄 피해나 정치적 혼란도 있어 2013년과 2014
년의 경제성장률은 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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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태국의 실질경제성장률 추이(1994~2017년, 전년대비 연율 %)

자료 : NESDB Statistics. 井上 荘太朗(2019)에서 재인용.

2014년에 집권한 쁘라윳 총리는 정치적 혼란을 진정시키고4) 경제 활동을 안정
시키는데 주력하여 2015년 이후 태국 경제는 비교적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2015
년 이후의 국내총지출 중에서 순수출 비율은 2015년 9%, 2016년 11%, 2017년
10%를 점유하였다. 다만, 성장률로 보면 순수출액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018년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농산물 수출시장의 가격 동향이나 비농업 부문
의 성장률에 영향을 받는다. 2008년에는 리먼 사태로 인해 태국의 GDP 성장률이
1.7%에 머물렀으나, 농산물의 국제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에 농업의 기여도는
0.3%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에도 대홍수에 의해 제조업 부문이 타격을 받았
으나 농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출품 가격
이 침체됨에 따라 제1차 산업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나타내다가 2017년에는 수출
시장 회복에 따라 플러스 0.3%을 기록하였다.

4) 태국의 2000년대 총리는 탁신(Thaksin Shinawatra, 2002~2006년), 군사정권 2년간 5명 총리 교체,
아피싯(Abhisit Vejjajiva, 2008~2011년), 잉락(Yingluck Shinawatra, 2011~2014년), 쁘라윳(Prayuth
Chanocha, 2014~현재, 재집권)으로 이어졌다. 참고로, 잉락 총리는 최초의 여성 총리로 탁신 총리의
막내동생이기도 하다. 자료 : 언론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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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구조와 농업
태국의 산업구조에서 농업은 매우 중요하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약
6,900만 명 중에서 62%에 해당하는 약 4,300만 명이 농가인구이고, 또한 40%인
2,700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만, 산업화에 따라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83% 수준에서 1990년 81%, 그리고 2000년 69%로 매년 감소하
고 있으나 아직도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1960년부터 태국은 경제사회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농업국가에서 제조업 기반의
산업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여 1960년대에는 평
균 8%, 1970년대에는 평균 7.5%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1980년부터는 농
업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상공업 중
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였다.
<그림 3> 태국의 산업별 GDP 비중 추이(1993~2017년)

자료 : NESDB Statistics. 井上 荘太朗(2019)에서 재인용.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50년대에는 47%에서 그 비중이 점점 감소
하여 1966년에는 35.6%, 1986년에는 16.3%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의 아시아 통화위기 때에는 바트화의 가치 하
락으로 농산물의 수출액이 늘어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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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9.2%를 차지하고 있던 농업의 비중은 비농
업 부문의 경제가 확대되면서 2016년에는 5.8%까지 감소하였다. 그 후 2017년에
는 5.9% 수준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농업인구는 감소하는 추세
이지만, 여전히 태국은 풍부한 토지와 적합한 기후 조건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발휘하여 세계 농산품 수출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쌀은 세계 수출 3위, 소주의 원료인 카사바는 세계 수출 1위이고, 사탕수수를
원료 한 설탕 수출도 세계 2위이다. 고무는 세계 생산량의 1/3을 차지하여 단연 1
위이다.
그밖에 과일, 채소, 가축 사료, 닭고기 등도 수출 비중이 크며, 가공식품으로 참
치캔, 파인애플 통조림, 냉동새우 등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8년부터
2010년까지 농산물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10%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의 든
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성이 강조되면서 코코넛, 냉동두리안 등
유기농산물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5)
<표 1> 태국의 농산물 경작면적과 수확량(2010년)
작물

재배면적 (만ha)

총생산량 (만톤)

단수 (kg/10a)

쌀(우기작)

913

2,236

248

쌀(건기작)

244

886

364

사료용 옥수수

114

428

391

카사바

121

2,015

1,883

사탕수수

105

7,089

6,814

대두

12

19

158

천연고무

193

315

163

팜야자

58

903

1,552

자료: 태국 농업․협동조합부. Pacific Trade Japan, タイの農業事情 에서 재인용 작성.

태국의 농업생산 분포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다. 중부 지역은 전통적인 곡창지
대로 수자원이 풍부하여 인디카쌀, 담배, 사탕수수, 파인애플 등의 열대작물이 재
배되고 초지도 많아서 축산과 낙농품의 주요 생산지이다. 남부 지역은 해안에 연

5) 태국의 유기농업 실태에 관해서는 통계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며, 태국농업경제사무소(OAE)는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유기농산물 수출이 30%나 증가한 23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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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온화한 기후조건으로 파인애플, 팜오일, 고무나무 등이 재배되고, 양식산업
도 발달하고 있다.
북부 지역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경지 조건은 양호한 편이 아니므로 담배, 콩,
옥수수, 타피오카 등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동북부 지역은 해안과 주요 도시로부
터 멀기 때문에 태국 농업인구의 절반이 거주할 정도로 소농 형태로 생산하고 있
으며, 따라서 국토 전체로 보면 농업생산성이 낮고 빈곤율도 높은 농촌지역이다.

3.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 동향6)
(1) 최근의 농업생산 다양화
태국 농업의 중심은 역시 쌀이다. 총 경지면적의 약 60%가 논이며, 여기에 아열
대몬순기후 덕분에 2~3기작으로 쌀을 재배한다. 논은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지속
적으로 추진되어 관개수리면적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30% 정도
만이 수리안전답이다. 그리고 농경지의 약 25%가 밭으로 사탕수수와 옥수수 등이
재배되며, 약 15%가 과수원 및 초지로 구성된다.
태국은 천혜의 기후조건과 넓은 경지면적 및 관개시설 정비에 힘입어 세계적인
쌀 수출국이 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정부의 쌀 생산조정이 가시화되고, 수
출 다변화 정책으로 인하여 다양한 농산물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건기
작(乾期作) 쌀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밭작물인 카사바나 사탕수수 등으로 전환
되기도 하였다.

6) 절의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가 발간한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プロ研資料 第11号
(2019.3.) 제6장 “태국”(필자 井上 荘太朗)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세계농업 159호
(2013. 11) “태국 농업 개황”(필자 : 손수현) 및 최근의 일부 자료는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작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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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태국의 주요 농산물 수확면적 추이(2000~2017년)
(단위: 천ha)

주 : 막대그래프의 검정색은 옥수수, 회색은 카사바, 희색은 사탕수수
자료 : Agricultural Statistics of Thailand. 井上 荘太朗(2019)에서 재인용.

태국의 농업은 수출에 많이 의존하므로 농산물의 국제시황에 대응하여 능동적
으로 작목을 전환하고 있다. 최근에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서 쌀 생산이 정부의 개
입 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3년에 걸쳐
수확 면적이 확대되고, 그 후의 정책 변화에 따라 급속히 축소되었다. 즉, 건기작
쌀의 수확 면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220만 ha나 감소하였다. 다만, 이
감소는 주로 휴경에 의한 것이며 사탕수수나 옥수수로의 전작이 진전된 때문은 아
니다.
또한 2011년 이후 사탕수수의 수확 면적은 확대되어 2016년에는 140만 ha 이상
으로 늘어났다. 또한 카사바의 수확 면적은 2000년대 초에는 100만 ha 정도였으
나, 그 후 계속 확대되어 130만 ha를 넘는 수준이다.

(2) 쌀
태국은 세계적인 쌀 생산국이고 수출국이다. 태국 쌀의 주종은 ‘안남미’라고 불
리는 인디카 계통의 쌀(Indica Rice)이며, 고급 향미(香米)인 프리미엄 자스민쌀
(Jasmine Rice)도 생산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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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쌀 생산의 추이를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쌀 생산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벼농사에 대한 보호가 급속히 축소된 것이나 정
부가 물 부족을 이유로 관개지에서 채소 등으로의 전환을 지도했기 때문에 쌀 생
산은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최근의 쌀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의 개입 정책과
홍수 또는 가뭄이라는 기상변동이다. 잉락 정부에 의하여 가격지지정책으로 쌀담
보융자 제도가 실시된 초년인 2011년에 쌀의 농장가격은 1톤당 12,127바트로 사상
최고치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톤당 9,000바트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쌀
생산량은 2011년에 3,800만 톤까지 증가한 후에 급속히 감소하였다. 특히 2014년
과 2015년에는 가뭄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2016년부터 쌀 생산량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우기작(雨期作)의 동향을 보면, 2011년에 쌀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하고 생산량
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가뭄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하였으
나, 가격이 하락한 2016년에는 우기작의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다. 2017년에는 다
시 생산 감소가 되었으나 가격은 상승하였다.
건기작(乾期作)은 정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건기작 쌀의 가격 수준은
2008년 국제시장에서 가격 급등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하락하였으나,
2011년에 시작된 쌀담보융자 제도로 인해 2012년과 2013년의 건기작의 쌀 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생산량도 최대를 기록하였다.

7) 쌀은 쌀알 모양과 재배지역에 따라 인디카(indica), 자포니카(japonica), 자바니카(javanica)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 자바니카는 인디카와 유사하므로 흔히 인디카와 자포니카로 크게 나눈다. 인디카쌀은 장
립형이고 자포니카쌀은 중단립형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쌀은 자포니카에 속한다. 인디카쌀은
푸석거리는 쌀로 흔히 '안남미'라고 부르며, 전세계 쌀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자스민쌀(Jasmine
Rice)은 향긋한 꽃냄새가 나는 향미(香米)로, 프리미엄급 쌀값이 보통쌀의 약 2배 수준이다.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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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태국의 쌀 생산량(우기작+건기작)과 가격 추이(1999~2017년)

<그림 6> 태국의 건기작 쌀 생산량과 가격 추이(2000~2018년)

주 : 막대그래프는 생산량(1,000톤, 좌축), 실선그래프는 농장가격(바트/톤, 우축)
자료 : Agricultural Statistics of Thailand. 井上 荘太朗(2019)에서 재인용.

그리고 쌀담보융자제도가 폐지된 2014년 이후에 가뭄의 영향으로 벼 재배가 제
한되기도 하여 2015년 쌀 생산량은 약 400만 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의
1,200만 톤에 비해 대략 3분의 1까지 감소한 것이다. 2016년에는 물 부족에 따른
작물 제한 및 타작물 전환으로 인하여 다시 300만 톤까지 감소하였다. 다만, 강우
로 저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에는 건기작의 작황이 급증하여 2018년 쌀 수
확량은 800만 톤까지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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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수수
옥수수는 짧은 수확기간에 토지생산성이 쌀보다 높고 토질이나 수질도 가리지
않아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며, 가축의 가장 중요한 사료로 널리 재
배되고 있다.
태국의 사료 수요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옥수수의 농장 가격은 2012년에 1kg
당 9.34바트의 고가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2017년에는 kg당 6.86바트를 하회하고
있다. 한편, 옥수수 재배면적은 최근에 650만 라이(104만ha)8) 수준까지 감소하였
다. 옥수수 생산량은 2011년 497만 톤을 정점으로 2015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였
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7> 태국의 옥수수 생산량과 가격 추이(1999~2017년)

주 : 막대그래프는 생산량(1,000톤, 좌축), 실선그래프는 농장가격(바트/kg, 우축)
자료 : Agricultural Statistics of Thailand. 井上 荘太朗(2019)에서 재인용.

(4) 카사바
카사바(Cassaba)는 길쭉한 고구마와 같은 외관을 가진 식물로 열대지방에서
는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타민, 무기질 등 풍부한
영양 성분을 함유한 식재료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8) 라이(rai)는 태국 고유의 면적 단위로 1라이는 1600㎡(0.16ha)에 해당한다. 그 밖의 면적 단위로 1라
이는 4응안(Ngan=400㎡) 또는 400딸랑와(wah=4㎡) 단위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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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카사바의 경작면적은 쌀 다음으로 많고, 수확량도 사탕수수와 쌀의 뒤
를 이어 3위로 태국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카사바의 주산지는
태국 동북지방이며,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로
서 재배가 용이하다.
카사바의 가격은 생산량의 감소에 의해 2010년에 1톤당 2,680바트라는 최고가
를 기록하였다. 그 후 생산량이 회복되어 3,000만 톤을 넘는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9월에 카사바 수입국인 중국이 옥수수의 재고 처리를 추진하
기 위하여 에탄올 제조공장에 중국산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때문에 에탄올의 원료로 수입되던 태국산 카사바가 중국산 옥수수로 대체되었
다.
또한, 중국에서 사료 원료용 카사바에 대한 엄격한 잔류농약검사가 실시되면서
중국으로 향하는 카사바 수출이 급감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2012년부터
2015년경까지 kg당 2바트 수준으로 유지하던 카사바 가격은 2016년부터 하락하
여 2017년에 kg당 1.5바트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태국 국내의 가뭄 때문에 생산량
도 약 3,00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생산량이 줄어 약 2,700만 톤까지 감소하였으나, 카사바 가격은 반
전되어 kg당 2.07바트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8> 태국의 카사바 생산량과 가격 추이(2000~2018년)

주 : 막대그래프는 생산량(1,000톤, 좌축), 실선그래프는 농장가격(바트/kg, 우축)
자료 : Agricultural Statistics of Thailand. 井上 荘太朗(20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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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탕수수
태국 국내와 세계 시장에서 설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탕수수 재배가 국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사탕수수의 수확량은 태국 농산물 중 가장
많으며, 경작면적도 4번째로 높은 작물로 태국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사탕수수 압착기들이 도입되어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
하였다.
사탕수수 생산량은 정부 정책으로 장려된 쌀의 전작(轉作) 작물로서 2015년까
지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뭄의 영향으로 2016년 이후 사탕수수 생산량은 감
소하고 있다. 사탕수수 가격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여 2016년까지 저하 경향도
보였지만, 흉작의 영향으로 2017년에는 반전하여 상승하고 있다. 또한 2017/2018
년 수확기의 사탕수수 수확량은 쌀의 전작 및 강우 상황으로 인해 더욱 증가하였
다. 2018년의 생산량은 1억 400만 톤을 기록하였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설탕가격은 국제가격(런던 시장가격)에 태국 국내 판매비용
등을 더하여 결정된다. 또한 정부는 2009년부터 사탕수수⋅설탕기금(Cane and
Sugar Fund)에 출연하기 위해 1kg 당 5바트를 가산함으로써, 소비자는 시장가격
을 웃도는 가격으로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였다. 그러나 이 출연금도 폐지되었
으며, 2018년 사탕수수 가격은 2017년부터 대폭 하락하여 1톤 당 761바트 수준이
되었다.
<그림 9> 태국의 사탕수수 생산량과 가격 추이(2000~2018년)

주 : 막대그래프는 생산량(1,000톤, 좌축), 실선그래프는 농장가격(바트/톤, 우축)
자료 : Agricultural Statistics of Thailand. 井上 荘太朗(20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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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팜야자
팜야자(African oil palm)는 열매의 과육과 씨앗 모두 기름을 많이 함유하고 있
는데, 중과피를 짜서 얻은 기름을 팜유, 씨앗에서 채취한 기름을 팜핵유라 한다.
현재 세계의 주산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이다.
세계적인 팜유의 수요 증대에 따라 팜유의 원료인 팜야자 과실의 가격은 2011년
1kg당 5.34바트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공급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2013
년에는 가격이 3.54바트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팜야자는 다년생 작물로서 과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생산량을 즉시 감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4년에도 생산량
이 증가하여 1,200만 톤을 넘었다.
2015년 이후에도 팜야자 과실의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공급과잉 상태를 나타냈
다. 이에 따라 팜야자 과실의 생산량은 2015년부터 감소세로 반전되어 2016년에
는 약 1,100만 톤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에 과실 가격이 1kg당 5.41바트
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2017년에는 팜야자 생산량은 다시 증가로 전환되어 약
1,350만 톤을 기록하였다.
<그림 10> 태국의 팜야자 과실 생산량과 가격 추이(1998~2017년)

주 : 막대그래프는 생산량(1,000톤, 좌축), 실선그래프는 농장가격(바트/kg, 우축)
자료 : Agricultural Statistics of Thailand. 井上 荘太朗(20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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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천연고무
천연고무(natural rubber)는 고무나무에서 채취된 고무를 말하며, 현재 세계시
장에 유통되는 천연고무는 주로 남미 아마존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중국에서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배경으로
타이어용 고무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천연고무의 가격
은 2010년과 2011년에 급상승하였다. 이러한 가격 상승을 받아 재배면적이 확대되
어 2012년 이후 천연고무 생산량은 급증하였다. 한편, 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
서도 공급이 증대했기 때문에 2012년 이후 천연고무 가격은 급속히 하락하여
2015년의 가격은 1kg 당 44.17바트로 2011년의 124바트에 비하여 3분의 1 수준이
되었다.
고무나무 재배농가가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정부
는 2016년 1월에 10만 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나아가 2017년 12월에는 쁘라윳 총
리가 의장을 맡는 천연고무정책위원회가 고무를 구입⋅보관하는 사업자에 대해
200억 바트의 우대 융자를 실시하도록 승인하였다.
2018년에 정부는 고무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이 지원책의 대
상은 2018/19년 수확기에 등록한 약 130만 명, 944만 8,447 라이(약 151만 1,752
ha)이다. 지원액은 1 라이 당 1,800바트에 상한 15 라이이며, 총액은 약 175억
1,300만 바트로 추정된다(2018년 11월 30일자 방콕포스트).
<그림 11> 태국의 천연고무 생산량과 가격 추이(1999~2017년)

주 : 막대그래프는 생산량(1,000톤, 좌축), 실선그래프는 농장가격(바트/kg, 우축)
자료 : Agricultural Statistics of Thailand. 井上 荘太朗(20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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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국의 농업정책 동향
(1) 농업개발5개년계획 추진9)
태국의 농업정책은 2017년에 농업ㆍ협동조합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MAC)가 수립한 장기계획인 ｢농업과 협동조합 20년 전략
(2017~2036년)｣과 초기 5년 계획으로 정한 ｢농업개발 5개년 계획(2017~2021년)｣
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계획은 국가사회경제개발위원회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NESDB)가 정한 국가사회
경제 개발 계획(현재는 제12차 계획, 2017~2021년)에 기초하여 농업분야의 상세
계획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태국 정부는 과거의 농업정책이 정치적인 사정으로 행해져 온 단기적인 시책이
라는 반성에 따라 향후에는 긴급성ㆍ계속성ㆍ지속성이라는 개념을 농업개발 5개
년 계획에 도입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5개년 계획이 농업정책의 근
간을 이루는 가운데, 현재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다.
또한 농업부는 Agri-map(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 조건이나 수리 조건에
근거하여 각 작목의 적성도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농지의 이용구분
(zoning)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보급을 중시하여, 모든 군에 농업기술 학
습센터를 설치하여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농업부는 신기술을 몸에 익힌 농가
를 '스마트 농가'라고 칭하며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쌀담보융자제도의 추진경과10)
쌀담보융자 제도는 잉락 총리의 선거공약으로 2011년 10월에 도입되었다. 쌀 수
확기에 농가는 쌀을 담보로 국영농업은행에서 수매가격 기준으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정부는 시장가격보다 약 50% 높은 가격
으로 조곡을 매입하였고, 이에 따라 쌀수출업자의 매입가격도 상승하게 되었다.
9)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プロ研資料 第11号（2019.3）제6장 태국편을 편집
번역하였다.
10)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プロ研資料 第11号（2019.3）제6장 태국편 및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세계농업 159호 (2013. 11) “태국 농업 개황”을 인용하여 종합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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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국제시장에서 태국 쌀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시장가격의 왜곡 및
재정 부담의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2014년 5월에 집권한 쁘라윳 총리는 이전 정부의 쌀담보융자 제도를 폐지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 11월에는 이미 일시금 지불이라는 형태로 농민에 대
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 때 지불된 총액은 직전의 아피싯 정권이
시행한 농가소득보증 제도에 의한 지급액과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었다. 한편,
2014년 건기작 쌀에 대해서는 담보융자 제도가 정지되고, 정부 재고미의 매각이
계속되어 국내의 쌀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태국쌀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졌다.
또한 신정부는 2015년에 농가 채무에 대한 이차보전과 아울러 수확한 쌀을 즉시
판매하지 않고 농장에서 일시 보관함으로써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농장담보융자 제
도’를 도입하였다. 농장담보융자 제도는 쌀 수확기 가격의 하락을 억제한다는 목
적이며, 2015년산 조곡 200만 톤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출하를 3개월 정도 늦추는
농가에 대하여 1톤당 14,000 바트(지급액 상한은 호당 30만 바트)를 지급하였다.
2016년에 정부는 쌀값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미 또는 조곡의 비축에 많은 예산
을 투입하였다. 이어 2017년에도 수확한 쌀의 판매를 늦추는 농가에 보조금과 융
자를 지원함으로써 쌀값을 지지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타작물 전작(轉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쌀에서 타작물
로 전환하는 것은 시장가격에 따른 농가의 선택에 맡겨지며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다. 농업부 농업지도국이 벼농사 농가의 등록을 담당하고, 상업부 국내거래국이
벼농사 농가의 보관용 창고 건설을 위한 저리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농업
협동조합은행에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3) 최근의 유기농식품 정책11)
먹거리 안전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기농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GDP가 7천 달러 수준인 태국에서도 유기농식품 붐이 불고 있는 것이
다. 태국의 카시콘 경제연구소(Kasikorn Research Center)에 의하면, 2018년 태
국의 유기농 제품 시장규모는 약 27~29억 바트(8,900~9,600 달러)로 추정되며,
11) naver 포스트 “유기농은 선진국만 찾는 게 아니다... 태국서도 유기농식품 '붐”(https://m.post.naver.
com/viewer/postView.nhn)에서 편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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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약 2배인 54억 바트(1억 7,788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한다.
태국 유기농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 및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가,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 질병 및 알레르기 환자들의 선별적 식품 섭취 수요
등이 긍정적 요인이다. 1인당 소득 대비 유기농 구매 비중은 낮으나,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태국 내 프리미엄 식품 및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유기농 시장의 성장에 대하여 태국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태국 정부는
2017~2022년까지 ‘국가 유기농 개발 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기농 농업 표준
을 개발하여 유기농 제품 생산 및 관련 마케팅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한 유기농 농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있다. 태국정부는 2021년까지 유기농 경작
지를 60만 라이(9.6만 ha)까지 확대하고 유기농 재배농민도 3만 명을 육성하는 목
표이다. 태국의 동북부 지역에서는 10개의 호텔과 백화점, 20개의 병원이 유기농
채소를 구매하고 있으며, 정부는 농민들에게 유기농업 재배를 확대하도록 장려하
고 있다.
태국 정부는 태국의 강점 가운데 중요한 산업인 식품산업을 10대 미래산업의 하
나로 지정하고, 기능성 식품, 건강식품, 유기농 식품, 혁신 식품 분야를 포함한 미
래식품(Future Food) 분야의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고부가가치 및 신성장 동력으
로 육성하고 있다.

5. 맺음말
태국의 농업은 일자리 면에서, 국토이용 면에서, 그리고 수출경제 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도 태국은 농식품 수출
국으로서 풍부한 식품산업 기반을 가지고 ‘아시아의 식품 바구니 (Food Basket of
Asia)’ 또는 ‘세계의 부엌 (The Kitchen of the World)’으로 불리고 있다.
태국의 농산물 수출 동향에 대하여 지난 10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수출 품목
및 수출 대상국의 변화가 주목된다. 요약하면, 가격경쟁력이 낮은 쌀 수출이 감소
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한편, 중국으로 향하던 천연고무 수
출이나 카사바의 수출이 감소하여 가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 수출의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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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품목은 신선과일인데,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인근 후발도상국의 비중이 증
가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쌀 수출국 세계 1위의 지위를 인도에 내주면서 쌀농업의
품목 전환이 진행되는 것도 지켜볼 일이다. 물 부족 시대를 맞아 농가 스스로도 논
농사에서 채소나 과수 등으로 품목 전환을 꾀하고 있다. 2017/18년의 쌀 생산은
양호한 기후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는데, 올해 2020년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라고 할 정도로 물 부족이 심각하여 건기작 쌀을 비롯한 밭작물의 수량 감소가 우
려된다.
태국의 주요 농업정책의 변화도 주목할 사항이다. 쌀에 대해서는 2014년에 ‘쌀
담보융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5년부터는 농가가 자기 소유의 보관시설에서 수확
미를 보관하는 ‘농장담보융자 제도’라는 형태로 가격지지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사탕수수 제당공장 생산할당 제도가 철폐되어 생산이나 판매가를 자유화된
제도 하에서 향후의 생산과 공급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지 지켜봐야 할 관심사이
다.
태국 경제는 수년간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하여 성장 둔화를 겪어오다가, 2017
년부터 호전된 수출과 관광에 의해 경제성장률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금년에 돌발한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우려되는 가운
데, FAO에서도 운송망의 불안정 및 국경봉쇄 국가의 증가로 농식품 교역에 차질
이 발생할 것을 지적한다. 아직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어 태
국 농업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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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제2편

태국의 쌀 수급과 수출 동향 및 관련 정책
김정호(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1)

1. 머리말
태국 농업의 중심은 쌀이다. 총 경지면적의 약 60%가 논이며, 아열대몬순기후
덕분에 2~3기작으로 벼를 재배한다. 이렇게 천혜의 기후조건과 넓은 경지면적 그
리고 관개시설 정비 등을 바탕으로 세계의 식량창고라 불릴 만큼 중요한 쌀 생산
국이 되었다.
태국은 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 30여 년간 쌀 수출량 세계 제1위를 유지해 왔
으며, 이러한 연유로 태국산 쌀이 국제 쌀 시세의 표준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 수
매정책의 실패와 자연재해 등으로 2013년부터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쌀값은 상승
하여 국제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이제는 가격경쟁력만으로 수출국 지위를 회복하
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에 태국 정부는 쌀농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쌀 수출은 고가의 향미(香
米)에 집중해 나가면서, 내수용 쌀은 생산조정을 하는 방향이다. 2014년부터 정부
의 쌀 생산조정이 가시화되고 수출 다변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 시책이 도
입되었다. 정부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경지에 사탕수수나 채소 등의 재배를 장려하
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건기작(乾期作) 쌀을 생산하던 농가들은 쌀을 줄이고 고소
득 작물로 전환해가고 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는 쌀 생산이 줄고 있으나, 농가로서는 중요한 소득원이며,
지역농업 차원에서도 상당기간 유지되어야 할 작물이다. 태국 쌀이 수출량으로 인

* kreikjh@naver.com
1) 이 글은 일본 농림수산성, ｢総合的なＴＰＰ等関連政策大綱に基づく農林水産分野の対策｣ 2020년 2월
공표자료 및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ＴＰＰ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를 기초로 하여
쌀, 밀, 콩을 중심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재편집ㆍ수정ㆍ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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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베트남에 이어 세계 3위이지만,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크며,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쌀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태국 쌀의
최근 동향을 관심 있게 살펴볼만하다.
이 글에서는 태국 농축산업 특집의 제2편에 해당하며, 태국의 쌀 수급과 수출
동향 및 관련 정책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소절로 쌀 생산과 가격 동향, 쌀 유통구
조 및 수출 동향, 최근의 쌀 정책 주요내용 등의 순으로 편성하여 서술한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19(COVID-19) 영향을 비롯하여 부분적으로 자료의 한계 때문에 충
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바란다.

2. 쌀 생산과 가격 동향2)
2.1. 쌀 생산의 지역 분포
태국에서 재배되는 쌀의 주종은 ‘안남미(安南米)’라고 불리는 인디카 계통의 쌀
(Indica Rice)이다. 그리고 고급 향미(香米)인 자스민 쌀(Jasmine Rice)은 우기에
만 재배할 수 있으며, 주로 수출용으로 생산한다.3).
총 경지면적 약 19만㎢ 가운데 약 60%가 벼 재배를 위한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 아열대몬순 기후 덕분에 2~3기작으로 쌀을 재배할 수 있다.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은 태국의 수도인 방콕이 위치한 중부지역이다. 중부지역에서도 쌀을 가장 많
이 생산하는 지역은 짜오프라야 강의 하류지역인 아유타야, 수판부리, 앙통, 싱부
리 등이다.
태국의 중부지역은 높은 산이 없는 평야지대이며, 태국의 가장 큰 하천인 짜오
2) 이 절의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プロ研資料 第11号
(2019.3.) “第6章 タイ - 米の保護政策の後退と農業の多様化”(필자 : 井上 荘太朗)를 기본으로 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세계농업 159호 (2013. 11) “태국 농업 개황”(필자 : 손수현)의 일부
를 보완자료로 인용하였다.
3) 쌀은 쌀알 모양과 재배지역에 따라 인디카(indica), 자포니카(japonica), 자바니카(javanica)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 자바니카는 인디카와 유사하므로 흔히 인디카와 자포니카로 크게 나눈다. 인디카는 장립
종이고 자포니카는 중단립종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쌀은 자포니카에 속한다. 인디카종은 찰기
가 없는 쌀로 흔히 '안남미'라고 부르며, 전세계 쌀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향미(香米)는 장립종
으로 향긋한 꽃냄새를 내는 쌀인데, 본래 인도산 바스마티쌀(Basmati Rice)에서 유래한다. 바스-마티
(bas-mati)가 ‘향긋한 것’이라는 뜻이다. 태국의 향미는 자스민쌀(Jasmine Rice)로 불리는데 일반쌀값
의 약 2배이며,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도 다른 품종의 향미를 생산하고 있다. 자료 : 네이버 지식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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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야 강의 하류에 삼각주를 형성하여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유수한 벼농사 지대
가 되었다. 짜오프라야 강은 교통 면에서도 태국의 대동맥이면서 생활과 농업생산
에 필요한 물을 공급한다.
짜오프라야 삼각주(Delta)는 구 델타지역과 신 델타지역으로 나뉜다. 구 델타는
예로부터 육지로 만들어진 땅이며, 장대한 자연제방과 습지에 형성된 수심이 깊은
논에서도 잘 견디는 부도(浮滔)라는 벼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신 델타는 아유타야
로부터 해안에 이르는 드넓은 지역이며, 완전한 평탄지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물이 많은 습지이다. 여기에 19세기 말부터 수로를 개설하여 벼농사 경작
지를 확장하였으며, 또한 취락도 형성되어 오늘날 태국 제1의 곡창지대가 되었다.
벼농사는 건기(Dry season, 11~4월)와 우기(Rainy season, 5~10월)의 생산 방
식이 다르다. 우기에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이앙재배(Transplanting rice)가 주
류를 차지하며, 그 후에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건답직파재배(Dry direct seeded
rice)를 하게 된다. 그리고 건기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볍씨를 발아시켜
서 논에 뿌리는 발아산파재배(Pre-germinated direct seeded rice)를 한다.
<그림 1> 태국의 쌀 생산지대 구분

자료 : 태국 소개 인터넷카페(https://cafe.naver.com/thaiinfo/)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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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아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벼농사에는 매우 적합한 기후 조건으로 연 3모
작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후 변화로 가뭄이 자주 발생하여, 태국 정부는
농가들에게 농업용수가 덜 소요되는 농작물과 농사법을 권유하고 있다. 최근에 쌀
생산이 감소하는 것은 기상이변의 영향이기도 하다.

2.2. 쌀의 작형별 생산과 가격 동향
태국의 쌀 생산량(건기작+우기작)은 2011년에 3,800만 톤까지 증가한 후에 점
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가뭄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2,700만 톤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2016년부터 쌀 생산량은 다시 증가하여 2018년
에는 3,200만 톤 수준을 기록하였다.
쌀의 종류별로 생산 동향을 보면, 주종을 이루는 멥쌀(Non-glutinous Rice)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대체로 생산지수가 상승하였으나, 2015년 이후 급속히 감
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정부의 벼농사에 대한 보호정책이 축소된 것을 비롯하
여, 물 부족을 이유로 관개지에서 채소 등으로의 전환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다. 멥
쌀 생산지수는 2016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찹쌀(Glutinous Rice)은 2017년까지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 후 하락세
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향미(Jasmine Rice)는 2016년까지는 찹쌀과 동일한 추세
를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태국의 쌀 종류별 생산지수 추이 (2006~2019년, 2005년= 100）

주: 점선=멥쌀 실선=향미 굵은선=찹쌀
자료 : Office of Agricultural Economics. 井上 荘太朗(20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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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쌀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의 정책 개입 및 홍수와 가뭄
등의 기후 변화이다. 쌀 정책에 대해서는 4절에서 검토하겠으나, 2011년에 도입된
담보융자 제도와 정부수매 정책으로 2011년 쌀 농장가격은 1톤당 12,127바트로 사
상 최고치였다. 그러나 2014년에 정권이 바뀌고 담보융자제도가 폐지되면서, 쌀
가격은 톤당 9,000바트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우기작(雨期作) 쌀의 생산과 가격 동향을 보면, 2011년에 쌀 가격이 가장 많아
상승하고 생산량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가뭄 때문에 생산
량이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가격이 다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기작의
생산량이 회복되었다. 2017년에는 다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가격은 다소 상승
하였다.
건기작(乾期作)은 정책의 영향이 더욱 컸다. 건기작 쌀의 가격 수준은 2008년
국제시장에서 가격 급등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하락하였으나, 2011년
에 시작된 담보융자 제도의 영향으로 2012년과 2013년의 건기작의 쌀 가격은 높
게 형성되고, 생산량도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쌀담보융자 제도가 폐지된 2014년 이후에 가뭄 영향으로 벼 재배가 제한
되기도 하여, 2015년 쌀 생산량은 약 400만 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2년의
1,200만 톤에 비해 대략 3분의 1까지 감소한 것이다. 2016년에는 물 부족에 따른
수도작 제한 및 타작물 전환으로 인하여 다시 300만 톤까지 감소하였다. 다만, 강
우로 저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에는 건기작의 작황이 급증하여 2018년 쌀
수확량은 800만 톤까지 회복되었다.
<그림 3> 태국의 쌀 생산량(우기작+건기작)과 가격 추이(1999~2017년)

주 : 막대그래프는 생산량(1,000톤, 좌축), 실선그래프는 농장가격(바트/톤, 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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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태국의 우기작 쌀 생산량과 가격 추이(1999~2016년)

주 : 막대그래프는 생산량(1,000톤, 좌축), 실선그래프는 농장가격(바트/톤, 우축)

<그림 5> 태국의 건기작 쌀 생산량과 가격 추이(2000~2018년)

주 : 막대그래프는 생산량(1,000톤, 좌축), 실선그래프는 농장가격(바트/톤, 우축)
자료 : Agricultural Statistics of Thailand. 井上 荘太朗(2019)에서 재인용.

2.3. 태국 쌀의 국제적 지위
태국의 쌀은 2018년 기준으로 생산량이 세계 6위이고 수출량은 제3위 수준이
다. 태국은 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 30여 년간 쌀 수출 세계 1위를 유지해 왔으
나, 그 후 자연재해와 정부의 쌀 수매 정책이 실패하면서 인도에 선두를 내주게 되
었다. 2018년에 인도는 세계 쌀 수출량의 30.1%인 74억 달러의 쌀을 수출하여 1위
를 기록하였으며, 2위가 베트남, 3위가 태국, 4위가 파키스탄이다. 태국은 2014년

37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080만 톤의 쌀을 수출하여 53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한 후에, 2015년 46억 달러,
2016년 43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표 1> 세계 쌀 생산국 순위(조곡 기준, 2018년산）
순위

국명

생산량（톤）

1

중화인민공화국

2억 1,212만 9,000

2

인도

1억 7,258만 5,000

3

인도네시아

8,303만 7,000

4

방글라데시

5,641만 7,319

5

베트남

4,404만 6,250

6

태국

3,219만 2,087

7

미얀마

2,541만 8,142

8

필리핀

1,906만 6,094

9

브라질

1,174만 9,192

10

파키스탄

1,080만 2,949

자료 : FAO, FAOSTAT - Production, Crops, Rice, Paddy, 2018.

태국 정부는 쌀 생산과 수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쌀이 농산물 수출의 주축이
되어 왔으며, 쌀 생산은 태국 경제와 노동력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이다. 태국인의 40%인 1,600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며, 전체 농업생산량 중에 쌀의
비중이 12~13%를 차지한다. 이러한 국민경제적 비중에 비추어 쌀은 태국의 중요
한 정치적 관심사인 것이다.
최근의 쌀 생산량 감소는 기상 변동과 아울러 바트화 강세라는 분석이 많다.
2018년에 태국 북동부 지역의 쌀 생산량이 49만 톤 정도나 감소하고, 연 평균 1천
만 톤에 달하던 수출도 크게 감소하였는데, 태국 농업부는 그 원인으로 자연재해
의 영향도 크지만, 바트화의 강세로 태국 쌀값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
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태국 북동부의 갈마드 지역은 수출용 찹쌀이 많이 생산되
는데, 2018년에는 가뭄과 홍수가 겹쳐 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수출도
감소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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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쌀의 유통구조 및 수출 동향
3.1. 쌀 유통구조4)
태국의 쌀 유통단계를 구성하는 개별요소를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 규제(쌀 가
격 지지, 농장보관 등), 다양한 유통경로(물류 및 상류, 중개업자), 상품 특성(품종
별/수분량으로 가격 결정), 보존 특성(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품질 저하 및 수확 후
반년이 지나면 발아율 저하) 등 주목해야 할 요소가 많다. 또한 쌀의 생산단계에서
기후요인이 수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소가 복잡하
다.5)
태국은 자유로운 미곡거래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중간상인이 존재한다. 기
본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통제되고 있지만, 유통되는 쌀은 정부가 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생산자에서 정미업자까지는 조곡 물류이며, 정
미업자 이후에는 정곡 물류이다.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쌀은 대부분 일단 방콕으로
수송되며, 수출용 쌀은 방콕 항에서 수출된다.
<그림 6> 태국의 쌀 유통 경로

자료 : 관련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4) 이 절의 내용은 일본 인터넷 웹페이지 note(https://note.com/)에 게시된 “タイ: コメの流通の仕組み
について”에서 번역하여 편집하였다.
5) 태국 소매상의 쌀값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① 쌀 종류(멥쌀, 찹쌀, 자스민쌀), ②신선도(신
곡，구곡, 중간), ③산지, ④밥의 부드러움(nim, num 등 표시), ⑤품질의 양호 표시(양질, 청결), ⑥밥
지은 상태(hung di, khun mo 등으로 표시), ⑦쌀알 형태(크기, 싸라기 비율 등), ⑧작기(우기작 쌀
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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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 → 정미소
농가가 수확한 벼(조곡)는 건조 후에 탈곡 및 정미 과정으로 보내진다. 조곡은 전
체의 약 4분의 3이 조곡상, 대리상/도매상, 쌀집적 정미소, 농업조합 및 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된 각종 중개업자를 거쳐 정미소에 반입된다. 조곡의 가격 변동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중개업자 중에는 물류 기능에 의한 반입에 더하여 자체 곡물창
고를 보유함으로써 조곡 보관 중에 가격 변동을 이용한 투기수익을 노리는 업체도
있다. 나머지 4분의 1은 농가에서 직접 정미소로 반입해 판매하게 되는데, 농가 자
신이 자가소비용으로 소규모 정미소에 가져가서 탈곡 정미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먼저, 태국의 농가가 쌀을 어떻게 생산하여 판매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
인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태국에서는 ‘라이(Rai)’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토지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가 이
용되는데, 1 라이(40m×40m=1,600㎡) 당 수확량은 조곡으로 약 1톤(건조 전)이
다. 조곡의 판매가격은 쌀의 종류나 수분량이라는 품질에도 의존하고, 또한 쌀 시
세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대체로 1톤(건조 전) 당 5,000바트(kg당 5바트)가 기준
이 된다.
이 벼를 탈곡해서 왕겨나 파쇄미 그리고 불순물 등을 제거한 백미로 정미되는
양은 약 4할 가량으로, 정미 비율은 낮은 편이다.6) 따라서 우기작의 경우에 1라이
에서 약 1톤의 벼(건조 전)를 수확하면 건조 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 중량 기준으
로 4분의 3 정도가 되고, 추가로 정미 과정을 거치면 340~420kg 정도의 백미를
얻을 수 있다. 이 수량은 1가족 4명이 1인당 약 100kg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경
우에 약 1년분의 소비량에 해당한다.
농가의 영농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5라이 정도의 소규모 농가
라면 1라이 분이 자가소비되고, 나머지 4라이 분을 판매하여 연간 2만 바트 정도
의 조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 조수입으로 비료, 수리비(펌프비 및 연료비), 수확
비, 차기작 종자비 등을 조달하게 된다. 대략적으로 보면 수확량의 약 30% 정도가
농자재 투입비용(자가노력비 제외)으로 소요된다. 따라서 1라이 면적에 1수확기
당 3,000~3,500바트(약 10만원)/라이 정도의 순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우기작 쌀과 건기작 쌀을 생산하며, 농업용수를 확보 가능한 수준

6) 한국에서 쌀 도정율(조곡 대비 정곡 비율)은 72% 수준이다. 또한 현백율(현미 대비 백미)은 92% 수
준이다. 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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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수확량에 차이가 크다. 태국 중부지역에서는 2기작이 가능하여 건기작이
우기작보다 단위면적 당 수확량이 1.5배 정도 많다. 용수원이나 기후가 조건이 좋
으면 3기작도 가능한 곳이 있다.

2) 정미소 → 방콕 미곡거래소
쌀 공급망(supply-chain)에서 벼농가 다음에 위치한 것이 벼를 백미로 가공하
는 역할을 하는 정미소이다. 정미소는 정미 기능뿐만 아니라 구매업자, 판매업자,
저장업자로서의 역할 및 상품을 널리 유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미소에서 반출된 쌀 중에서 일부는 각 지역에서 소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태국 쌀 거래의 중심지인 방콕 미곡거래소로 반출된다.
방콕 미곡거래소로의 쌀 반송은 대규모 정미소에서 수출업자 및 도매업자에게
직접 보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개인(전문상사)을 통해 유통된다. 쌀 중개
인의 기능은 정미 단계에서의 전문성을 살린 물류⋅하역 기능, 금융결제⋅보증 기
능 등이다.
정미소가 수출업자나 중개업소에 판매할 경우에 창고까지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규모가 크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다. 한편, 중개인을 통할 경우에
는 수출업자나 중개업자 측의 요구에 따라 세세하게 쌀의 종류와 분량 및 품질별
로 분류하여, 미리 합의한 납기에 정미소로부터 인수하는 형태가 된다.
쌀 중개인은 정미소에 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쌀 구입자는 중개인을 통
해 대금을 지급한다. 쌀 대금의 지급기한은 지역마다 상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
만, 대부분은 쌀을 인도한 후 1~3개월이다.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쌀값의
0.75%가 시세로 알려진다. 또한 정미소의 대리인으로서 매매된 쌀의 품질에 대한
보증도 담당한다.

3) 국내 도매상 → 소매상
정미소에서 도정된 쌀의 거래는 쌀도매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도매상은 쌀을 소
포대에 나누어 소매상에게 보낸다. 도매상은 자금력과 취급량에 따라 대형 도매상
과 영세 도매상으로 나뉜다. 운전자금이 풍부한 대형 도매상은 정미소 또는 중개
인에게서 현금으로 쌀을 살 수 있는 반면, 영세 도매상은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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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도매상을 중간에 두고 2차 도매와 같은 업태가 되고 있다. 소매상은 판매 형
태에 따라 전통적인 소매상(마을의 쌀가게)과 현대적인 형태의 슈퍼마켓 체인 등
이 있다.

4) 쌀 수출
쌀은 태국의 주식인 중요한 농산물일 뿐 아니라,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중요
한 수출품이다. 해외로의 쌀 수출은 수출업체인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
절차 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3.2. 쌀 수출가격 동향7)
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 30여 년간 쌀 수출량 1위를 놓치지 않은 태국은 쌀
수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존심을 지켜왔다. 그동안 세계 쌀값을 좌지우지하였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도 태국산 쌀(백미) 가격이 국제 쌀 시
세의 표준이 되고 있다.
한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태국의 국내 정치의 변화와 쌀수매 정책의 영향
으로 태국 쌀의 수출가격이 상승하여 베트남 등 다른 주요 수출국과의 사이에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하였다.8) 결과적으로 태국은 2013년부터 쌀 수출 세계 제1위라
는 지위를 인도(India)에 내주게 되었다.
따라서 태국산 쌀과 다른 주요 경쟁국과의 쌀 수출가격 관계는 태국의 쌀 수출
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하에는 쌀 종류별로 가격 추이를 고가미(향미),
상급 보통미, 저급 보통미로 나누어 각각 살펴본다.

1) 고가미(향미) 수출가격
태국산 향미(Jasmine Rice)는 고급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향미는 1960년대
7) 이 절의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プロ研資料 第11号 (2019.3.)
“第6章 タイ - 米の保護政策の後退と農業の多様化”(필자 : 井上 荘太朗)에서 편집 인용하였다.
8) 2011년 8월에 집권한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는 선거공약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부채
감소를 위한 쌀 수매 정책을 내세웠다. 정부는 쌀 수매를 위하여 연간 5천억 바트(한화 2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고가로 쌀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쌀 수매정책은 정부재정 손실을
늘리고, 국제 쌀시장에서 태국 쌀의 가격을 상승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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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품종이 개량되어 우기에만 재배하는 쌀이며, 국제시장에서 정곡 1톤 당 대략
1,000달러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9)
최근까지 태국의 향미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담보융자 제도에 의해 증대
된 정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수출용 방출도 계속되었다. 또한 파키스탄산 향미
와 경쟁도 심해졌기 때문에 태국산 향미의 수출가격은 2014년을 정점으로 2017년
까지 빠르게 하락하였다.
이렇게 고가의 향미마저 수출가격이 침체됨으로써 쌀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2016년에 태국 정부가 수도작 농가에 대한 보호정책을 대폭 확대한 배
경이 되었다. 그 후 2017년 5월경부터는 경쟁국인 파키스탄 쌀 가격이 오르면서
태국산 향미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2) 상급 보통미 수출가격
상급미(White Long Grain Rice 5% broken)는 쇄미(싸라기)의 비율이 최대 5%
정도를 포함하는 쌀이며, 국제시장 가격은 정곡 1톤 당 대략 500 달러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태국산 상급미 가격은 담보융자 제도에 의하여 증가한 정부 재고가 방출되면서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4년 이후 상급미 가격은 베트남산 쌀과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 후 2016년 중반에 다소 상승하였으나, 2017년 후반에는 베트남산
쌀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저급 보통미 수출가격
저급미(White Long Grain Rice 25% broken)는 쇄미(싸라기)의 비율이 최대
25%까지 포함하므로 가격이 낮은 수준이며, 정곡 1톤 당 대략 450 달러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태국산 저급미는 2011년 말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산이나 인도산과 비교하여
대략 톤당 100 달러 이상의 가격차가 벌어졌다. 그러나 정부 재고의 방출이 증가
한 2013년 3월경부터 태국 쌀의 수출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여 세 나라의 가격차

9) 태국의 향미는 Jasmine Rice라는 이름으로 수출되는데, 현지에서는 타이 홈말리(Thai Hom Mali)라고
불린다. 최근에 개발된 향미의 신품종으로 파툼타니(Pathumthani)가 보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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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차 축소되었다.
<그림 7> 태국과 경쟁국의 쌀 종류별 수출가격 추이(2011~2017년, 정곡 US$/톤)

주 : 굵은선은 태국 향미, 점선은 파키스탄 향미

주 : 굵은선은 태국쌀(쇄미 5%), 실선은 베트남쌀(쇄미 5%), 점선은 미국쌀(쇄미 2.4%)

주 : 굵은선은 태국 쌀(쇄미 25%), 실선은 베트남 쌀(쇄미 25%), 점선은 인도 쌀(쇄미 25%)
자료 : FAO Rice Price Update．井上 荘太朗(20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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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의 쌀정책 주요내용10)
4.1. 2014/15 작물년도의 정책
2014년 집권한 쁘라윳(Prayuth Chanocha) 정권은 쌀담보융자 제도를 폐지하
고 수도작 농가에 대한 보호도 축소하였다.11) 당시 태국 농업ㆍ협동조합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MAC)에서도 쌀담보융자 제도의 성
과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제도의 성과로는 농가의 소득지지,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 태국 쌀의 고가격화 등이, 문제점으로는 태국 쌀의 가격경쟁력 저하 및 품
질 하락, 국고의 재정부담, 제도 운용의 부정 만연 등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쌀농가의 소득 감소를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그 해 11월에는
일시금 지불이라는 형태로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실시되었다. 한편,
2013/14 작물년도의 건기작 쌀(2014년에 생산된 건기작)에 대한 담보융자제도가
정지되고 정부 재고미의 매각이 계속됨으로써, 태국 국내쌀 가격의 상승이 억제되
어 태국 쌀의 경쟁력도 상승하였다.

4.2. 2015/16 작물년도의 정책
전년도에 축소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 8월에는 농촌지
역의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인 7만 9,000개의 농촌기금에 대하여 1기금 당
예산을 100만 바트 인상하도록 발표되었다. 그리고 2015년산(2015년 11월~2016
년 2월에 수확한 우기작) 쌀에 대해서는 총액 400억 바트의 지원책이 실시되었다.
여기에는 농가 채무에 대한 이자 지원과 수확미를 농장에서 보관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농장담보융자 제도' 가 포함되었다.
농장담보융자 제도는 쌀 수확 시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
로 도입하였으며, 2015년산 향미 200만 톤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출하를 3개월 정
도 늦추는 농가에 대해 톤당 1만 4,000바트(단, 지급 상한은 호당 30만 바트)를 지
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하여 쌀 보관료 명목으로 톤당 1,000바트를 추
10)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プロ研資料 第11号（2018.5）“第1章 タイ - 主要品
目と政策の動向”을 편집 인용하였다.
11)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총리는 2014년 5월에 군부 주도 입법회의에서 총리로 선출되었
으며, 2019년 6월에 재집권하여 현정부의 총리로 재임하고 있다. 자료 : 언론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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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지급하였다.

4.3. 2016/17 작물년도의 정책
태국 정부는 쌀 생산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실
시하였다. 즉, ① 쌀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미 또는 조곡의 비축을 위해 68억
바트(1억 9,300만 US달러)의 예산을 승인하였다. ② 2016/17작물년도의 ‘수도작
농가 지원대책'으로 가뭄피해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자금 45억 바트(13억 US달러)
를 승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농가는 농업협동조합은행(BAAC)에 대한 채
무를 이자율 3%로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③ 민간의 작물보험을 구입한 농
가는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 정부로부터 부분적인 보조가 실시되었다. ④
수확 및 수확후처리 비용으로 모든 농가에게 톤당 2,000바트의 직접지불을 실시
하였다. ⑤ 농장담보융자 제도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미의 보관비용으로
톤당 1,500 바트(43 US달러/톤)을 지불하였다. ⑥ 농장담보융자제도의 대상을 전
년도까지의 홈말리 향미와 찹쌀에 추가하여 보통미와 파툼타니 향미로 확대하였
다.
융자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낮아서 조곡 1톤 기준으로 홈마리 향미와 찹쌀은
9,500 바트(271 US달러/톤), 보통쌀은 7,000 바트(약 200 US달러/톤), 파툼타니
향미는 7,800 바트(약 223 US달러)로 설정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대상 수량은 향미와 찹쌀을 합하여 200만 톤
및 보통미와 파툼타니 향미를 합하여 100만 톤이다. 이것은 2016/17작물년도 우
기작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한다. ⑦ 정부는 쌀수확 최성기인 11월과 12월 동안
의 쌀 보관에 대해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공급하기로 하고, 농장담보융자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향미 혹은 찹쌀을 보관하였을 경우에 톤당 1,000 바트(29
US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쌀이 시장에 판매될 때 비로소 1,500 바트
를 받는 이전의 구조와는 다르다.
한편, 이자보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정미업자/유통업자와 농민조직이
4~6개월간 수확미를 보관하였을 경우 3%의 이자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자보조금은 다시 4%로 증액되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정미업자/유통업자가 보
관중인 쌀 800만 톤과 농민조직이 보관중인 쌀 250만 톤의 출하를 연기하는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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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17/18 작물년도의 정책
2017년 9월에 태국 정부는 총액 872억 바트(약 3조 원)의 쌀농가 지원책을 의회
에서 승인하였다. 이 지원책은 수확한 쌀의 판매를 늦추는 농가에 보조금과 융자
를 제공하는 것이며, 쌀가격 지지를 통해 농가의 소득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보도에 의하면, 예산 중 335억 바트가 보관한 쌀을 담보로 한 융자 537억
바트가 보조금에 충당될 예정이며, 쌀농가 370만 호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
였다. 보조금은 자가창고 등에 쌀을 보관하는 농가에게 1톤 당 1,500 바트를 지급
하는 것 외에, 모든 쌀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 수당 및 품질개선 수당으로 1톤 당
1,200 바트(호당 최대 1만 2,000 바트)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4.5. 2018/19 작물년도의 정책
쌀농가가 벼재배에서 타작물로 전작하는 것은 시장가격에 따른 농가의 선택이
며,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농업부 농업지도국이 수도작 농가의 등록을 담당하
고 있으며, 상업부 국내거래국에서 수도작 농가의 보관용 창고 건설을 위한 저리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은행의 통상적인 대출이율은 7~8%이지만,
정부가 이자를 보전함으로써 농가가 부담하는 금리는 1~2%의 저율이다. 정부는
농업협동조합은행에 대해 이차를 보전하는 시스템이다.
농업부는 현재 유색미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건강 다이어트 지향에 부응하는 고
부가가치 쌀의 생산을 진흥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급인 저당미(低糖米)
등이 있는데, 이러한 쌀은 주로 수출용이며, 국제시장에서 유기미(有機米) 등과 함
께 고급쌀로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태국 정부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기작을 억제하고 옥수수나 녹두
를 재배하도록 전작을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부의 지역구분(Zoning)에 기초
하여 지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상업부에서는 쌀 마케팅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와 달
리 현재 쌀 시장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도작 농가의 생산 의욕이 높으며, 농장담보
융자 제도에 의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은 낮다.
현재 태국 정부의 쌀과 관련된 주요 정책 가운데 생산 단계에서는 다음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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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실시중이다. ① 대규모 수도작 프로젝트 : 대규모 농가의 육성과 농가그룹
의 육성, ② 유기미 생산 프로젝트 : 유기농쌀 생산은 특히 동부지역에서 활발하며
유기미 정미소가 존재한다. ③ 스마트농가 육성 프로젝트, ④ 정밀농업 프로젝트
: GPS나 원격탐사 기술을 적용하여 토양관리 및 IPM 보급을 도모하고 또한 토지
의 균평화를 추진한다. ⑤ 고급 향미 생산 프로젝트 : 고단백 자스민 향미 보급,
⑥ 저당질 쌀 생산유통 프로젝트 : KKh43 품종 등 건강에 좋은 쌀의 신품종 보급,
⑦ 13개 저지대 벼농사 생산조정 프로젝트 : 건기작 쌀의 감산을 추진하는 방향으
로 200만 라이(약 33만 ha)를 쌀에서 옥수수로 전환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다음 3가지 정책이 실시중이다. ① 우기작 쌀 출하 지연에 대
한 지원으로 융자금(soft loan)의 공급 및 수확 기계화와 쌀 고품질화를 지원, ②
쌀 집하에 대한 융자금 공급과 농업조직에 의한 고부가가치화 대응 지원, ③ 쌀 수
출을 위한 재고 유지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등이다.

5. 맺음말
최근에 태국의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출국의 지위도 하락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체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태국은 연간 2,700만 톤(정곡 환산 1,600만 톤)의 쌀
을 생산하여 그 중 40% 가량을 수출하고 있는데, 최근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 감소
로 수출 여력이 약해지고 또한 바트화의 강세로 가격경쟁력도 낮아지는 것이 현실
이다.
그러나 태국에서 쌀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사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 이용되며, 벼농사는 총인구의 4할이 종사하
는 산업이고, 또한 농가의 주소득원으로서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태국 정부는 쌀의 안정적 생산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
진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실시하는 지역구분에 의한 생산조정 방식이 눈에
띈다. 수도작의 생산력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작(轉作)을 장려하여 쌀의 공급
과잉을 억제하는 한편, 프리미엄급 향미(香米)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고부가가치
쌀의 수출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고품질 쌀이 많이 생산되는 태국 동북지역은 이전에는 염류 집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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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건조 및 물 부족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저수지를 건설하고 토양개량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였으며, 고품질 품종벼를 보급
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쌀수출 지역으로 변모시켰다. 한 마디로 정부 주도로
동북지역에 쌀농업의 수출단지가 구축된 셈이다.
세계 쌀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쌀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
서도 건강 기능성 쌀을 비롯하여 다양한 브랜드 쌀이 유통되고 있다. 태국의 쌀농
업도 전통적인 자스민 쌀에 유기농 재배방식을 도입하여 수출시장에 대응해 나가
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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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제3편

태국의 축산업과 사료곡물 동향 및
관련 정책
김정호(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1)

1. 머리말
태국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최근 GDP 성장률은
3~4%에 달하고, 1인당 명목 GDP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제3위가 되는 등 경제
발전이 현저하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국민들의 식생활이 다양화되고 식
품 소비의 서구화가 진전되고 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소비가 현저하게 늘어난 품목이 우유⋅유제품인데, 이
에 따라 국내 낙농업이 활력을 얻고 있는 반면에 유제품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태
국 정부는 신선우유를 자급한다는 목표로 국내 낙농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태국의 낙농업은 최근에 신장세가 크지만, 기존에 축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
시켜 온 것은 육계산업과 양돈산업이다. 태국 국민들은 육류 중에서도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선호하며, 게다가 가공식품을 즐기는 소비 패턴을 반영하여 일찍이 육
가공산업이 발전하였다.2) 2018년 닭고기 수출이 세계 3위를 기록할 만큼 식품가
공기업이 축산업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사료 수요가 증가하고 사료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
나 주된 사료 원료인 옥수수의 국내 생산량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옥수수 가격이
* kreikjh@naver.com
1) 이 글은 일본 농림수산성, ｢総合的なＴＰＰ等関連政策大綱に基づく農林水産分野の対策｣ 2020년 2월
공표자료 및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ＴＰＰ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를 기초로 하여
쌀, 밀, 콩을 중심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재편집ㆍ수정ㆍ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2) 태국 사람들은 쇠고기를 선호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알려진다. 첫째, 소는 예로부터
농사를 돕는 소중한 가축으로 식용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화교계 여성 중에는 관음
신앙이 있어 쇠고기 요리를 하지 않는다. 셋째, 남국의 기후 탓도 있어 소는 마르고 냄새도 없어 닭
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맛이 없다는 인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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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태국 정부는 쌀 생산조정을 통하여 옥수수
등으로 전환을 장려하고 있으나,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이오연료 작물과
사료작물과의 경합도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태국의 축산업과 사료곡물 동향 및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소절로
축산업 개황, 사료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 최근의 축산정책 주요내용 등의 순으로
편성하여 서술한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19(COVID-19) 영향을 비롯하여 부분적
으로 자료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바란다.

2. 축산업 개황
2.1. 육계3)
1) 육계 사육농가 및 생산시스템
태국의 육계 사육농가 수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2015년 기준 약 3만 5천 호이
며, 총 사육마릿수는 약 2억 6천만 마리로 평균 농가의 사육마릿수는 1만 마리 수
준의 대규모 집약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가의 대부분은 계육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생산하고 있으며, 계육기업이 농가
와 맺고 있는 계약 형태는 다양하다. 즉, 계열업체가 계약농가에 병아리를 공급하
여 사육하게 하고 식육처리장에 판매하기만 하는 형태부터 종계장, 식육처리장,
사료공장 등의 전부나 일부를 자체 소유한 계열업체까지 다양하다. 계약은 1년 계
약이 대부분이며 사료와 병아리 구입가격, 출하 육계의 농장가격 등이 계약 전에
정해진다.4)
태국에서는 방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에 따라 육계농장은 사육 마릿수가
3) 이 절의 내용은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의 월간지 畜産の情報 에 게재된 “生鮮鶏肉輸出再開後のタイ
の鶏肉産業の動向”(2016年 6月) 및 “タイブロイラー輸出産業の競争力と今後の展望”(2019年 2月)에서
발췌 인용하였다.
4) 태국의 육계계열화업체는 대체로 자체농장을 가지고 자사 7할과 계약 농장 3할의 비율로 육계를 생
산하고 있다. 태국 방콕에 본사를 두고 있는 CP(Charoen Pokphand, 짜런 포카판) 그룹은 태국 최대
의 축산계열화기업이면서 세계 최대의 축산가공업체로 일컬어지며, 아시아 최대의 사료 생산업체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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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수 이상이면 농업․협동조합부 축산국이 규정한 사육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육표준의 내용은 양계사의 바이오보안, 사료, 가축의 건강상태, 동물복지 등을
포함하며, 수의사에 의한 항시적인 관리시스템이 작동한다. 육계사육을 신규로 신
청하면 축산국 현지담당관이 검사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육에 착수할
수 없다. 또한 1년마다 계속검사 시 및 3년마다 인증기간 연장 시에도 담당관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농장에서 종계나 병아리와 성계의 이동뿐만 아니라 육계처리장으로 출하
할 때에도 각 주에 소재한 축산국 출장기관인 농정사무소의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동허가 취득은 인증농장이 간편하기 때문에 사육 마릿수 3,000마
리 미만이라도 인증을 받은 경우가 많아 약 1만 호가 인증농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축산국은 수출용 닭고기에 대해서도 GAP농장으로 인증을 받아 수출용으
로 등록된 농장에서 출하된 닭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출용 가공공장에서는 축산국
수의사가 수출용 등록농장의 육계임을 확인하지 않으면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는
구조이다. 이러한 수출용 등록농장이 2015년 기준으로 5,700여 개이며, 나머지 3
만여 개는 내수용으로 사육하는 중소규모 농장이다.

<그림 1> 태국의 육계 사육농가 및 생산량 추이(2006~2015년)
(단위: 천 호)

(단위: 천 톤)

자료 : 태국 농업․협동조합부.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16年 6月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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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닭고기 생산과 소비 동향
태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2004년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하 AI) 발
생으로 신선닭고기를 수출할 수 없게 된 동안에도 내수 진작과 계육가공품을 중심
으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후 2012년에 EU 수출이 재개되
고 2013년에 일본 시장에 신선닭고기 수출이 재개됨으로써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00만 톤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수출 비중은 2004년
23% 수준에서 2017년에는 3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태국산 닭고기의 공급처는 대체로 내수 70%와 국외 30%로 구성되어 있
으며, 국내 수요는 크게 변동하지 않는 반면에, 국외 수요는 질병에 따른 수출의
정지나 재개 등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용만을 생산하
는 중소규모 농장의 생산량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생산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대
규모 수출용 농장은 수요전망에 따른 계열화 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량을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림 2> 태국의 닭고기 수급 추이(2014~2017년)
(만톤)

주 : 막대그래프 청색: 국내소비량, 주황색: 수출량(계육), 회색: 수출량(조제품)
선그래프: 1인당 소비량(kg)
생산량은 국내소비량 + 수출량(계육+조제품)
자료 : 태국 농업․협동조합부.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18年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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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닭고기 소비량은 연 3~5%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인당 연간 소비
량은 16kg 수준이며, 주로 닭꼬치나 프라이드치킨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거의 비슷하다. 닭고기는 슈퍼마켓 외에 전통시장
등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태국에서 닭고기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인구의 증가나 경제상황이 좋
지 않은 가운데 다른 육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점, 저지방으로 건강 지향에 알맞
은 점, 그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패스트푸드를 통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
을 들 수 있다.
태국의 육계산업의 특징은 대기업 계열화를 중심으로 우선 수출을 전제로 한 규
격 및 상품 제조를 실시하여,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세세한 가공에 대응한다
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짜런 포카판 푸드(Charoen Pokphand Foods, CPF)는 태
국 최대 기업인 CP그룹의 식품자회사로 생육, 신선식품, HMR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며, 태국을 비롯한 16개국에 위치한 생산공장과 영업망을 통해 세계 30여
개국에 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동원F&B와 사업협력 협약을 체결하
여 수출입 가교의 역할도 하고 있다.
<표 1> 태국의 주요 육계계열화업체 현황(2017년)
업체명

매출액
(억 바트)

주요 사업 내용

CPF

5,015

태국 최대 계열기업. 종계․계육생산․육계가공 외에 채란양계, 양돈, 외식업 등
을 운영. 세계10개국에 계육생산을 운영. 매출액의 35%는 태국내 사업.

Tai Food그룹

259

태국과 베트남에서 사료생산, 계육 생산, 육계가공 및 종돈생산, 돈육생산 사
업을 운영

GFPT그룹

169

사료생산, 종계․계육생산․육계가공 등을 자사농장에서운영. 계육생산량은 국내
6위 수준.

Beta Grow그룹

-

사료생산, 계육생산․육계가공 외에 양돈생산 판매.

Sahafarm그룹

-

사료생산, 종계․계육생산․육계가공 외에 동물의약품 제조.

Limton그룹

-

사료생산, 종계․계육생산․육계가공 외에 유제품 생산

자료 :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19年 2月 에서 재인용.

태국 정부는 식품안전 체계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편이다. 특히 2004년에 발생
한 AI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농업․협동조합부 축산국 주도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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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한편, 닭고기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 기업에서는 환경보전 활동
이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등에도 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국의 육계산업은 비용 면에서는 브라질이나 미국에 미치지 못하
지만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추구함으로써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위상
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3) 닭고기 수출 동향
육계의 수출 대상국은 EU와 일본이 전체 수출량의 80%를 차지하였으나, 2004
년 AI 발생으로 2012년까지 수출이 중단되었다. 2012년 7월 EU에서 태국 생닭 수
입규제를 해제하였고, 2013년 12월에는 일본이 수입 재개함으로써 약 60만 톤을
수출하였다. 그 후 태국은 수출 확대를 위하여 아세안, 홍콩, 한국, 남아프리카공
화국 등으로 수출시장을 늘려 나가고 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2003년에 신선닭고기 4만 2,000톤을 수출하였으나,
2004년 1월 태국에서 AI 발생 이후 수출이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조제품은 거의 일관되게 수출해 왔으며, 2015년에는 1만 5천 톤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6년부터 신선닭고기는 수출 재개 후 신선 닭고기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태국계육협회에서는 2~3년 후에는 4만 톤(30억 바트, 1,132.5억
원5))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 태국의 닭고기 수출량 추이(2014~2018년)
(단위: 만 톤)

2018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육조제품

39.9

44.6

47.7

53.3

51.4

5.2%

냉동계육

13.6

17.1

20.5

21.9

24.5

36.8%

냉동가염계육

6.2

7.9

8.1

7.0

9.2

47.8%

1~11월

주 : 수출량은 제품 중량 기준
자료 : Global Trade Atlas.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19年 2月 에서 재인용.

5) 바트 대 원화 환율은 2020년 8월 26일 기준 37.75원/바트를 적용.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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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수출 실적을 보면 대단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11월의 닭고
기 조제품, 냉동 닭고기, 냉동가염 닭고기의 수출량은 모두 증가했다. 닭고기 조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51만 4,000톤이었고, 냉동 닭고기는 36.8%
증가한 24만 5,000톤이 되었다. 냉동가염 닭고기는 2017년 3월의 브라질 식육부
정 문제나 그 후 브라질산 닭고기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EU용 수출시설
의 인정이 취소됨으로써 대체 수요가 태국산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무려 47.8%나
증가한 9만 2,000톤을 기록하였다.

2.2. 낙농6)
1) 낙농업 구조
태국의 젖소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기준 66만두이고, 낙농
가 수는 총 1만 7,925호이다. 농가의 사육규모가 영세한 편으로, 2013년 농업총조
사에 의하면 1호당 20~49두가 49%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주요 소비지인 방콕
인근의 중부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우유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원유(착유한 신선우유) 생산량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배 증가하여 120만 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사육두
수의 증가와 함께 두당 산유량의 증가에 기인한다. 2018년 평균 유량은 두 당
12.23리터로 한국의 약 절반 수준이다. 그 이유로는 소규모 낙농가들이 많으며,
특히 소규모 겸업농가도 있어 유량을 늘리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
과 유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후 사료 등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낙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주요 품종은 열대지역인 태국의 기후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홀스타인에 여러 품종을 걸쳐 개량한 '트로피컬 홀스타인(Tropical
Holstein)'이다. 또한 젖소가 20마리가 되지 않는 소규모 낙농가가 많아, 착유한
원유는 원유 집유차량으로 모아지지 않고 농가가 집유통에 담아 스스로 집유센터
(낙농가에서 모은 유유를 일시 저장하는 시설)에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유센터는 국내에 206곳이 있으며, 집유 시에 간단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유
6) 이 절의 내용은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의 월간지 畜産の情報 에 게재된 “タイにおける牛乳⋅乳製品
の生産⋅消費動向について”(2020. 1) 및 “タイ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需給動向”(2019. 10)에서 발췌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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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기준을 충족한 원유만 저온탱크애 옮겨 저장된다. 최근 집유센터에 대해서는
축산국이 품질관리를 포함한 GA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취득을 권장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젖소 사육두수도 증가하고 두당 산유량도 증가하여 원유 생산량은 증
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국내 수요를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부족분은 수
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앞으로 FTA 진전에 따라 유제품 수입의 관세
가 철폐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젖소의 육종 및 사양기술 지도 등으로 국내 낙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3> 태국의 젖소 사육두수 및 원유생산량 추이(2009~2018년)
(단위: 천 두)

(단위: 천 톤)

자료 : 태국 농업․협동조합부.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20年 1月 에서 재인용.

2) 우유 및 유제품 소비
태국의 음용우유 소비는 국민의 소득 향상과 학교우유프로그램 확충을 배경으
로 크게 증가해 왔다. 2018년의 연간 1인당 우유 소비량은 18.6kg이다. 1992년 학
교우유프로그램에 착수하여 농업․협동조합부 예산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120일분(하루 200mL)의 우유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2019년 현재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생 약 740만 명을 대상으로, 공급일수는 연간 260일이다. 이렇게 학교급식을 통
하여 소비되는 우유는 국내 생산량의 약 4할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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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유제품은 주로 우유나 요구르트 등으로 소비된다. 우유에는 다양한 맛
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딸기, 초콜릿 맛 등이 인기가 있다. 요구르트는 건강 지향
하는 풍조에 따라 무지방이나 저지방 제품의 유통이 늘어나는 경향도 보인다.
또한 초등학교에서의 우유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우유 소비가 증가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우유 및 유제품 프로모션 활동을
통하여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 지향 욕구에 부응하여 요구르트나 유산균 음료를 포함한 발효유
의 생산량은 확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대략 50만 톤 정도로 안정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더운 기후 때문에 아이스크림 소비도 바르게 증가하여 최근에는 대략 연
간 14만 톤 정도가 소비되고 있다.
태국의 원유 생산량은 증가 추세이지만,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분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이며, 분유는 국내 유업공장에서 요구르트 등의 원료로 사용
되고 있다. 또한 양은 적지만 최근에는 외식용 등으로 이용되는 업무용 프로세스
치즈나 분말치즈(가루치즈) 등의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의 주요 수입선은 FTA를 체결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이다. 태국 정부는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탈지분유 수입에 관세할당을 두고 있
으나, 관세나 할당 범위에 대해서도 양국간 FTA 협정에 의거하여 2025년까지 철
폐될 예정이다.
한편, 수출에 대해서는 수입 원유를 이용한 유제품 등을 동남아시아 국가에 집
중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량은 상온 보존 가능한 우유와 요구르트가 주종이
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2.5배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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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태국의 1인당 연간 우유소비량 및 발효유 생산량 추이(2009~2018년)
(단위: kg)

(단위: 천 톤)

자료 : 태국 농업․협동조합부.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20年 1月 에서 재인용.

3. 사료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7)
3.1. 사료의 수요와 생산
태국에서는 식육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식육으로 주로 이용
되는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 수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전
체적인 사료 수요를 추계하면 육계용 750만 톤, 산란계용 240만 톤, 양돈용 660만
톤 등의 순이다.
태국사료공업회는 가축의 영양요구량과 사양두수를 근거로 사료용 원료의 연간
수요량을 추계하고 있다. 실제로 사료원료 사용량에 대해서는 사료를 생산하는 각
사의 기업 비밀 때문에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태국 내 사료원료 수요
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추계이다.
이러한 연유로 실태와 다소 괴리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
를 들어 어분(魚粉)은 가격 상승으로 10년 정도 전부터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나,
7) 이 절의 내용은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의 월간지 畜産の情報 에 게재된 “タイブロイラー輸出産業の
競争力と今後の展望”(2019年 2月)에서 발췌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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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계로는 79만 톤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산정된다.
<표 3> 태국의 축종별 사료수요량(2017년)
(단위: 만 톤)

사육두수
(만 마리)

사료수요

브로일러

164,216

종계
성계

구 분
육계

산란계

돼지

오리

어분

대두박

옥수수

쇄미

654

20

196

405

0

1,864

94

3

23

56

0

4,909

92

3

23

55

0

병아리

5,664

238

12

59

131

0

종계

72

3

0

1

2

0

육돈

2,096

566

17

113

141

113

종돈

107

99

5

20

0

45

육용

3,700

31

2

6

5

11

종계

32

2

0

1

0

1

난용

670

39

3

6

0

16

새우

53
32

88
48

0
10

4
10

13
0

0
0

어류

34

54

5

16

16

0

-

2,008

79

479

825

185

젖소
양식
합 계

주 : 축종별 영양요구량 및 사육두수에 의거한 추계치.
자료 : 태국사료공업회.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19年 2月 에서 재인용.

<표 4> 태국의 사료원료 곡물 등의 생산량 추이(2009~2017년)
(단위: 만 톤)

연도

옥수수

대두

어분

카사바

2009

462

2010

486

18

-

3,009

15

52

2,201

2011
2012

497

10

50

2,191

495

6

49

2,985

2013

488

5

50

3,023

2014

481

6

48

3,002

2015

403

4

38

3,236

2016

439

4

31

3,116

2017

470

4

32

3,050

주: 각 품목의 총생산량이므로 사료 이외의 용도를 포함.
자료 : 태국 농업․협동조합부.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19年 2月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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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료원료 수요는 총 2,008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옥수수는 825만
톤이다. 또한 육계용 사료의 총수요는 750만 톤 정도이며, 그 중 옥수수가 461만
톤이다.
태국은 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연간 7만~7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하는 것으
로 보아 소비량은 500만 톤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태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료원료는 약 1,000만 톤으로, 이 중 옥수수가 470만
톤, 쌀(쇄미나 쌀겨 등)이 약 300만 톤, 카사바 칩이 약 20만 톤 등이다.
태국 농업ㆍ협동조합부는 품질이 낮은 쌀 생산을 줄이고 옥수수 생산을 늘리는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용으로 공급되는 쇄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 대신 카사바 칩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3.2. 사료원료의 가격
사료원료의 가격은 대체로 상승 추세이다. 특히 사료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옥수수와 카사바의 가격이 가장 현저하게 증가세를 나타내는 추세이다.
어분은 단가가 가장 비싼 사료이며, 브로일러나 돼지용 사료로서 35% 정도 사
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 사용 비율을 낮추는 추세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사료원료 가격을 보면, 1kg 당 가격으로 대두박은 15바트(566.3원) 내
외, 옥수수는 9바트(340원) 내외, 쌀겨와 수입밀은 8바트(302원) 내외, 카사바 칩
은 7바트(264.3원) 내외 등으로 조금씩 변동하고 있다.
사료원료 가격에 대하여 물가 변동을 제거한 후 수치를 보면, 2018년 가을 이후
옥수수와 쌀겨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옥수수의 대체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입 밀은 대체로 옥수수보다 저렴한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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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태국의 사료원료가격 추이(2015~2018년)
(단위: 바트/kg)

주 : 노랑선: 대두박, 점선: 쌀겨, 하늘색: 옥수수, 청색: 수입밀, 녹색: 카사바칩
대두박은 수입대두를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가격. 수입밀은 CIF가격.
자료 : 태국 사료공업회. 수입밀 가격은 Global Trade Atlas.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20年 1
月 에서 재인용.

3.3. 사료 수급의 여건 변화와 전망8)
1) 옥수수 생산량의 감소
최근 들어 태국에서는 원유의 대체 수요에 따른 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작물의
수요 증가로 바이오에탄올의 원료가 되는 카사바 가격이 점점 상승함에 따라 옥수
수 생산이 카사바로 전환되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작물 특성을 보면, 옥수수는 연 3회 수확이 가능한 데 비하여 카사바의 생육기
간은 10~12개월 정도로 더 길다. 반면에 옥수수는 파종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만, 카사바는 육묘가 1년 내내 가능해 이식 직후 시비나 제초 등을 충분히 관리하
면 그 후에는 거의 노력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옥수수의 수확량은 날씨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반면, 카사바는 비교적 가뭄에 강한 데다 식목 후 14개월까지
는 품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생산자로서는 가격 동향을 감안하면서 출
하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8)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08年10月, “タイ飼料産業の現状について” 및 2019年 2月, “タ
イブロイラー輸出産業の競争力と今後の展望”에서 인용 편집하였다.

39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따라서 곡물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 경향에 있는 상황에서 옥수수 가격도 상승
하고는 있지만, 카사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판매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다. 이러한 연유로 농가들은 옥수수 재배를 줄이고 카사바 재배를 늘리는
전작(轉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 바이오연료와의 경합
태국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서 바이오에탄올은 전분계가 카사바,
설탕계가 사탕수수와 당밀로 되어 있으며, 미국 등과 같이 옥수수가 바이오 연료
의 원료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팜오일이 사용된다. 태
국 국내에서는 옥수수가 주로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의 원
료로서 직접적인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옥수수 생산량의 감소는
카사바로의 전환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주요 작물인 사탕수수에 대해서는 설탕과 함께 국가에 의해 엄격한
판매⋅가격 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옥수수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격 폭락
시에 정부의 긴급수매 조치 등이 실시된 사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
겨져 있다. 이 때문에 옥수수 생산량은 이전부터 다른 작물의 가격 동향에 큰 영향
을 받아 왔다.
또한 태국 정부는 바이오에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이옥탄 가솔린과 레
귤러 휘발유를 가소홀(gasohol, 에탄올 혼합 가솔린)로 대체하고 있다.9) 가소홀은
E10(에탄올 혼합비율 10%) 및 E20(동 20%)가 판매되고 있으며, 가소홀과 휘발유
에 가격차를 두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게다가 태국 정부는 카사바를 원료로
하는 에탄올 공장도 가동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내의 카사바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카사바 수요가 옥수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가격 동향이 주목되는 것이다.

9) 가소홀(gasohol)은 무연휘발유 90%와 절대에탄올 10%를 섞어서 만든 자동차 연료로, 무연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고, 옥탄가도 무연휘발유와 비슷하다. 석유파동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다시 중요하게 되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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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료작물의 생산기반 취약
태국에서는 공업화 진전으로 GDP 대비 농업생산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취업
인구에 대한 농업인구 비율은 40% 정도를 차지하는 등 그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점과 함께 농협 조직이
취약하여 농업생산자에 대한 기술지도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옥수수 생산자도 마찬가지로 농장 관리가 전통적인 영농기술 수준에 머물러, 신
품종을 보급하더라도 종자의 생산능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농업생산자가 지주로부터 농지를 빌리거나 청부경작하는 경우가 많
으며, 이러한 임차농인 경우에는 농지의 토양 개량에 대한 의욕이 희박하여 생산
력이 저하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4. 최근의 축산정책 주요내용10)
4.1. 육계
태국의 육계산업은 2004년에 AI 발생으로 큰 전환기를 맞았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가금류 사육 체계화, 동물과 인간의 질병 감시와
예방 및 통제, 조류독감 유행 대비, 공공과 민간 및 국제 부문과의 협력 등 4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가금류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여 대규모농장에 대해서는 철새로 인
한 감염을 막기 위하여 폐쇄사육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폐쇄형 케이지사육을 금지하고 1㎡ 당 9마리 이하로 사육하도록 가이드라인도 마
련하였다. 소규모 사육농가는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
도록 유도하였다. 가금류의 이동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외국으로부터 밀반입을 방
지하기 위하여 가금류 재배치를 감시할 수 있는 실시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태국의 육계 생산은 농업․협동조합부 축산국의 주도로 방역 체제나 관리 체제를

10)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プロ研資料 第11号（2019.3）제6장 태국편을 편집
번역하였다.

401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강화해 나가면서, 내수 확대 및 닭고기 조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늘리는데 노력
하고 있다.
태국의 닭고기 산업은 비용 면에서 브라질 등에 밀리지만, 첨단기술의 가공산업
과 식품 안전성을 토대로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태국 정부와 육계
업체들은 태국산 닭고기가 세계에서 생산되는 닭고기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자
부하고 있다.

4.2. 낙농
태국 정부는 다른 축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낙농업의 진흥을 위하여 발
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① 낙농가와 낙농조직의 강화, ② 국제 수준에
충족하는 우유 생산과 유제품 산업의 발전, ③ 우유 섭취 촉진과 경쟁력 있는 유제
품 개발, ④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발과 이용, ⑤ 농가를 위한 낙농지식의 연구
개발 등 5대 전략을 내걸고 낙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을 실시
하고 있다.
<표 5> 태국의 유제품 개발전략(2017~2026년) 개요
과제

목표

후계자 부족

후계자 육성

생산성 향상

생산비용 14.33 → 12바트/kg

유제품 품질
향상

농장 GAP 취득, 전고형분
12.5%, 체세포수 40만 이하

소비량 향상

수출량 15만 톤으로 증가

전략
1.
2.
3.
4.
5.

낙농가와 낙농조직 강화
국제기준에 적합한 우유생산, 유제품산업으로 발전
우유 소비 촉진, 경쟁력 있는 유제품 개발
D/B시스템 개발 및 이용
농가형 낙농기술 연구개발

자료 : 태국 농업부.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20年 1月 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생산비 절감 목표로 원유 1kg 당 14.33바트(541원)를 12바트(453
원)로 낮추도록 하며, 농장 GAP는 100% 취득하도록 하여 전체 고형분 12.5% 및
체세포 수 40만 이하라는 기준을 세웠다. 소비 촉진을 위한 전국민 소비캠페인 및
수출량 15만 톤 목표 등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낙농진흥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향후 정부 방침에 대응할 수 없는 소규
모 농가 등의 폐업으로 인한 대규모 농가로의 집약화가 예상되어 생산 증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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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유제품에 대한 국내 소
비를 늘리는 동시에 중국과 베트남 등 인근 동남아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4.3. 사료곡물
1) 건기작 옥수수의 생산 장려
태국 정부는 최근 지금까지 벼를 2기작 하던 논에서 벼의 후작으로 건기작 옥수
수를 재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건기작 옥수수란 우기 초기작의 쌀을 수확 후
(11월~1월)에 파종하여 4~5월에 수확하는 것이지만, 생육 기간의 대부분이 건기
이기 때문에 관개를 통하여 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정부가 건기작 옥수수 경작을 추진하는 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물 수급의 압박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용수 수
요가 늘어나면서 농업용수와의 경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량의 물을
사용하는 건기작 벼를 줄여 적은 물로 재배 가능한 건기작 옥수수를 늘려 생활용
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옥수수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이다. 태국에서는 닭고기 생산량이 계속
증가해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되었으며, 닭고기 생산량에 비례하여 옥수수 수요
도 늘어나고 있다.
셋째는 옥수수 수확 시기의 분산화이다. 옥수수의 70%가 7~9월에 수확되는데,
옥수수의 수요는 연간 일정하기 때문에 수확기를 분산시킴으로써 옥수수의 보관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우기에 수확되는 옥수수는 수분 함량이 높고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함량도 높아지므로, 강우량이 적은 3~4월에 수확하여 아플라
톡신 함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건기작 옥수수의 재배를 장려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건기작 옥수수를
재배한다고 등록한 농가의 농지 45만 라이11)(7.2만 ha)를 대상으로 재배작목을 전
환하기 위하여 논 개량에 필요한 자금으로 1라이(16 a) 당 2,000바트(75,500원)를
직접 지급하였다. 2018년은 직접지불을 하지 않고 농협은행을 통해 1라이 당
2,000바트를 연리 0.01%의 저금리로 융자함으로써 200만 라이(32만 ha)로 재배
11) 1라이는 1,6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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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
월 기준으로 등록면적은 81만 라이(13만 ha)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식부전환 목표인 200만 라이는 건기에 재배되는 벼면적(약 1,000만 라
이(160만 ha))의 20%에 해당한다. 또한 건기작 옥수수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옥수수의 재배를 지원하고 있다. 이 보험은 라이(16 a)당 65바트(2,453.8원)의 보
험납부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1라이 당 1,500바트
(56,62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표 6> 태국의 건기작 옥수수재해보험의 개요
구분

주요내용

목적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생산비의 회수를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옥수수 재배를 증
가시키기 위함.

대상

33개 주, 농가 15만 세대, 200만 라이(32만ha)

대상조건

건기작 옥수수 재배에 대하여 농업지도국에 2018년도 작기 재배를 등록할 것.

보험료

1라이 당 65바트(수입인지대, 부가가치세 포함)
단, 정부가 전액 보조

보상액

1라이 당 병충해 피해 : 750바트
자연재해 피해 : 1,500바트
※ 재해: 홍수, 한발, 태풍, 저온, 서리, 화재 등

등록기간

2018년 11월 ~ 2019년 1월

자료 :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20年 1月 에서 재인용.

2) 사료용 밀 수입 제한
태국 정부는 일찍이 축산업을 위한 사료를 최대한 국내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으
로 사료작물의 생산을 장려해 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농산물 수입협상에서도 사료
곡물 수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대체로 엄중하게 대응하는 편이
다.
사료용 밀에 대해서는 태국 정부가 2017년 1월부터 밀 1kg 수입(최혜국세율은
10%)에 대하여 3kg의 국산 옥수수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15~2016년에 밀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국내 옥수수 가격이 하락한 것을 계기로
국내 옥수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7년의 밀 수입량은 266만 톤으
로 전년에 비하여 40%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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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료용 콩 생산
태국은 사료용 콩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해충 피해를 당하
기 쉽다는 점 등으로 콩 생산의 비교우위성이 낮아 생산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콩
을 재배하는 지역은 태국 북부로 대략 10만 ha 수준이다. 한편, 대두밀은 국내 자
급율이 30% 정도이며, 국내 사료용 수요로 우선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 대상 품목
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5. 맺음말
태국의 축산업은 양계산업과 양돈산업을 주축으로 사료산업이 뒷받침하는 탄탄
한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양축농가와의 계열화 체계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축산가공식품 기업이 태국에서 성업하면서 축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사료산업도 빠르게 성장하여 수출산업으로 발전하는 단계이며, 세계
시장의 5~6%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유 소비의 증가로 낙농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가축을 중심으로 축산업이 발전한 배경에는 첫째, 자급 가능한 사료
자원이 풍부하여 가축 생산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육계⋅양돈
농가와 육가공업체와의 계열화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비용이나 품질 면에서
상품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 정부의 식육안전성 관리 제도를 통해 그들
이 말하듯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콕에 세계 최대의 육가공업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도 태국 축산업의 큰 자부심이
다.
그러나 금년에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의 영향으로 수출 시장이 위축되는 경향이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유럽에서 도
시 봉쇄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유통이 일부 제한됨에 따라 2020년 1~2월의 영국
용 닭고기 조제품 수출은 전기 대비 2.7% 감소하였고, 네덜란드 수출용도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도 10.4%나 감소하는 등 닭고기 수출
의 전반적인 침체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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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적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외출규제 방침에 따라 외식 소비가 비교
적 많은 닭고기 소비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축산물 이외에도 설탕의 원료
인 사탕수수 등의 수요가 저하되는 등 경기침체의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태국 농업․협동조합부 농업경제국은 2020년 1분기 농업 분야의 GDP 성장
률이 전년 동기대비 4.8% 낮아져 연간으로는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격과 품질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태국의
냉동 닭고기와 닭고기 조제품은 비록 소량이지만, 일본과 주변국에 지속적으로 수
출되고 있다. 정부와 업체가 함께 노력하여 육계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수출도
이어가고 있으므로, 태국의 육계산업은 향후에도 성장의 여지가 크다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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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제4편

태국의 식품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
김정호(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1)

1. 머리말
식품산업은 현재 태국 정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육성지원을 하고 있는 산업 분야
로 특히 가공식품산업은 경제적 비중이나 성장률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가공식품 분야의 고용률은 전체 제조업 고용자의 10%를
넘는 수준이며, 국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식품수출액 비중은 약 15%에 달한
다.
태국 정부는 자칭 ‘세계의 부엌(The Kitchen of the World)’이라는 슬로건을 내
세우면서 가공식품 생산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 전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권에 향미(Jasmine Rice)를 수출하고, 닭고기 수출은 미국과 브
라질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며, 수산물로는 세계 최대의 참치통조림 생산국이기
도하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김을 수입하여 이를 과자로 가공해서 수출함으로써 부
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들어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와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예
를 들면, 고영양가 식품, 유기농 식품, 저칼로리 식품, 저당분⋅저염분⋅저지방 식
품 등이다. 태국의 건강식품 시장은 아직 규모가 작고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또한 태국은 무슬림 인구 비중이 높아 할랄식품(Halal food) 시장이 크게 형
성되어 있으며, 할랄식품 소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이슬람교도

* kreikjh@naver.com
1) 이 글은 일본 농림수산성, ｢総合的なＴＰＰ等関連政策大綱に基づく農林水産分野の対策｣ 2020년 2월
공표자료 및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ＴＰＰ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를 기초로 하여
쌀, 밀, 콩을 중심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재편집ㆍ수정ㆍ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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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점 부유해지면서 세계적으로도 할랄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태국 정부는 할랄식품을 중심으로 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태국의 식품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소절로 식품산업
개황, 식품제조 및 유통 현황, 최근의 식품산업정책 주요내용 등의 순으로 편성하
여 서술한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19(COVID-19) 영향을 비롯하여 부분적으로 자
료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바란다.

2. 식품산업 개황2)
2.1. 소비 기반의 특징
1) 인구 및 소득 분포
태국의 총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6,979만 명이며, 동남아시아에서 4번째로
많다. 그리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력 인구계층(15~59세)의 비율은 약 67%이
다. 소비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수치이다.
태국의 2018년 GDP는 5,049억 달러이고, GDP 성장률은 약 4.5%로 추정된다.
경제규모로 보면,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크며, 현재는 아
시아권에서 상위 중소득국이지만 2026년 말까지 고소득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태국의 전체 가구에서 중간소득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69%에
서 2015년 73%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8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3)

2) 핵가족화와 밀레니얼 세대의 증가
태국의 2018년 인구중앙치는 37세로 아직은 비교적 젊은 편이다. 그러나 출산

2) 이 절의 내용은 일본 山田コンサルティンググループ에서 작성한 “タイの食品市場の概要”(2019.3)를 인
용 편집하였다. 인터넷 사이트(http://www.yamada-cg.co.jp/).
3) 중간소득세대는 연간소득이 17만 5,000바트 이상 87만 5,000바트 이하의 세대로 정의된다.(자료 :
Deloitte’s Thailand Consumer Survey Repo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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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점점 낮아지는 반면에 노령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60세 이상 노령인구
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약 19%에서 2040년에는 32%로 늘어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세대의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태국 국가통계국(NSO) 조
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인원은 2000년 3.8명에서 2017년 3.16명으로 감소하였
다. 부부 2인의 핵가족 가구나 1인 가구의 비율이 커지면서 가구 수는 증가하는 추
세이다.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생, 제너레이션 Y)가 2018년 기준으로 29%
로서 태국의 총인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소매⋅
음식 서비스의 시장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으로는 IT 등 현대의 하이테크에 익숙하고, 정보를 중시하여 SNS를 활용하며, 자
기 취향이 확실하고, 금융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 등을 들 수 있
다.4)
<그림 1> 태국의 연령별 인구 분포(2018년) 및 노령인구 예측
(단위: 백만 명)

밀레니얼세대
X세대
베이비부머세대
(1980~2000년생) (1966~80년생) (1946~65년생)

자료 : 태국 지방행정국(DOPA) 추계.

(단위: 백만 명)

2020

2025

2030

2035

주 : 60세 이상 노령인구 수, 노령인구 비율
자료 : UN 경제사회국 추계.

4) SCB Economic Intelligence Center가 실시한 2014 Consumer survey(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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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상황
방콕(Bangkok) 수도권 및 인접지구는 경제규모가 국내에서 최대이다. 2017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GDP가 태국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고, 수도권 인구가 태국
전체의 약 23%를 차지한다.
방콕은 태국의 수도일 뿐 아니라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이자 관광지이다. 따라
서 방콕의 경제개발, 교통 시스템, 생활⋅소비에 관련되는 라이프 스타일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위 수준이다.
태국의 동부지역은 경제규모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크고, GDP의 18%를 차지한
다. 또한 국내 물류의 요충지이며, 자동차나 화학의 주된 제조 거점이다.
북부지역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총인구의 약 28%를 차지한다. 그러나
북부의 인구는 농촌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은 농업인이다. 북부지역에서는 동북
부 관문인 나콘 라차시마(Nakhon Ratchasima)의 인구가 가장 많다.

2.2. 식품 소비 동향
1) 외식 경향
태국 가구의 식료품비의 주요 품목은 가정 조리용 식품비이다. 이러한 가운데
외식 경향도 현저하다. 가계조사에 의하면, 2012~2016년에 외식비 지출이 연평균
성장률 12%로 증가하였다.
태국의 전체 외식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은 방콕 수도권 및 인접 지
구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중부지역이 이어진다. 그 이유는 도시의 가족이나 사회
인이 자택에서 조리나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외식이 늘어나기 때
문이다. 도시민의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더 자주 외
식을 하는 경향이다.

2) 건강 지향 및 식품 안전성 추구
최근 들어 건강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양가를 높인
식품, 유기농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 저칼로리 식품, 당분⋅염분⋅지방이
적은 식품 등이다. 그러나 태국의 건강식품 시장은 아직 규모가 작고 도시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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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서 도시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는 그다지 가격에 민감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상품 선택의 폭이 넓다. 딜로이트(Deloitte) 소비자조사에
의하면, 방콕과 치앙마이에서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상위 3개 요인은 맛, 안전성,
신뢰성이고, 그 다음으로 가격이 4위였다.5)

3) 모던 소매의 확대
방콕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산층의 증가, 도시화, 모던소매 점포(편의점, 슈퍼마
켓, 하이퍼마켓 등)의 증가에 의한 영향으로 소비자의 생활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
다. 모던소매 형태는 특히 도시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주요 채널이다.
태국 소매시장에서 모던소매 비중은 2010년 50%에서 2015년 60%로 증가하였
으며, 태국상공회의소대학(UTCC)에서는 2020년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미국 농무성(USDA)에 따르면, 식품 생산물은 모던소매가 태국 전체 소매식품 판
매의 약 70%를 차지하며, 소비자들은 신선시장이나 기존 식료품점에서 하이퍼마
켓이나 슈퍼마켓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딜로이트 소비자 조사에서는 도시 인구의 대부분(75~80%)이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모던 소매점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외국인 여행자의 증가
외국인 여행자는 2016년 이후 연간 3,000만명을 넘고 있어 태국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태국에서 외국인 여행자의 식품⋅음료 지출액은
2011년부터 2016년에 걸쳐 연평균 성장률 18%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렇게 외국인 여행자수의 증가와 여행자의 식음료 지출액의 증가 경향에 따라
방콕 및 주요 관광지(푸껫, 끄라비, 치앙마이 등)에 있는 모던 식품 소매점이나 레
스토랑 시장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5) Deloitte’s Thailand Consumer Survey Report, 2017. 山田コンサルティンググループ, “タイの食品市場
の概要”(2019.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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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제조 및 유통 현황
3.1. 식품제조산업
태국은 세계 유수의 식품생산⋅수출국으로서 2017년에 식품 수출액으로 1조 바
트(약 3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태국 국가식품연구소(NFI)에 의하면 태국에는 약 7천 개의 식품제조업체가 영
업하고 있다. 이들 식품제조업체 중에서 계열화된 대기업은 수출에 집중하고, 대
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주로 국내시장용으로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 및 대
기업의 상당수는 국내외의 시장용으로 고가격대의 식품을 제조하고 있다. 태국 공
업부 공업경제국(OIE)의 산업조사에 의하면, 식품가공 전체에서 차지하는 국내시
장의 비율은 59%이다.6)따라서 약 40%는 해외시장으로 수출되는 셈이다.
<표 1> 태국의 주요 식품제조업체와 사업내용
업체명

주요 사업 내용

CP 그룹

닭, 돼지, 새우를 주 사업으로 하는 식품생산가공기업.
사료의 생산부터 취급함으로써 엄격한 품질관리 체제 하에 양식․양계․양돈장을 직접 운영하
면서 사육농가와 계열화를 유지.
GMP, HACCP, ISO9000, ISO1400 등 세계표준의 위생과 안전기준 증명을 취득하여 안
전․안심제품을 보증.

닭 사료부터 양계 생산, 가공을 일관경영하는 계육가공기업.
"Non Animal Protein, Non Growth Promoters"의 경영 방침 하에 완전한 풍미와 안전한
파나스 폴트리사
치킨을 제공.
푸드플래너에 대해 10% 자본참여 허용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
사하⋅팜 그룹

타이 서밋
마케팅사

방콕 런치사

태국 최대의 닭고기 종합계열화업체.
7개소의 대규모 양계장과 400개소 이상의 중소규모 양계장을 운영하며, 일본, EU, 아시아,
국내용 등으 구분하여 공급.
그룹 각사에서 원료⋅생가공품⋅가열 가공품의 모든 닭고기 가공품을 제조.
닭고기의 세세한 절단 방법이 있는 제품, 마리네제품, 편육동결제품, 생닭꼬치 등의 제조가
특징인 업체.
주로 닭다리제품을 다양한 컷팅으로 제조.
오리고기, 오리고기 가공품, 브로일러 판매 등의 식품기업.
자사 사료공장, 사육장(자사+위탁), 처리장을 운영하여 오리의 사육에서 가공까지 일관생산
으로 영업.
식품안전성을 모토로 항생물질 무첨가사료 사용.

자료: http://www.foods-planner.co.jp/overseas/
6) 태국 공업부 공업경제국(OIE)이 실시한 공업조사는 냉동식품, 통조림식품, 식용유, 유제품, 음료, 설
탕, 조미료, 밀, 밀 등 태국의 다수의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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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를 위한 원재료는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하는 편이다. 쌀 가공을 위한
향미(Jasmine Rice), 소주의 원료인 카사바,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를 비롯하여
육가공을 위한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원료 농산물로 생산된다. 식품업체의 가공
기술이 발달하여 신선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를 들
어 참치를 수입하여 참치통조림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김을
수입하여 이를 과자로 가공해서 재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같이 태국은 풍부한 원재료, 저비용, 전략적으로 유리한 입지 등의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 식품제조회사가 태국의 식품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3.2. 식품시장
태국의 식품소매시장 규모는 2016년에 1조 8,000억 바트로 추정되었으며, 이러
한 시장규모는 연평균 약 3~5%로 성장하고 있다.
도시인구의 증가는 모던 소매사업자의 성장 기회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던
소매의 가공식품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가공식품이 시
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외의 식품제조업체나 유통업체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품, 새
로운 맛, 새로운 포장(사이즈⋅디자인)을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한편, 소매점
측도 이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사의 최고라 할 수 있는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림 2> 태국의 식품소매 매출액 추이(2012~2016년)
(단위: 10억 바트)

자료 : 미국 농무성(USDA). 山田コンサルティンググループ, “タイの食品市場の概要”(2019.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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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모던 소매식품점이 배치되는 동향을 보면, 방콕 등 주요 도시에서는 소
비자가 기존 신선시장과 개인 상점에서 하이퍼마켓으로,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편
의점 등으로 옮겨가면서 식품 전체 소매판매에서 모던 소매 비중이 약 70%를 차지
한다. 이러한 가운데 슈퍼마켓은 모던 소매섹터 가운데 지난 3년간 성장 속도가
가장 빨랐다.
식품의 소매시장 상황은 방콕과 기타 지역과는 전혀 다르다. 방콕에서는 종류가
풍부한 상품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어 수입 식품의 경쟁은 지극히 격렬하다. 반면
에 다른 지역에서는 매장에 진열된 수입식품의 종류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이
것은 방콕 이외에서는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하고, 여전히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이
다.
모던 소매사업자는 취급상품을 선택하는데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시장
에 투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매 사업자는 제품과 공급업체의 선정에 엄격하다.
상품을 매장에 나열한 후에도 사업자의 방침에 따라 3개월 내지 6개월 마다 매상
액으로 평가된다. 또한 채용료, 취급료, 판촉료, 소매마진 등의 수수료가 청구되는
데, 그 내용은 소매 사업자의 교섭력에 따라 다르다.
<표 2> 태국의 모던 소매(식품)의 형태
구분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콤비니언스 스토아

주요 특징

∙지명도 높은 상품 중심
∙고급 수입식품 제공
∙제품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
∙주로 방콕 등 수도권에 입지
∙중소도시에 비교적 규모가 작
∙최근에 성장세 유지
은 점포로 운영

∙고객 편의 위주로 24시간 영
업
∙바쁜 사회생활에서 성장 가능
성이 클 전망

목표 대상

∙저중소득자층
∙개인상점
∙소규모 음식서비스업

∙고소득층
∙해외주재원, 관광객

∙도시의 젊은층
∙학생

협력 업체

Big C / TESCO Lotus /
makro

Tops market / Cetral Food
세븐일레븐 / 패밀리카트 /
Hall / Gourmer Market /
로손 / CJ Express / SPAR
Foodland / Villa Market

점포 수
(2017년)

450

570

14,000

소매매출
비중 (%)

18.4%

12.1%

17%

자료: https://www.yamada-cg.co.jp/contents/international_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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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태국의 음식서비스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자의 증가, 식품 배
달⋅케이터링 수요의 증가, 외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태국의 대기업 은행계 조사회사인 카시콘리서치센터에 의하면, 태국의 레스토랑
시장은 2013~2018년간 연평균 약 3~5%로 성장하고 있다. 레스토랑 체인은 레스
토랑 시장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그림 3> 태국의 레스토랑 시장규모 추이(2013~2018년)
(단위: 10억 바트)

주 : 적색은 비레스토랑 체인, 회색은 레스토랑 체인
자료 : Kasicon Research Institute.

3.3. 식품 유통구조
1) 일반적인 수입식품의 유통경로
먼저, 국내 식품제조업용으로서, 태국에 식재료를 수출하는 수출업자에게는 두
가지 유통경로가 존재한다. 첫째는 자사에서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제조업체
에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식재료를 수입하는 수입업자이다. 두 번째는 원산국에서
직수입하는 대규모 식품제조회사이다.
태국의 식품제조업체 대부분은 재고 보유를 피하기 위하여 수입업체를 통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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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식재료의 대부분은 독점 대리점 또는 정규 대리점
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식품소매․음식서비스사업자용으로서,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수입업자
로부터 시작되어 유통업자를 거쳐 소매⋅음식서비스사업자에 도달하는 경로이다.
식품소매 부문에는 두 가지 유통경로가 있으며, 첫째로, 모던 소매용 식품은 소
매업자가 중앙⋅지역 유통창고에 직접 수송한다. 두 번째로, 전통적인 소매유통
전용의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업자로부터 소매업자에게 수송되는데, 이 경우에 국
내의 도매업자⋅지역의 대리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음식서비스 부문에는 세 가지 유통경로가 있는데, 첫째로, 레스토랑 체인을 위
한 수입품은 유통업체가 중앙요리점까지 전달한다. 둘째로, 비레스토랑 체인용 수
입품은 대부분 수입업자도 맡고 있는 유통업자가 레스토랑에 직접 전달한다. 셋째
로 대부분의 소규모 레스토랑 전용의 수입품은 근처의 도매업자 및 하이퍼마켓으
로부터 식재료를 조달한다.
<그림 4> 태국의 식품산업 유통 경로

자료 : 관련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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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유통업자
태국의 식품유통업자는 식품제조업체⋅식품수출업자에게 중요한 파트너이다.
국내의 유통업자는 시장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규제 환경에도 정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시장의 특징, 수요, 동향 등)을 활용하여 상품에 대한
잠재시장을 찾아낼 수 있다.
국내 유통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수출업체가 여러 소매체인이나 식당과 직접 접
촉해야 할 필요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유통업자는 물류⋅운영 비용
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며, 적절한 유통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식품제조
업자나 수출업자가 태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국의 식품 유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에는 유명 다국적기업, 자사공장을 보유한 기업, 자사 소매
유통을 보유한 기업 등이 존재한다. 중소유통업체는 독립사업을 하는 유통업체로
고객과 긴밀하게 대응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통업체 중에는 상품 유통에 대
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에는 식품의약국
(FDA)의 등록 절차부터 수입통관 절차, 마케팅 계획 및 활동, 고객 대상 상품 발
송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통업자는 한정적인 유통서비스만을 제공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3> 태국의 식품유통업체 성격 구분
구분

대기업 식품유통업체

∙광범위한 네트워크 보유
∙지명도가 높음.
일반적 ∙대형유통에 집중
특징 ∙고객과 장기적 견고한 관계 유지
∙다양한 분야의 상품 취급
∙자사브랜드나 자사소매점을 보유한 사례도 존재

중소기업 식품유통업체
∙자금 면에서 사업능력과 판매망 제약 요소
∙대기업에 비해 취급 상품이 적음.
∙신규/독자브랜드에 주력
∙일부 중소유통업체는 소매업자와 긴밀한 관계
유지

강점

∙JV제조회사를 통한 사업 확대의 가능성
∙취급상품 수가 적으므로 고객에 대한 긴밀한
∙자사의 소매점을 통한 판매망 확대 및 영향력 발 서비스 가능
휘
∙신상품에 대한 전향적 의지
∙취급상품의 특정시장에 대응 경험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 경험

약점

∙신제품 시장 참여에 엄격하므로 신규사업자에 대
한 서비스 제약
∙유통 판매네트워크가 한정적이므로 판매량에
∙취급상품이 다양하므로 상품에 대한 서비스가 소 제약
홀할 우려

자료: https://www.yamada-cg.co.jp/contents/international_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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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의 식품정책 동향
4.1. 유기농식품 지원 정책7)
태국에서도 식품안전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기농식품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 카시콘경제연구소(Kasikorn Research Center)에 의
하면, 2018년 태국의 유기농제품 시장규모는 약 27~29억 바트(8,900~9,600달
러)로 추정되며, 2021년까지 약 2배인 54억 바트(1억 7,788만 달러) 규모로 성장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유기농식품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가, 전반
적인 소득 수준 향상, 질병 및 알레르기 환자들의 선별적 식품 섭취 수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태국 내 프리미엄식품 및 유기농식품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
유기농 제품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부의 농산물⋅식품표준국에서 품질 기준
을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최종 생산물의 중량으로 최소 95% 이상의
유기농 원료를 포함해야 제품 표시에 ‘유기농 제품’이라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기농 원료가 70~95% 수준인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를 포함한 제품’이라는 표시
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기농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태국 정부는 2017~2022
년까지 ‘국가유기농개발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기농 농업 표준을 개발하여 유
기농제품 생산 및 관련 마케팅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 농업
에 대한 지원도 늘리는 방향으로, 2021년까지 유기농 경작지를 60만 라이(9.6만
ha)까지 확대하고 유기농 재배농민도 3만 명을 육성한다는 목표이다. 태국의 동북
부 지역에서는 10개의 호텔과 백화점, 20개의 병원이 유기농 채소를 구매하고 있
으며, 정부는 이 지역 농민들에게 유기농업 재배를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7) naver 포스트 “유기농은 선진국만 찾는 게 아니다... 태국서도 유기농식품 '붐”(https://m.post.naver.
com/viewer/postView.nhn)에서 편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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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입식품 신고제도8)
태국은 2014년 말부터 수입식품신고제도(License Per Invoice, LPI)를 시행하
고 있다. 이것은 수입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식품에 대하여 태국식품의약
품안전청(Thailand'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 FDA)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태국FDA는 수입식품신고제도를 통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전자세관시스템(e-customs)을 활용하여 물품 세관등록의 전산화 및
합법적 세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추가적인 전자문서화 작업과 전자시스
템 사용에 다소 혼선이 초래되어 수입신고와 통관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
생하였다. 태국 정부는 앞으로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수입신고 및 세관등록 자동화
로 인하여 합법적인 세관절차의 진행과 수입신고 시스템이 선진화될 것을 기대하
고 있다.
수입식품신고제도의 시행으로 수입식품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즉, ① 태국 식약청에 수입식품 신청서류 제출 ➞ ② 식약청 승인 후 수입유통식품
식별변호 발급 ➞ ③ 선적 진행 및 선적서류정보 확인 ➞ ④ 식품제조회사의 보증
서 신고 ➞ ⑤ 선적정보를 수입식품신고(LPI) 전자시스템 입력 ➞ ⑥ 선적서류 통
관업체 제출 ➞ ⑦ 수입 진행 등의 절차이다.

4.3. 할랄식품 수출진흥 정책
할랄식품(Halal food)은 이슬람교 율법으로 허용된 식품을 말한다.9) 이슬람 교
도를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동남아시아의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
이 등의 무슬리 인구는 약 2억 5천만 명이며, 중동 국가의 무슬림 약 1억 9천만
명을 포함하면 전세계의 할랄식품 시장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10)
8)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プロ研資料 第11号（2019.3）제6장 태국편을 편집
번역하였다.
9) 할랄 식품은 이슬람 교도가 먹을수 있는 것으로 육류 중에서는 단칼에 정맥을 끊는 방식으로 도축된
양⋅소⋅닭고기를 할랄식품으로 인정한다. 채소, 과일, 곡류, 해산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돼
지고기와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으면 할랄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10) 할랄식품 시장은 2014년 기준 1조 2,920억 달러로 세계 식품시장의 약 18%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2019년에는 2조 5,3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출처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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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무부는 태국 음식의 세계화에 성공한 프로젝트 “Kitchen of the world”
를 계기로 2015년에 “World Muslin Kitchen”이라는 태국 할랄식품 수출지원 프
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5대의 할랄식품 생산
국 및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약 3억 달러를 정부예산으로 책정하고 투자계
획을 작성하였다.
태국은 무슬림 인구 비중이 높아 할랄식품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할랄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할랄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
되는 추세로 태국 정부는 할랄식품을 중심으로 식품 수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태국 정부는 무슬림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청과 상공
회의소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태국 내 할랄식품 마케팅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랄식품 관련연구소, 협회, 인증기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국경에
가까이 위치한 태국 남부지역에 할랄인증기관과 유통기관을 설립하여 할랄산업단
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수요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총 60여개의 할랄프로젝트는 크게 4
가지로 분류되며, 예산은 다음과 같다. 즉, ① 할랄식품 기준 및 인증 제도의 발
전: 약 9,738만 달러, ② 할랄식품 및 서비스 강화: 약 1억 1,187만 달러, ③ 할랄
식품의 해외마케팅: 약 2,837만 달러, ④ 국내 할랄산업 강화 및 연구개발: 약
1,635만 달러 등이다.

5. 맺음말
태국은 ‘아시아의 식품바구니(Food Basket of Asia)’ 또는 ‘세계의 부엌 (The
Kitchen of the World)’으로 불릴 만큼 풍부한 식품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주요 수출품인 쌀, 카사바, 설탕 등은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
으며, 가공식품으로 닭고기조제품, 참치캔, 파인애플통조림, 냉동새우 등도 수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태국 정부는 식품산업을 ‘10대 미래산업’의 하나로 지정하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식품(Future Food)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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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기능성식품, 유기농식품, 할랄식품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하
면서 전략적인 수출 촉진을 추진 중이다. 식품수출 대기업들은 자사제품에 안전하
고 건강한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
한 음식서비스시장도 식품산업의 새로운 활로이다. 마침 2020년 9월에는 ‘태국식
품박람회(THAIFEX)’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관심을 끈다.
현재 태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상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것
으로 보이나, 지난 수개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바꿔 놓았다. 세계적
인 전염병의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식생활 측면에서는 건강식을 더 많이 찾고, 외식소비가 많은 도회지에서는
온라인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식품산업은 농업의 전방산업으로서 농산물 생산구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전망된다. 태국의 식품산업이 수출 주도형으로 변모함에 따라 농산업 전체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국제 기준과 표준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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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 제2편

브라질의 콩, 옥수수를 둘러싼 최근 정세(전편)1)
- 생산은 마토그롯소 주를 중심으로 향후에도 확대 전망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박지원(국제곡물 관측 담당자) **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머리말
브라질 연방 공화국(이하 ‘브라질’)은 한국의 약 85배2)의 면적을 가진 세계에서
5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이며, 수자원 등이 풍부하여 농축산업이 왕성한 나라
이다. 브라질에서는 곡물 생산도 번성하여 콩 및 옥수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9/20년도는 두 품목 동시에 과거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이다(그림 1).
그림 1 브라질, 콩, 옥수수 생산량 추이

주 1: 2019/20년도는 예측치
2: 콩: 10월∼이듬해 9월, 옥수수: 3월∼이듬해 2월
자료: USDA, ｢PSD On-line｣.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前
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 huhduk@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본 지 9권 4호에 게재한 <특집: 브라질 곡물산업>으로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변화-대두 집
하업을 중심으로 한 일고찰-’에 이어 작성된 것으로,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
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前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
報｣2020년 8월호의 내용을 번역·수정·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2) 브라질 8,514,877㎢, 한국 9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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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브라질은 2019/20년도의 콩 생산량 측면에서 세
계 제1위, 옥수수는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된 콩과 옥수수는
국내 축산 농가 등에서 소비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생산 확대에 따라 수출 물량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콩의 경우, 수출량 측면에
서 세계 1위, 옥수수의 경우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이다. 특히 2019/20년도에는
미국에서 비가 많이 내려 생산량이 감소하여, 콩의 경우 미국과의 격차가 더욱 커
지고, 옥수수는 세계 1위인 미국에 육박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콩, 옥수수 수출량 추이

주 1: 2019/20년도는 예측치
2: 브라질, 콩: 10월∼이듬해 9월, 브라질 옥수수: 3월∼이듬해 2월, 미국은 두 품목 모두 9월∼이듬해 8월
자료: USDA, ｢PSD On-line｣.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前
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브라질의 콩 및 옥수수의 수급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
지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보면, 콩, 옥수수 모두 미국산이 여전히 가
장 많지만, 브라질산은 두 품목 모두 제2위이다(그림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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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의 콩 수입량 추이

주: HS코드 1201
자료: (일본)재무성, ｢貿易統計｣.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前
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그림 4 일본의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 추이

주: HS코드 100590(주로 사료용)
자료: (일본)재무성, ｢貿易統計｣.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前
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반면, 브라질에서는 국토가 넓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물류 인프라의 정비가
아직 미진하여 수송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소위 ‘브라질
비용’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3). 콩 및 옥수수의 수송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 브라질 코스트에 관해서는 허 덕 외, ‘브라질의 주요곡물(콩, 옥수수) 산업동향’, ｢해외곡물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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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품목 모두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수로, 철도가 별로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생산지에서 수출항까지는 육로로 수송된다.
이러한 점에서 브라질은 거국적으로 물류 인프라의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수로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수송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브라질이 자랑하는 아마존
강 수계를 이용한 북부 지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브라질의 콩 및 옥수수 생산 현황과 장기
생산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어 다음 글에서는 후편으로 북부 수출 루트의
인프라 정비 상황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이 2020년 3월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
다. 하지만, 조사 시점 이후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 확대되어, 이 글에서는 최근의 통계 정보 등도 참조하여 COVID-19의 영향에
유의하면서 조사 결과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 글에서 단위 환산은 1브라질 레알=19.9엔=211.57원4)(2020년 6월 말일
TTS-달러 환율, 레알 대 원화 환율은 2020년 8월 26일 기준 환율)을 사용하였다.
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연도는 10월~이듬해 9월이다.

2. 브라질의 콩, 옥수수 생산 현황
(1) 생산 개황
브라질의 대다수 생산 지역에서, 같은 땅에서 1년에 콩과 옥수수, 또는 옥수수
를 2회 수확할 수 있다. 재배 시기는 국토가 넓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콩은
10월경부터 파종되어 이듬해 2~3월경에 수확된다(그림 5).
한편, 옥수수는 재배시기에 따라 3가지 구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콩과 같은 시기
에 파종·수확하는 제1작, 콩 수확 직후인 2~3월경에 파종하고 6~7월경에 수확하
는 제2작, 미국 등 북반구와 같은 시기인 5월경에 파종하고 10월경에 수확하는 제
3작이 그것이다.

9권 2호(2020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란다.
4) 레알/원 환율은 1레알=211.57원(2020년 8월 26일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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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브라질의 콩·옥수수 생산 캘린더

주: 주요 생산 주의 파종 및 수확기에 기초하여 작성. 각 월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가장 많은 시기를 보여준다.
자료: CONAB, USDA에 기초하여 ALIC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
の情勢（前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제1작 옥수수는 남부가 주요 생산 지역이지만, 콩이 비교적 수익성이 높아 옥수
수 경작 면적은 감소 경향에 있다(그림 6). 또한 남부에서는 축산물 생산도 번성하
여 제1작 옥수수는 주로 지역 내에서 사료용으로 소비된다.
그림 6 브라질 콩, 옥수수 재배면적 추이

주: 2019/20년은 예측치
자료: CONAB, ｢Graos-Serie Historic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
情勢（前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
인용

한편, 제2작 옥수수는 최대 생산 주인 마토그롯소 주를 비롯한 중서부가 주요
생산 지역이다. 중서부는 콩 생산의 확대와 함께 옥수수의 경작 면적이 해마다 증

431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가하였으며, 브라질 전체 옥수수 생산을 이끌고 있다. 또 제2작 옥수수는 미국 등
주요 생산국과 수확 시기가 어긋나기 때문에 춘궁기에 수출할 수 있어, 해외 수요
가 높아 주로 수출용으로 이용된다.
이어 주로 북부, 북동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3작 옥수수는 통계상, 브라질 국
가 식량공급공사(CONAB)가 매월 발표하는 생산 전망에서 2019년 10월에 제2작에
서 분리된 것이다. CONAB 담당자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시기에 수확되지만, 수
출용이 아니라 북부·동북부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소비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제3
작 옥수수는 2019/20년도의 전체 생산량 중 불과 1%에 불과하고, 제1, 2작 옥수수
와 비교하면 매우 적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브라질은 26개 주 및 연방 직할 구로 27개의 행정 구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콩 주요 생산 주는 중서부 마토그롯소 주, 남부 파라나 주와 리오그란데도술 주이
다(그림 7). 한편, 옥수수의 주요 생산 주는 마토그롯소 주, 파라나 주, 고이아스
주, 마토그롯소도술 주이다.
그림 7. 브라질의 행정구분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의 데이터를 기초로 ALIC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
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前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
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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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주요 생산 주의 생산량은 모든 주산지 주에서 증가 경향에 있다. 특히 최대
생산 주인 마토그롯소 주의 성장이 현저하다(그림 8). 마토그롯소 주의 생산량은
1980년대에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1999/2000년도에 최대 생산 지역이 되고, 이
후에는 상승세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마토그롯소 주의 생산량은 파라나 주와 리오
그란데도술 주와 차이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그림 8. 콩 주요 주별 생산량 추이

주: 2019/20년은 예측치
자료: CONAB, ｢Graos-Serie Historic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
情勢（前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
인용

또 옥수수에 대해서도 경작 면적이 늘고 있는 제2작 옥수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마트 크롯소 주이며, 기타 주요 생산 주와 생산량의 차이 또한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그림 9). 브라질 전체의 콩, 옥수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마토그롯소 주의 점유율
은 동시에 3할을 넘을 정도로 상승하였고, 이 주를 하나의 국가로서 파악하면, 콩
은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제4위, 옥수수는 우크라이나에 뒤이어 세계 제7위에
위치할 만한 생산력이다.
또한 브라질에서 COVID-19가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3월경은 일부 지역
에서 콩 수확 시기였다. 하지만, CONAB에 의한 최근의 주요 곡물 작황 등의 조사
결과에서 COVID-19의 영향에 대한 특단의 영향은 없었다고 한다. 현지 보도 등
에 따르면, 이 글 집필 시점에서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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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2작 옥수수 주요 주별 생산량 추이

주: 2019/20년은 예측치
자료: CONAB, ｢Graos-Serie Historic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
勢（前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2) 생산 확대를 견인하는 작부 면적 증가
마토그롯소 주 생산량을 좌우하는 요소 중 작부 면적은 다른 주요 주와 비교하
여 증가 경향이 현저하다. 이로 볼 때 작부면적 확대가 현저한 생산 확대의 요인임
을 알 수 있다(그림 10, 11).
그림 10. 콩 주요 주별 작부면적 추이

주: 2019/20년은 예측치
자료: CONAB, ｢Graos-Serie Historic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
勢（前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5)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19/20年度主要穀物の生産状況等の調査結果(第9回)
を公表(ブラジル)’, 2020年6月17日発,(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1.html)를 참고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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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2작 옥수수 주요 주별 작부면적 추이

주: 2019/20년은 예측치
자료: CONAB, ｢Graos-Serie Historic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
情勢（前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
인용

그리고 콩과 옥수수 작부면적의 현저한 확대는 이 지역의 삼림 벌채에 따른 것
이 아니라, 육용우 생산도 포함한 생산체계의 변화(목초지에서 전용) 탓이 크다고
현지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마토그롯소 주에서는 육용우 생산도 성행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광대한 토지를 이용한 목초 비육이 중심이었다. 브라질에서는 비교적 육
질이 떨어지는 열대종인 네로레 종6)이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다(그림 12 참조).
그러나 최근 국내외의 견고한 수요에 대응하여 품종 개량용으로 육질이 좋은 앵
거스 종7) 도입을 늘리고, 생산 방식을 세미 피드롯8)(semi feedlot, 부분 곡물 비

6) 브라질 육우의 대표 품종인 세브계 네로레 종은 열대 소 품종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는 않은 품종이다. 브라질 등의 육우산업 동향에 대해서는 허 덕, ｢주요국 육우산업 현황｣, 영남대학
교 한우마이스터 교육자료, 2017년 6월 28일을 참조하길 바란다.
7) Aberdeen Angus, 원산지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동부 지역인 애버딘앵거스 주(州)이며, 미국에서 가
장 많이 사육되는 품종임. 직사각형의 몸통에 네 다리가 짧은 전형적인 고기소의 모습임. 털빛은 검
정색이며 뿔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다른 품종과 교배하면 모두 뿔이 없는 새끼가 태어남. 머리는 작
고 이마가 넓으며 목이 굵음. 등선이 곧고 복부에 작은 흰 점이 있는 것도 있음. 체질이 튼튼하여 추
위에 잘 견디며 방목에 적당함. 지방질이 적당하여 육질이 좋고 빨리 성장하며 난산의 빈도가 적음.
성질이 거칠고 다소 신경질적임. 일당 증체량(增體量)은 0.8kg, 도체율은 65~72%임. 뼈가 12.8%로
적어 정육률이 높은 편임. 갓 태어난 송아지는 암컷이 27kg, 수컷이 29kg이나 성장하면 암컷은 450~
550kg, 수컷은 800~1,000kg임. 임신기간은 275~283일 정도임.(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ntry.nhn?docId=1165669&cid=40942&categoryId=326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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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미피드롯이란 소 사육 일부 구간(특히 비육후기)에서만 feedlot 형태의 사육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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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장)에 일부 이행시키고 있다. 브라질의 세미 피드롯은 기본적으로 방목 관리하
며 건기와 비육 후기에 사료조에서 농후 사료를 급여하는 방법이다, 목초가 충분
히 확보할 수 있는 시기에는 사료로 무기질과 단백질 등을 보조적으로 주면 좋으
므로 공을 들이지 않고 사양할 수 있다.
그림 12. 브라질 네로레 종의 사육형태

자료: 허 덕, ｢주요국 육우산업 현황｣, 영남대학교 한우마이스터 교육자료, 2017년 6월 28일에서 인용

농가가 복합 경영을 펼치고 콩과 옥수수, 목초 등을 재배하고, 농지에서 근무하
며, 소를 세미 피드롯에서 사육하는 생산 체계로 이행함으로써, 육용우 생산 효율
이 향상되었다(사진 1, 2). 이번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이 방문한 농가의 경
우, 기존의 목초 비육에서는 사육 기간이 3~4년이 되는 상황에서, 세미 피드롯으
로 이행하여 현재는 약 24개월에서 도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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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콩 수확 모습

사진 2. 농장의 세미피드롯 모습
(네로레종과 앵거스 종)중앙부의 사료조를 가지고
농후사료 등을 급여하고 있다

또 2012년에 개정된 토지 이용과 관리, 보호 등을 정하는 산림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삼림 벌목으로 인한 콩·옥수수의 경작 면적 확대는 규제되고 있다. 이 삼림법
은 토지 구매자가 보전해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각 지역에서 정하고 있다. 예를 들
어, 법정 아마존9)의 삼림 지역에서는 80%, 산성 흙으로 농업에 적합하지 못한 세
라도 지역10)에서는 35%를 보전해야 한다.
그 때문에, 예를 들면 아마존 지역의 토지를 1,000헥타르 구입하여, 그 중 2할
에 해당하는 200헥타르의 땅을 콩, 옥수수 생산 농지로 개척하기보다는, 기존의
목초지를 구입·전용한 편이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이러한 점에서 규모 확대를 도
모하는 농가는 목초지의 전용을 우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마토그롯소 농업관측소(IMEA)에 따르면, 2008~17년 10년간 동 주 170만 헥타
르의 목초지가 콩, 옥수수 농지로 전환되었지만, 소 사육 마릿수는 2008년 2,570

9) 마토그롯소 주, 아크리 주, 아마조나스 주, 아마파 주, 로라이마 주, 파라 주, 론도니아 주 및 토칸친
스 주, 마라뇽 주의 일부.
10) 브라질 생태군계는 아미조니아 지역, 세라도(발음상으로는 세하도에 가까움) 지역, 카칭가 지역, 대
서양연안산림 지역, 판타날 지역, 팜파 지역 등 6개 지역이 존재한다. 세라도 지역은 마토그롯소 주,
마토그롯소도술 주, 고이아스 주, 토칸친스 주, 마라뇽 주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출처: 브라질 환
경성 웹사이트 http://www.mma.gov.br/biomas). 예전에는 세라도 지대를 농업에 적당치 않은 건조
지대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1959년 상파울로대학 페리(Feri) 등에 의해 토양의 화학적 요소가 빈약한
식생이 그 배경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후 브라질 정부는 토양개량을 중점으로 동 지대 개발을
추진하였고, 1979년에는 일본도 세라도개발 계획(Prodecer)을 추진하여 개발에 관여하였다(『現代ブ
ラジル辞典』, 新評論, pp.133-134). 세라도 지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외,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9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
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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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마리에서 2017년에는 3,010만 마리로 증가하였다. 이런 점에서 마토그롯소 주
에서 생산 체계의 변화에 따른 콩 옥수수 생산량이 증가하고 육용우 생산도 확대
되고 있다.

(3) 토양 개량, 품종 개량 등에 의해 계속 증가하는 단수
생산량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단수를 살펴보면, 마토그롯소 주뿐만 아니
라 많은 주에서 콩, 옥수수 모두 장기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3,
14). 이는 크게 두 가지 대응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13. 콩 주요 주별 단수 추이

주: 2019/20년은 예측치
자료: CONAB, ｢Graos-Serie Historic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
情勢（前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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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제2작 옥수수 주요 주별 단수 추이

주: 2019/20년은 예측치
자료: CONAB, ｢Graos-Serie Historic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
情勢（前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
인용

첫 번째가 토양 개량과 재배기술의 향상에 대한 대응이다. 브라질은 산성 토양
으로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세라도 지역에 석회를 살포하는 등 토양개량을 오랫동
안 해왔다. 또 세라도 지역 특히 마토그롯소 주 개척 초기에는 밭을 갈고 콩을 재
배하였지만, 일단 비가 오게 되면 흙과 함께 종자나 비료도 함께 쓸려 나가는 등
토양 침식도 심각한 문제였다.
콩과 옥수수의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기 이전에는 콩 수확 후에 토양 침식을 막
기 위해 피복용 식물을 심고 있었다. 이 피복용 식물은 깊이 약 4미터까지 뿌리를
뻗어 비가 내려도 토양 침식이 일어나기 어려웠다. 이듬해에는 그 식물을 쓰러뜨
리고, 밭을 갈지 않고 옥수수 등을 파종함으로써 그 식물의 잔사(殘渣)는 유기물로
써도 기능하였다. 당시에도 옥수수는 연작 장애가 일어나기 쉬운 콩의 후작으로서
재배되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품종 개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
에 현재와 같은 이모작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재배 기간 단축화 등 품종 개량의 진전으로 그 피복용 식물 대신 옥수수
가 토양 침식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 옥수수 수확 후에는 줄기와 잎을 토
양 위에 남겨둠으로써 유기물의 축적에 따른 토양 개량도 진행되었다(사진 3). 이
러한 재배 방법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단수의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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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방문한 농가에서는 정기적인 토양 분석에 의해 포장의 토양성분
에 대해 매핑(mapping)을 실시하여 수확량과의 관계를 매년 해석하고 있었다. 이
를 통해 시비량 등 향후 토양 개량 전략을 생각해 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응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이앙기나 수확기의 성능도 향상되면서 재배 기술
은 계속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3. 옥수수 잔사가 있는 상태에서 재배되는 콩(Ilson Jose Redivo 씨 제공)

단수를 증가시켜 온 또 하나의 대응은 품종 개량이다. 브라질에서는 유전자 재
조합 품종의 재배할 수 있다. 콩·옥수수는 약 9할이 유전자 변형종이라고 한다. 유
전자 재조합 품종 개발에 관해서는 2005년 3월 24일자 법 제11105호의 성립으로
유전자 변형 품종의 재배, 수출입·판매 등이 공식 허용되었다. 이로써 몬산토 사나
신젠타 사 등 민간 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브라질 콩 종자협회(ABRASS)의 담당자에 따르면, 브라질은 국토가 넓고 지역
마다 기후와 토양도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 개발되어 품종 개량
에 의해 향후에도 단수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토양 개량과 재배 기술 향상, 품종 개량 등의 대응에 의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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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그롯소 주뿐 아니라 브라질 전체에서 앞으로도 단수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단수가 증가하면 착유율과 단백질 함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도 최근 품질 저하가 지적되고 있지만, 단수가 더 많은 미국산 정도의
저하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4) 마토그롯소 주 생산 여력
상술한 바와 같이, 마토그롯소 주에서는 작부 면적의 두드러진 증가와 함께 단
수의 장기적인 증가로 생산 확대를 이룩하였다. 마토그롯소 주에서는 지금까지 많
은 목초지가 콩, 옥수수 생산으로 전용되어 왔다. 하지만, IMEA의 담당자에 따르
면, 이곳은 일본의 2.4배에 이르는 면적을 가지고 있어 2,350만 헥타르의 목초지
가운데 전용 가능한 목초지가 아직 1,400만 헥타르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목초지에서 전용에 적합한 지역의 조건으로서는 (1) 토양이 콩, 옥수수 재
배에 적합할 것(모래상 질의 토지에서 생산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콩, 옥
수수 생산, 목축의 혼합 농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은 상태의 토양도 있
다.), (2) 파종과 수확 작업을 기계화하고 있기 때문에 평탄할 것, (3) 일정한 강우
량이 있을 것 등과 같은 점들이 꼽힌다. 전용 가능한 목초지는 마토그롯소 주 동부
및 북부에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전용될 전망이다.
그림 15. 마토그롯소 주의 콩, 옥수수 생산 예측

자료: CONAB, 마토그롯소농업관측소(IMEA) 자료를 기초로 ALIC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
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前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
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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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A에 의한 2028/29년도의 예측에서는 목초지의 전용 가능성과 국내 수요 증
가 전망 등을 고려하여, 마토그롯소 주의 콩의 작부 면적은 1,300만 헥타르, 옥수
수는 717만 헥타르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량은 콩, 옥수수 함께
5,000만 톤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그림 15). 또 옥수수 생산량의 증가가
커서, 2028/29년도에는 콩을 웃돌 전망이다.
브라질 농목식량공급부(MAPA)에 따르면, 브라질 전체의 2028/29년도 콩 생산
량은 1억 5,187만 톤(2018/19년도와 비교하여 3,756만 톤 증가), 옥수수는 1억
1,452만 톤(동 1,927만 톤 증가)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5) 콩, 옥수수의 수급 구조
표 1. 2019년 콩 관련 상품 수급표
대두박 수급표

콩 수급표
수량(천톤)

공급량에서
점하는 비율

기초재고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3,624
120,751
144
74,073

59%

착유용

43,454

35%

3,673

3%

3,319

3%

종자/기
타
기말재고

수량(천톤)

공급량에서
점하는 비율

기초재고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1,785
33,477
3
16,682

47%

국내소비량

17,246

49%

기말재고

1,338

4%

대두유 수급표
수량(천톤)

공급량에서
점하는 비율

기초재고

409

-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국내소비량
기말재고

8.791
48
1.041
7.909
299

11%
86%
3%

주: 사사오입에 의해 단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ABIOVE 데이터를 기초로 ALIC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
の情勢（前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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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생산된 콩은 각 생산 지역 근처에 있는 집하용 사일로에 모아져, 그
중 약 60%가 수출용으로 항구로 수송된다(표 1). 또 약 35%는 착유공장까지 옮겨
지고, 대두유, 대두박 또는 바이오 디젤이 생산되며, 각각 수출과 국내 소비로 향
한다. 또한, 생산된 대두박의 약 절반은 사료로 국내에서 이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수출되고 있다.
또, 브라질에서 생산된 옥수수는 콩과 마찬가지로 생산 지역 근처에 있는 집하
용 사일로에 모아져, 그 중 약 30%가 수출용으로 항구로 수송된다. 또 약 60%는
국내에서 이용되며, 가장 많은 것은 브로일러·양계용 사료이며, 양돈용 사료나 바
이오 에탄올 생산 등의 산업용으로서의 이용도 많다고 한다(표 2).
표 2. 2019년 옥수수 이용 비율

생산량
국내 수요량
브로일러, 양계용 사료
양돈용 사료
양우용 사료
기타 가축용 사료
산업용·식용
종자용·기타

수 량(천톤)

국내 수요량에서 점하는 비율

97,010
62,915
26,990
11,092
4,438
2,976
11,125
6,293

43%
18%
7%
5%
18%
10%

주: 사사오입에 의해 단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MAP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前編）-生産はマット
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브라질에서는 식육 소비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과 더불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수
요도 강하여 축산물 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사료의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6) 옥수수 유래 바이오 에탄올 생산 확대
사탕수수의 생산이 왕성한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유래 바이오 에탄올 생산은 오
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편 옥수수 유래의 바이오 에탄올은 주로 미국에서 생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옥수수를 원료로 하면 전분을 포도당으로 바꾸어 당화
하는 공정이 추가된다. 때문에 브라질에서는 옥수수 유래 바이오 에탄올은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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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별로 생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브라질에서도 옥수수 유래 바이오 에
탄올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탕수수 유래 바이오 에탄올 생산
동향과 상관없이 옥수수 유래 바이오 에탄올 생산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
다고 기업이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는 주로 제2작에서 생산된 옥수수가 유도되고 있다. 제2작
은 마토그롯소 주를 중심으로 약 10년 전부터 본격화된 작부형태이며, 2009/10년
도에 2,194만 톤인 생산량은 약 10년간 약 3.5배로 증가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바
와 같이, 옥수수는 수입 확보보다는 토양 침식을 막기 위한 피복 및 콩 연작 장해
방지를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었지만,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
여, 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옥수수는 콩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농가 판매 가격이 해외 수급 상황과 시
카고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농가는 경영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러
나 이번 조사에서는 바이오 에탄올용 판매 가격은 수출용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제2작 옥수수는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이용되어 농가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바이오 에탄올 생산 플랜트 건설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한가지 종류
의 작물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공장은 ‘풀 타입 플랜트’라 하며, 사탕수수
와 옥수수의 양쪽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는 ‘플렉스 플랜트’
로 불린다. 사탕수수는 당도 저하를 피하려고 수확 직후에 생산 공정에 들어갈 필
요가 있어, 사탕수수 밖에 원료로 할 수 없는 풀 타입 플랜트는 연간 200일 정도
밖에 가동할 수 없다.
하지만, 옥수수는 비교적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작물이기 때문에, 옥수수를 원
료로 할 수 있는 풀 타입 플랜트는 일년내내 가동할 수 있다. 또 플렉스 플랜트도,
사탕수수 수확 시기에는 사탕수수를, 남은 기간에는 옥수수를 원료로 바이오 에탄
올을 일년 연중 생산할 수 있다.
또 옥수수를 원료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면, 부산물로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한
옥수수 증류 찌꺼기(DDGS11))가 나온다. DDGS는 가축용 사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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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으면서 대두박을 100% 대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출처: 대명AG, https://blog.naver.com/q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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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에 판매할 수 있는 바이오 에탄올 공장으로서는 큰 수입원이 된다. 조사 시점의
국내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에탄올 공장은 가동 중이 15개소, 건설 중인 것은
2곳, 계획 중인 것은 13곳으로, 그 대부분 마토그롯소 주에 있다(그림 16)12).
그림 16.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에탄올 플랜트의 분포

주: 숫자는 개소수
자료: 브라질 옥수수에탄올협회(UNEM).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
の情勢（前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
에서 재인용
lcl160317/221562169735). 또한, 석유가격 상승으로 대체재인 에탄올 생산이 증가함에(특히, 미국에
서)따라 에탄올 생산의 부산물인 DDGS의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DDGS가 그 사료적 가치로 인해
기존사료(특히 옥수수 및 대두박)의 대체물로 조명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옥수수를 습식가공(wet milling)하여 얻은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하는 습식에탄올공장(wet mill etha
nol plants)에서는 그 부산물로서 글루텐 휘드, 글루텐밀, 배아박 등이 생산된다. 옥수수를 통째로 파
쇄하여 원료로 쓰는 건식에탄올공장(dry-grind ethanol plant)은 미국의 연료용 에탄올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들이 연료용 에탄올 총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건
식에탄올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WDG(wet distiller's grains, 습고형주정박), DDG(dried distiller's
grains, 건고형주정박), WDGS(wet distiller's grains with solubles, 습주정박), DDGS(dried distiller's
grains wth solubles, 주정박), WDG에 DDG를 혼합하여 수분함량을 조정한 modified "wet cake", 그
리고 잔액을 농축한 CDS(condensed distiller's solubles/농축잔액) 등이 있다. CDS와 WDG를 혼합한
WDGS의 40%는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어, 에탄올공장에서 멀지 않은 지역의 낙농가와 육우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WDGS의 나머지 60%는 건조되어 국내에서 젖소, 육우, 돼지 그리고 가금
류의 사료로 이용되거나 수출된다. 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발효부산물로서 반추위내 비분
해성 단백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반추가축용 특히 고능력우의 사료에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상적
인 원료로 알려져 있다. 주정박(distiller's grain)은 곡류로 주정을 생산하고 나오는 부산물로서 DDGS
는 에너지(TDN 84%)와 단백질(CP 29.5%) 함량이 높으며, by-pass 단백질(60% 정도)원이며, 농후사
료의 25%까지 이용할 수 있다(Ensminger 등, 1991).(출처: 한중에스에스(네이버블로그), https://blo
g.naver.com/hjss1985/221303624854)
12) 브라질의 옥수수 유래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海
外情報｢2020/21年度の砂糖⋅バイオエタノールの生産見通し（ブラジル）-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拡
大により砂糖の増産に傾く｣（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6.html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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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 등에 따르면, 옥수수 유래 바이오 에탄올의 국내 생산량은 2018/19년에
는 8억 4,000만 톤이었던 것이 2028/29년도에는 80억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고,
옥수수 유래 바이오 에탄올 생산의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다(그림 17).
CONAB 담당자에 의하면,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시장에서 이미 옥수수 시세 상
승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COVID-19의 확대로 바이오 에탄올
의 국내 수요는 일시적으로 침체되면서, 향후의 회복을 현 시점에서 내다보는 것
은 어렵다.
그림 17. 브라질 옥수수 유래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 전망

자료: USDA, 브라질 옥수수에탄올협회(UNEM), 보도자료를 기초로 ALIC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
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前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이번 조사 시 방문한 바이오 에탄올 공장에서는 옥수수 품종을 지정하고 있지 않
다는 것이다. 전분을 많이 포함한 품종이 바이오 에탄올을 많이 생산할 수 있어 바
이오 에탄올용으로는 좋아하지만, 재배 품종은 농가가 선택하고 있으며, 바이오 에
탄올 플랜트에서는 수용 시의 품질 검사로 농가에 지급액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휘발유에 바이오 에탄올 혼합 비율은 2015년 이후 27%를 유지하도록 의무화되
어 있으며, 브라질의 주유소에서는 바이오 에탄올 100% 수준의 것과 가솔린에 바
이오 에탄올을 27% 혼합한 것이 판매되고 있다.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대
부분은 휘발유이더라도, 바이오 에탄올 100%이더라도, 에탄올이 혼합된 휘발유로
도 주행할 수 있는 ‘플렉스 차량’이란 자동차이며, 운전수는 연료 가격과 연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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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사용하는 연료를 그 때마다 선택하고 있다.
한편, 주로 콩으로 생산되는 바이오 디젤에 대해서도 국내 수요는 증가하고 있
다. 디젤유에 바이오 디젤 혼합 의무는 2008년에 시작 당시 혼합 비율은 2%였다.
그 비율은 매년 증가 방향으로 인상되었고, 2020년 현재 12%인데, 연간 1%씩 인
상, 2023년에는 1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이다.

(7) 가격 구조
콩, 옥수수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카고 시세에 연동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이
다. 이는 시카고 시세를 기준으로 수출 가격(FOB)이 미국 달러로 산출되기 때문이
다. 그리고 FOB가격에서 국내 수송비용을 빼고, 미국 달러에서 레알로 환산한 것
이 농가 판매가격의 기본적인 가격이다(실제 농가에 지급되는 금액은 계약 내용에
의해서 다소 다르다). 즉, 농가 판매 가격에 생산 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즉, 레
알화 가치 상승이 진행되고 시카고 시세가 침체되면, 농가 판매가격은 재생산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브라질에서는 최저가격 보증정책
(PGPM)13)에 근거하여 농가의 수입의 변동을 억제하고, 일정한 수입을 보증하는
13) 브라질 농업정책은 농업 융자와 거래 지원이 주요 정책이 되는데, 각각의 정책은 최저 가격 보증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거래 지원 중 연방정부 수매제도(AGF)는 농가 판매가격이 매년
설정되는 최저 가격을 밑돌았을 경우, 농가의 수입을 보증하기 위해 정부의 수매가 실시되는 구조이
다. 브라질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에는 시장가격 변동에 대처하고 국내 식량공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최저가격보증정책(PGPM)이 있다. 최저가격은 MAPA를 중심으로 하여 재무성이나 기획․예산․
운영부와 함께 결정하며, 이 가격에 따라 CONAB이 농산물 구입 등을 실시한다. 일례로, 대두와 옥
수수의 마토그롯소 주(MT)와 파라나 주(PR)의 생산자가격지수와 최저가격 추이를 보면, 최저가는 생
산자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시장메카니즘이 기능하고 있다. 또한 대두의 최저가격
은 브라질 전국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7년 10월 시점에서 60kg당 30.17 레알로 운영되고
있다. 옥수수는 지역마다 설정되어 있는데, 2017년 9월 시점에서 옥수수 60kg당 마토그롯소 주에서
는 13.56 레알, 파라나 주에서는 17.67 레알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가격은 작물별․지역별로 설정되어
있다.
PGPM의 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이 제도에 대해 2017/2018년
도(대상 시기는 2018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예산은 14억 레알을 설정하고 있지만, 방법으로는 구
입과 대출이라는 2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우선, 구입을 통한 방법은 주로 5가지 패턴이 있다. 첫 번
째는 연방정부수매제도(AGF: Aquisicao do Governo Federal)이다. 이는 시장가격이 최저가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정부가 CONAB를 통해 생산자나 농협에서 구입하는 제도로, 구입된 농작물은 전국
에 있는 CONAB 저장고에서 관리된다. 두 번째는 생산자구입프리미엄(PEP: Prêmio para Escoamento
de Produto)이라는 제도이다. 이는 정부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자가 생산자나 농협으로부
터 최저가격으로 구입하여 시장가격과의 괴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통업자에 대해 보충하는 구조이
다. 세 번째는 생산자용 지불균등화 프리미엄(PEPRO: Prêmio Equalizador para o Produtor)이다. 이
는 생산자나 농협이 매각하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판매를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시장가
격과 최저가격의 차이를 생산자․농협 측에 보전한다. 이들 PEP나 PEPRO 모두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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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카고-달러 환율은 비교적 낮게 안정되어 있지만, 환율은 미국 달
러-레알 약세로 추이하고 있으며, 코로나19(COVID-19)가 브라질에서 본격적으
로 확대되면서는 과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다(그림 18). 일반적으
로 레알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는 수입에 의존하기 쉬운 비료와 농약 등의
가격이 높아지고, 생산 코스트를 높여, 레알화로 농가 판매가격은 높아지고, 농가
수입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한 수입이 있다고 보인다.
2020년 5월 현재의 마토그롯소 주에서의 콩 및 옥수수 농가 판매가격은 각각
60킬로그램 당 95.24레알(20,150원, 1톤당 3만 1,588엔=33만 5,832원)과 37.74
레알(7,984.7원, 1톤당 1만 2,517엔=13만 3,078원)로 상승세에 있다(그림 19). 미
국 달러화로 환산하면, 브라질의 콩·옥수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점에서 특히
콩 수출 물량이 5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탄탄하기 때문에 농가
판매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한다.
을 밑도는 경우 정부는 보충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다. 네 번째는 판매옵션계약(COV: Contrato de
Opção de Venda)이다. 이 제도는 생산자가 연방정부에 대해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으로 팔 수
있는 옵션을 구입함으로써, 시장가격이 생산자의 기대수준을 밑돌았을 때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
다. COV는 AGF와 달리 정부가 즉시 구입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에 대한 보험기능
외에 국내시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가격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평가
되고 있다. 아울러 이 거래는 브라질의 클리어링 하우스인 CCTIP를 경유하여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리스크 옵션 프리미엄(PROP: Prê mio de Risco de Opcao Privada)이다. 이는 정부가 농산물을
구입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시장가격이 최저가격을 밑돌 경우 차액을 프리미엄으로 지불하는 옵션을
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전제에는 민간기업판(版) 형태의 COV가 있다. 즉, 정부 대신
민간기업이 농가나 농협에 COV와 같은 내용의 옵션을 매각하고, 만약 농작물 시장가격이 예정했던
가격보다 밑돌 경우 그 민간기업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 때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기
위해 PROP가 이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에 의한 직접 구입을 원인으로 한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 외에 민간의 상거래 리스크를 경감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래의 활성화를 촉
진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다음으로 연방정부대출(EGF: Empretimo do Governo Federal)이라는 융자를 통한 프로그램이 있다.
EGF는 금융기관이 생산자나 농협에 대출해주는 대신 최저가 기준으로 농작물을 담보로 징구하는 제
도이다. 이 농작물은 CONAB에 의해 국가의 식량저장 용도로 관리되지만, 금융기관 앞으로 상환할
때 시황가격이 최저가격을 밑돌 경우, 채무자인 생산자나 농협은 최저가격으로 정부에 그 농산물을
팔 수 있으며, 그 대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된다. 따라서 시황이 좋지 않을 때의 재고를 지지하는 자
금조달 수단으로 이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EGF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격지지를 목적으로
한 특별 융자범위(LEC: Linha Especial de Credito)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는 EGF가 최저가격
에 근거하여 기능하는데 반해, 최저가격과는 링크되지 않는 파라미터로 융자 실행되기 때문에, 채무
자인 생산자나 농협에게는 EGF보다 유연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가 생산자나 농협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식량유통을 담보하는 목적은 유지
하면서도, 옵션매각 등의 금융계획(scheme)을 이용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곡물 이외에도 오렌지나 우유 등 30 종류 이상의 작물에 대해 정해진다. 브라질의 농업 정책 특히
곡물관련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 덕, ‘브라질의 곡물 관련 정책’, ｢해외곡물
시장 동향 제9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2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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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환율 상장(미국 달러 대한 레알화) 추이

주: 각 월의 평균 selling rate 추이
자료: 三菱UFJ Research & Consulting, ｢現地參考爲替相場｣.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
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前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
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그림 19 마토그롯소 주 콩, 옥수수 농가 판매가격과 최저가격 추이

자료: CONAB, ｢Precos Minimos｣.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前
編)-生産はマットグロッソ州を中心に今後も拡大の見込み-’, ｢畜産の情報｣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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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옥수수는 국내 축산물 생산 증가로 국내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점과 지난
해 견조한 수출로 재고가 낮은 수준이며, 리오그란데도술 주를 중심으로 한 가뭄
으로 제1작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하였다는 점들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더 레알화 가치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현재에도 충
분한 수입을 확보하면서 농가는 당초 계획을 조기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3. 맺음말
브라질에서는 광대한 국토, 풍부한 수자원 등 곡물 생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
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외의 곡물 및 육류 수요 증가 등으로 사료인 콩, 옥수수
생산량은 지금까지 순조롭게 증가해 왔다.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브라질의 콩, 옥수수 생산은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2019/20년도에는 두 품목 모두 과거 최고를 갱신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생산 주
인 마토그롯소 주의 작부 면적 증가가 생산 확대를 견인하였으며, 곡물 생산에 전
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 생산량은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급속히 진행되는 미국 달러 강세-레알 약세와 옥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확대, 견고한 수출과 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따른 낮은 재고 수준
등을 배경으로 농가 판매 가격은 상승 경향에 있다.
또 앞으로도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국내외 곡물 및 육류 수요에다가 옥수수 유
래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라는 새로운 수요도 생겨나고 있어, 농가에게 새로운 수
입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와 함께 미국 달러 강세, 레알화 가치가 순조롭게 유지되면서,
콩 및 옥수수의 농가 판매 가격은 상승세에 있는 농가의 생산 의욕도 높아지고 있
다고 보인다. 때문에 향후 특별한 날씨 조건이나 경제 정세의 변화 등이 없는 한,
브라질의 생산량은 순조롭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브라질은 국토의 넓이나 일부 지역에서의 물류 인프라가 부족한 정비 상
황에서, 미국 등 주요 수출국과 비교하면 수송비용이 높아 국제 경쟁력 상 큰 숙제
로 남아 있다.
후속 편에서는 최근 항만과 도로 등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마토그롯소 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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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 지역으로부터의 수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브라질 북부 지역의 물류 인프
라의 현황과 이에 따른 높아지고 있는 동국의 국제 경쟁력에 대해서 다루어 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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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 제3편

브라질의 콩, 옥수수를 둘러싼 최근 정세(후편)1)
- 물류 인프라 정비의 진전에 따라 수출이 확대되는 북부 항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박지원(국제곡물 관측 담당자) **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머리말
이 글의 전편2)에서는 브라질에서 콩과 옥수수3)의 최대 생산 주인 마토그롯소
주에서 콩과 옥수수 작부 면적이 두드러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4), 마토그롯
소 주가 브라질 콩, 옥수수 생산 확대를 견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특히 콩,
옥수수 생산으로 전용 가능한 목초지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음도 알았다. 마토그
롯소 주 생산량은 향후에도 확대할 전망이라는 결론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브라질은 국토가 넓기 때문에 농업이 번성하고 있지만5), 일부 지역에서

* huhduk@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後編）-物流イン
フラ整備の進展により輸出が拡大する北部港-’, ｢畜産の情報｣2020년 9월호의 내용을 기초로 번역⋅수
정⋅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2) 허 덕, 박지원, 김태련,‘브라질의 콩, 옥수수를 둘러싼 최근의 정세(전편)-생산은 마토그롯소 주를 중
심으로 향후에도 확대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10월호
3) 브라질의 곡물 생산량의 약 89%, 재배면적의 약 84%는 콩과 옥수수가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밀과 옥수수, 콩의 소비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공급측면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옥수수와 콩 부문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인다.(출처: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
장동향｣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
4) 브라질의 지역별 곡물 생산량에 대한 자료로는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
외곡물시장동향｣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과, 수출 관련해서는 허 덕, 박지원, 김태
련,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변화-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일고찰-’, ｢해외곡물시장 동향｣제9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5) 브라질의 농업 개황에 대해서는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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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인프라의 정비가 아직 미진하여 수송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커다란 과
제가 되고 있다. 이를‘브라질 비용(Brazil Cost)6)’이라고도 부른다. 수로를 이용한
방법이 수송비용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브라질에서는 아마존 강 수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북부 항을 수출항으로 수로 수송을 진흥하기 위해 거국적으로 물류 인프
라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이번 글인 후편에서는 전편에 이어 2020년 3월에 실시한 일본농축산업진
흥기구 조사단의 현지 조사에 근거하여 북부 루트의 물류 인프라 정비 현황과 경
쟁국인 미국과의 수송 비용 비교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단위 환산은 1브라질 레알=20.3엔7)=211.57원8)을 적용하였다. 또 특
별한 언급이 없는 한 연도는 10월~이듬해 9월이다9).

2. 물류 인프라 정비의 진전에 따른 수출 확대
(1) 수출 개황
브라질의 콩·옥수수의 수출량10)은 해마다 증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 확
6) 브라질 비용(브라질 코스트)로서 대표적인 것은, 복잡한 세제에 의한 세무 코스트, 경직적인 노동법제
에 지켜진 피고용자에 대한 노무 코스트, 고금리에 의한 금융 코스트, 물류의 미정비에 의한 인프라
코스트 등이 있다. USDA(2016)의 레포트에서 2010년 시점 브라질 중서부에 위치한 마토그롯소 주
및 미국중서부의 대두생산 코스트 비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브라질은 비료나 농약 등 투입재는
수입품으로 사용하고, 금융비용과 세금․보험에 관한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이들 점에서는 미국보다
코스트가 높아지게 된다. 한편, 토지관련비는 브라질이 미국보다 크게 우위성이 있다. 브라질 비용에
대한 또 다른 자료로는 허 덕,‘브라질의 곡물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 동향｣제9권 제1호,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20년 2월과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을 참고하기 바란다.
7) 2020년 7월 말일 TTS-달러 환율인 1레알=20.3엔을 적용하였다. 이하 같다.
8) 레알/원 환율은 1레알=211.57원(2020년 8월 26일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하 같다.
9) 파라나 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는 브라질 전통적인 곡창지대이며, 마토그롯소 주를 중심으로 한 중서
부는 세라도지대 개발로 탄생한 새로운 곡창지대이다. 마토그롯소 주는 9월경부터 조숙대두(早熟大
豆)를 경작하고 이듬해 1월경부터 수확한다. 또한, 연작장애를 회피할 수 있도록 대두를 수확하다가
1월경부터 옥수수를 경작하여 5월경부터 수확한다. 한편, 파라나 주는 대두와 옥수수 중 생산자에게
가격적으로 수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여, 8월부터 9월경에 경작을 시작하고 이듬해 1월부터 수확한
다.(출처: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2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20년 4월)
10) 브라질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과 허 덕, 박지원, 김태련,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변화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일고찰-’, ｢해외곡물시장 동향｣제9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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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배경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1). 브라질의 콩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 대종을
차지한다12). 브라질에서 수출한 콩은 중국에서 콩기름을 착유한 후 남은 대두박13)
으로 사료로 중국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일본 등지로 수출을 하고 있다(그림 1).
그림 1. 국별 콩 수출량 추이

주: HS코드 1201
자료: 브라질 경제성 무역국(SECEX), ｢Comex 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
ぐる最近の情勢（後編）-物流インフラ整備の進展により輸出が拡大する北部港-’, ｢畜産の情報｣2020년 9
월호에서 재인용

년 8월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브라질의 곡물 수출입을 비롯한 수급에 관한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는 허 덕, ‘브라질 주
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과 허
덕, 박지원, 김태련,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변화-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일고찰-’, ｢해외곡물시
장 동향｣제9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을 참고하기 바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http://www.krei.re.kr:1818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 중국의 대두 수입물량은 1999년 6.7백만 톤에서 이듬해 2000년에는 12.7백만 톤으로 거의 2배가
증가하였다. 그 후에도 중국의 착유업이나 축산업 등의 내수확대에 따라 대두수입의 급속한 확대 경
향이 계속되고 있다.(출처: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
13) 2016/17년도 기준으로 브라질에서 생산된 대두의 약 56.1%인 65.0백만 톤은 수출용으로, 또 약
38.9%인 42.0백만 톤은 가공공장에서 압착․추출․정제공정을 거쳐 대두박이나 콩기름을 생산한다. 콩
기름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대두박은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주로 가축사료로 사용된다.
대두박의 수급내역을 보면, 약 45.3%가 수출되고 약 48.2%가 국내에서 소비되는데, 콩기름(大豆油)
은 생산된 기름의 일부가 수출되지만, 그 대부분은 식용유 및 바이오디젤로 국내에서 사용된다. 바
이오디젤은 브라질에서는 디젤의 일부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바이오디젤의
약 70%는 대두 유래물질로 구성되어 있다.(출처: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

45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2019년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ASF(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 돼지열
병14))에 의해 중국의 돼지 사육 마릿수가 감소15)하면서, 사료 수요16)도 함께 감소
하였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 수출 물량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브라질에서 COVID-19 확산이 3월경부터 본격화되면서, 콩 수확·
수송 시기와 겹쳤다17). 그러나 COVID-19의 영향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급
속히 진행된 미국 달러 강세-레알화 약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4월 한
달 수출량의 과거 최고 기록을 갱신18)하는 등 수출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옥수수는 그동안 이란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가장 많았지만19), 2019년에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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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
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ASF는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눈물, 침, 분변 등)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는데, 잠복 기간은 약 4∼19일이다. 다만 ASF는 인체에는
영향이 없고 다른 동물에도 전염되지 않으며, 돼지와 야생멧돼지 등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된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고열(40.5~42℃), 식욕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증상 등을 보이다가 보통
10일 이내에 폐사한다.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
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
연구소, https://terms.naver.com/).
15) 중국의 번식 암퇘지 마릿수는 ASF(Africa Swine Fever,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2019년 들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9년 10월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하 마릿수도 2019년 제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4% 감소한 9,632만 마리였지만, 제4분기에는 1억 3,441만 마리로 증가세로 돌아
섰다(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 그 결과, 2019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3% 줄어든 4,255만 톤
이었다.(출처: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중국 농업전망 보고(2020~2029년)(요약)’,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16) 중국의 사료 수급 및 이용 실태에 대해서는 허 덕, ‘중국의 사료곡물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17) 브라질의 콩과 옥수수 주산지인 마토그롯소 주와 파라나 주 모두 콩 수확시기는 1-4월까지이며, 옥
수수 제1작의 수확시기는 2월-6월(마토그롯소 주) 또는 1월-5월(파라나 주)이다. 옥수수 제2작의 경
우, 5월-8월(마토그롯소 주) 또는 5-12월(파라나 주)이다.(출처: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
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
18) 전편 집필 시점에서 알려진 통계에 따르면, 5월 수출 물량이 과거 최고였지만, 그 후 공표치를 수
정한 자료를 보면, 4월 수출 물량이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다.
19) 브라질에서 옥수수는 대두와는 달리, 가축사료 등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2016/17년 기준으로 생산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59.0백만 톤이 국내소비로 이용되었다. 2016/17
년 기준으로 브라질 옥수수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이란이 총 수출물량의 16.5%를 차지하였고, 2위
인 이집트가 11.0%, 일본은 10.1%로 3위를 차지하였다.(출처: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
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 2016/17년도를 기준으
로 한 브라질 옥수수의 수급 및 유통에 대해서는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을 그리고 브라질 콩 산업의 집하업의
역할과 변천 및 현황에 대해서는 허 덕, 박지원, 김태련,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변화-대두 집하업
을 중심으로 한 일고찰-’, ｢해외곡물시장 동향｣제9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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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대 수출 대상국(그림 2)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비가 많이 내렸던(多雨)
여파로 미국산 옥수수 품질이 저하되면서, 일본이 기존 미국에서 구입하던 것을
브라질산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현재에는 주로 수출용 제
2작 옥수수20) 수확을 하고 있으며, 그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그림 2. 옥수수의 국별 수출량 추이

주: HS코드 100590(주로 사료용)
자료: 브라질 경제성 무역국(SECEX), ｢Comex 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
ぐる最近の情勢（後編）-物流インフラ整備の進展により輸出が拡大する北部港-’, ｢畜産の情報｣2020년 9
월호에서 재인용

앞으로 브라질의 콩과 옥수수 수출 물량에 영향을 주게 될 요소로는 2020/21년
도(9월~이듬해 8월) 미국의 콩·옥수수 경작 면적과 단수가 전년보다 높을 것인지,
그리고 미·중 무역 회담에서 첫 단계의 합의에 도달하였지만21), 미국에서 중국으
로의 콩 수출이 증가하고 브라질의 수출이 감소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있다. 또,

조하기 바란다.
20) 브라질의 하계 옥수수(제1작)는 항상 대두와 경합하는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동계 옥수수(제2작)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대두 수확 후인 1월경부터 파종이 시작된다.(출처: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
21) 2020년 1월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류허 부총리가 서명한 합의. 미･중 양국은 1단계 무
역합의를 통해 미국은 중국산 상품 약 147조 원(12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절반 가량인 7.5%
로 줄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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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2020년 6월 현재까지 아직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책임론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어, 파기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출처: 한국경제TV, 2020년 5월
7일자, ‘트럼프, 무역협정 폐기 시사…2차 미중 무역분쟁 가능성’, http://www.wowtv.co.kr/News
Center/News/Read?articleId=202005071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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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油價)수준에 따른 콩과 옥수수의 바이오 에탄올용 전용 정도22)도 영향을 미
칠 것이며,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COVID-19에 의해 각국의 축산물 생산에 영
향을 미치거나 교역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
은 없다(그림 3).
한편 COVID-19 확산에 따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등 또한 역사적인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미국 달러화 강세-레알 약세 기조는 브라질산 콩, 옥수수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 아르헨티나에서 2019년 정권 교체 이후 국내 보호색이
강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농축산물의 수출세23) 인상(2020년 8월 현재,
콩은 33%, 옥수수는 12%) 조치를 취한 점도 브라질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
고 있다.24)
이처럼 단기적으로 브라질의 콩과 옥수수에 대한 수출 물량 변동 요소는 있지
만, 2020년 7월에 브라질 농목식량공급부(MAPA25))가 공표한 최신 보고서에서는
22) 브라질 농업관련 기사를 모아 놓은 ‘Agrolink’에 따르면, 2017년 8월 11일 마토그롯소 주에 있는‘루
카스 도 리오베르데’라는 도시에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옥수수를 이용하여 에탄올을 생산하는 공장이
설립되었다. 현재는 브라질 옥수수 유래 에탄올 생산은 스타트업의 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브라질
농무장관 매지 씨는 수출이나 가축사료로서의 옥수수의 용도 외에, 브라질 에너지정책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에탄올 생산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옥수수의 국내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출처: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2호,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020년 4월)
23)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윤국, Sergio Daniel Ceballos, ‘ 아르헨티나
신 페르난도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과 한-아르헨티나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곡물 수출세를 중심으로
-’, ｢해외곡물시장동향｣8권 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12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24) 자세한 것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海外情報｢アルベルト⋅フェルナンデス新政権, 輸出
税を引き上げ（アルゼンチン）｣（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589.html)을참조할 것.
아르헨티나는 콩에 대해 2020년 3월에 수출세를 30%에서 33%로 인상하였다.
25) 브라질 농업부문을 관할하는 정부조직은 농목공급성(農牧供給省, MAPA)을 필두로, 7개 보좌기관, 5
개 행정국, MAPA가 의장을 맡고 있는 관계 각료위원회가 6개 있으며, 공사 및 관민합작기업을 포
함하여 5개 공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MAPA의 준거 법에 의하면, 농목공급성은 (a) 생산․유통․
공급․비축․최저가격 보장에 관련된 농업정책, (b) 양잠을 포함한 농목생산․진흥, © 비축관리전략을 포
함한 농목시장․유통․공급, (d) 농업관련 정보, (e) 동식물 위생, (f) 농목업에서 사용되는 투입 경제재
와 서비스 감독, (g) 무역에 관련된 재무부에 의한 행위지원을 포함, 동식물 산품과 그 파생 상품의
분류․검사, (h) 토양보호․관리․취급, (i) 농목 관련 기술 연구, (j) 기상학과 기후학, (k) 협동조합과 협
회, (l) 농촌에 대한 전력공급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m) 농촌에서의 기술 및 확장 지원, (n) 커피․설
탕․알코올에 대한 정책, (o)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 알코올 산업에 대한 정부행위의 기획과 실행, (p)
어업․수산양식의 위생 등 이상 16개 항목에 걸친 농목․수산분야 진흥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것으
로 정해져 있다. 특히, 전통적이며 특정 산업인‘커피’및‘주정당․알코올’분야와 식물 유래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관여가 큰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농지개혁과 영세농가 보호육성정책 분야에서 기존
에는 농업개발부(MDA)가 주무부서였지만, 2016년 5월에 루세프 대통령(당시)이 탄핵절차 시작으로
정직되자, 임시 대통령에 취임한 테멜이 부처의 슬림화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대통령부 관방청 내에
가내농업․농업개발특별국(SEAD)을 설립하고, 여기에 MDA의 행정기능을 이관하였다.
브라질 농업진흥 및 감독을 수행하는 MAPA 감독 하에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와 브라질농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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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생산 확대와 단수 증가(부록 1의 인터뷰 참조)에 따른 수출 물량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 4).
그림 3. COVID-19에 따른 수출규제 실시국가 현황(2020년 7월 10일 시점)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我が国における穀物等の輸入の現状｣, 2020년 7월

공사(EMBRAPA)가 있다. CONAB은 브라질 전역의 생산자에서 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농산물 비즈니
스 흐름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재배․수확․재고에 관한 타이밍 결정에 관련된 사항 외에 정부가 정
하는 최저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써 생산자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구입한 농산물을 시장에 공
급하여 국민에게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 외에 생산과 가격에 관한 통계
정리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EMBRAPA는 산․관․학으로 구성된 국가농목연구체제(SNPA)와 함께 열대
농업의 특성을 가진 브라질 농목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이며, 세라도 개발 때에
도 토양개량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구체적인 브라질 농목식량공급부(MAPA)에 대해서는 허
덕, ‘브라질의 곡물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2월을 참
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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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브라질 콩, 옥수수 수출량 전망

주: 실선은 최대예측치, 점선은 예측치를 나타냄.
자료: MAPA, ｢PROJECOOES DO AGRONEGOCIO 2019/2020-2029/2030｣.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
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後編）-物流インフラ整備の進展により輸出が拡大する北部港-’,
｢畜産の情報｣2020년 9월호에서 재인용

(2) 마토그롯소 주의 주요 수송 루트26)
브라질에서는, 향후에도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콩, 옥수수를 어떻게 저비용으로
수송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브라질은 물류 인프라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
았으며, 더욱이 국토가 넓기 때문에 수송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브라질로서는 반
드시 풀어야 할 현안 과제이다. 미국, 아르헨티나에서는 생산지에서 수출항까지
주로 수로와 철도로 수송되는 반면, 브라질은 여전히 육송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
문이다.
수출항은 생산 지역마다 다르다. 남부의 주요 생산 주인 파라나 주와 리오그란
데도술 주에서 생산된 콩, 옥수수는 파라나구아 항과 리오그란데 항 등으로 옮기
는 경우가 많다27). 한편, 브라질 최대 생산지로 앞으로도 생산 확대가 예상되는
26) 브라질의 콩 유통에 대해서는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9
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을 참조하기 바라며, 브라질 콩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에 대
해서는 허 덕, 박지원, 김태련,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변화-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일고찰-’, ｢
해외곡물시장 동향｣제9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을 참고하기 바란다.
27) 브라질의 2016년 기준 콩의 지역별·항구별 수출 실태에 대해서는 허 덕, ‘브라질의 곡물 관련 정
책’, ｢해외곡물시장 동향｣제9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2월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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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그롯소 주는 남미 대륙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
건에 있다. 어느 항구에서도 먼 이곳에서 생산된 콩, 옥수수는 생산 지역에서 주로
다음 세 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수출항까지 운반한다(그림 5).
그림 5. 브라질의 수출용 콩·옥수수의 주요 수송 루트

자료: SECEX, 마토그롯소 주 농업관측소(IMEA)를 기초로 ALIC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
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後編）-物流インフラ整備の進展により輸出が拡大する北部港-’, ｢畜産の
情報｣2020년 9월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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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토그롯소 주 남쪽에 위치한 론도노폴리스까지 트럭에 싣고 거기에서
철도로 산토스 항으로 수송하는 루트
- 이 루트는 주로 시 남부에서 생산된 콩, 옥수수의 수송에 이용된다.

(2) 국도 163호선을 트럭으로 북상하면서 미리치투바 항과 산타렌 항으로
수송하는 루트(부록 2 참조)
- 미리치투바 항은 대형 선박이 입항하지 않기 때문에 바지선(거룻배)에 싣고
아마존 강 수계를 이용하여 빌라도콘데 항과 산타나 항 등까지 운송하며, 여
기에서부터 각국으로 수출된다. 한편 산타렌 항은 대형 선박이 입항할 수 있
어 직접 수출된다. 이 루트는 주로 마토그롯소 주의 시노프 이북과 파라 주
서부에서 생산된 콩, 옥수수 수송에 이용된다.

(3) 국도 364호선을 트럭에서 북서로 향하여 포르토베료 항까지 수송하는
루트
- 포르토베료 항도 대형 선박이 입항할 수 없어 바지선에 싣고 마나우스 항과
이타코아치아라 항까지 운송하여 수출된다. 이 루트는 주로 마토그롯소 주
서부에서 생산된 콩, 옥수수 수송에 이용된다.
예컨대 히도로비아스·두·브라질 사(HBSA)은 미리치투바 항과 빌라도콘데 항에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데, 마토그롯소 주에서 미리치투바 항까지 트럭으로 약 2일
에 걸쳐 수송된 콩, 옥수수를 바지선에 싣고 아마존 강을 따라 내려가 약 3일 간
걸려서 빌라도콘데 항까지 운반하고 있다. 그리고 빌라도콘데 항으로 벌크선에 다
시 싣고 수출하고 있다.
참고로, HBSA 사에서는 다시 바지선에 비료를 싣고 아마존 강을 거슬러 올라간
다. 다만 비료를 쌓는 바지선의 금속 부분이 부식하기 쉬워 초대형 청소기와 같은
기계로 청소하거나 정기적으로 페인트를 칠하거나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비
료는 시노프에 있는 비료 공장에 반입하며, 거기에서 농가에 수송한다.
위에서 서술한 3가지 루트는 대략적인 구분이며, 각 기업은 각각 각지에 개별
터미널을 건설 또는 출자하고 있으며, 실제 수송 루트는 다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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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영화 등에 의한 정비가 진전된 북부 항
수송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수송비용이 저렴한 수로에서 수송을 더 많이 활용하
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유역 면적을 가진 아마존 강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거국적으로 아마존 강 수계를 사용하여 북부 지
역으로부터의 수출 확대를 진흥하고 있다.
브라질의 북부 항은 남위 16번 선보다 북쪽에 있는 항구이며, 곡물 수출항으로
중요한 항구이다. 북부 항은 파라 주 빌라도콘데(바르칼레나 시) 및 산타렌 항(산
타렌 시), 아마조나스 주의 마나우스 항(마나우스 시), 마라뇽 주의 이타키 항(산
루이스 시)28) 등이 있다. 북부 지역으로부터의 수출 확대를 위해 국도 163호선의
완전 포장이나 페로그롱 철도 건설 계획 등 수출항까지 물류 인프라 정비는 조금
씩 진행되고 있다(부록 2 참조).
한편 항만 인프라 정비에 대해서는 항만 운영 민영화 등에 나서고 있다. 민영화
에 있어서는 신규의 경우에는 입찰로 운영 업체를 결정하고, 지속의 경우에는 현
재의 항만 운영 기업과 협의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
의 판단 근거를 고려한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계속적인 투자로
항만 처리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민영화의 가장 큰 이점이라 생각되고 있기 때문
이다. 국립 항만청(ANTAQ29))의 담당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가능한 민영화를 추
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항만의 확장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산타렌 시에서는 제2의 항만 시설
을 건설할 계획도 있으며, 대형 선박이 기항(寄港)할 수 있는 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산타렌 시의 경우 이런 항만 시설 건설은 시의 확장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산타렌 항에서는 새로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까지 산타렌 항에서 콩,
28) 루이스에 있는 이타키 항은 마토피바 지역(마라뇽 주(MA) 남부, 토칸친스 주(TO) 동부, 피아우이 주
(PI) 남부, 바이아 주(BA) 서부의 4지구로 구성된 신흥 농업개발지역으로, 그 머리글자를 따서 ‘마토
피바’로 불린다)에서 생산된 콩, 옥수수의 수출 물량이 많다고 하는 주요 수출항의 하나이다.
29) Agência Nacional de Transportes Aquaviários(영: National Waterway Transport Agency-ANTAQ은
특별자치체제를 갖춘 간접 연방행정부의 일부로, 공공법에 따른 법적 성격, 행정적 독립성, 재정적
및 기능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인프라 부와 연결되어 있다. 2001년 6월 5일 법률 제 10,233호에 의
해 제정되어 2002년 2월 17일에 설치되었다. 규정은 2002년 2월 13일 법령 제4,122호에 의해 승인
되었다. ANTAQ은 법령에 설정된 원칙과 지침에 따라 인프라부가 수립한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수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구 및 수로 인프라를 탐색하는 활동을 규제, 감독 및 검
사하는 일을 담당한다. FDA는 화물 및 관세의 효율성, 안전, 편안함, 규칙성, 시간 엄수 및 양식 기
준에 따라 브라질 수로를 통한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전념하
고 있다.(출처: ANTAQ 홈페이지, http://portal.antaq.go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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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수출은 대형 곡물 메이저인 카길 사30)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콩,
옥수수 생산이 해마다 확대되면서 공공부두(公共埠頭)를 이용한 콩, 옥수수 수출
업무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에 창업한 메가 사는 공공
부두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지고 2018년부터 대형 곡물 메이저
인 루이드레퓌스31)의 콩·옥수수 수출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사일로를
보유하지 않아 바지선에서 벌크선으로 직접 짐을 싣고 있다.
이런 항만 운영 민영화 및 확장 등의 대처에 의해 수송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항만의 처리·수송 능력은 향상되고 있다(부록 3 참조).
또한 현 시점에서는 브라질의 최대 항구인 상파울루 주 산토스 항이 곡물에 대
해서도 여전히 최대의 수출항이며, 콩, 옥수수 생산 확대로 물동량은 아직 증가 경
향에 있다. 그러나 그것을 웃돌 기세로 북부 항구에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북부항 중 곡물 수출 물량이 많은 바르칼레나, 산타렌, 마나우스, 산 루이스의
수출 물량을 합하면 산토스 항의 차이는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콩은 2019년 산토
스 항을 넘어섰다(그림 6, 7).
남위 16도 선 이북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북부 항구에서 수출하는 것이 수송비용
이 저렴하다고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마토그롯소 주 생산은 동부와 북부를 중

30) Cargill. 미국의 곡물회사. 곡물이라는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
5대 곡물메이저중 하나로 전세계 곡물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 때문에 다국적 종
자회사인 몬산토와 함께 여러 창작물에서 악의 대기업 등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실제로는 몬산토
보다 훨씬 큰 기업이다. 물론 실제로도 부작용이 상당한 편이다. 1865년에 세워졌으며, 2015년 포브
스의 기사에 의하면, 미국의 비상장 회사 중 가장 큰 기업이다. 피고용인이 약 15만 3천 명에 2017
년도 매출은 약 1071억 달러, 순이익 23억 달러.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액수만 놓
고 보면 코스피 내에서도 이 정도 순이익을 내는 기업들은 20~30개 정도 밖에 안 된다. 만약 이 기
업이 상장회사였다면 포춘 500 기준으로 미국 10위 안의 기업이었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곡창 지대 물류거점에 거대한 농산물 창고와 가공시설, 물류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무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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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액을 전세계 식
음료 회사에 제공하고 각종 식품첨가물을 제조해 판매한다. 농산물 및 농산 1차 가공품 뿐만 아니라
곡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 계열화 사업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인산 비료와
potash crop nutrients를 생산하는 모자이크 컴퍼니(The Mosaic Company)의 지분 2/3을 소유하고
있다. 그야말로 농산물 업계의 슈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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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 부문이 유명하지만 철광석, 석탄 등 광물과 해운업 부문에서도 손꼽히는 큰 손이
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31) 세계 7대 곡물 메이저 중 하나. 7대 곡물 메이저에는 미국계 회사로 카길, ADM, 콘 아그라, 콘티넨
털(카길과 2001년 곡물 부문 합병)과 유럽계회사인 루이 드레퓌스·벙기·앙드레를 꼽는다.(출처: 네이
버지식인, https://kin.naver.com/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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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앞으로도 확대가 계속될 전망이다. 브라질 전체에서도 콩, 옥수수 생산 지
역이 북부에 확산되면서 앞으로도 북부 항구에서 수출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산토스 항과 주요 북부 항에서의 콩 수출량 추이

주 1: 주요 북부항은 바르칼레나, 산타렌, 마나우스, 산루이스의 합계
2: HS 코드 1201
자료: SECEX, ｢Comex 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後
編）-物流インフラ整備の進展により輸出が拡大する北部港-’, ｢畜産の情報｣2020년 9월호에서 재인용

그림 7 산토스 항과 주요 북부 항으로부터의 옥수수 수출량 추이

주 1: 주요 북부항은 바르칼레나, 산타렌, 마나우스, 산루이스의 합계
2: HS 코드 100590
자료: SECEX, ｢Comex 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後
編）-物流インフラ整備の進展により輸出が拡大する北部港-’, ｢畜産の情報｣2020년 9월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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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송비용 비교
상술한 바와 같이, 마토그롯소 주에서 콩, 옥수수를 수출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
가 있으며, 각각의 루트 수송비용은 향후 수출 물량을 좌우하는 큰 요소의 하나이
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생산지에서 중국까지 콩 수송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32).
표 생산지에서 중국(上海)까지의 콩 수송비용 비교(2019년)
생산지

브라질·마토그롯소 주

미국·아이오와
주

미국·노스다코
타주

경유 수출항

산토스 항

산타렌 항

바르칼레나
(빌라도콘데 항)

걸프 경유(주4)

PNW 경유(주5)

트럭 운임

27.62(주1)

52.04

46.64(주2)

10.10

10.10

수로 운임

-

-

18.85(주3)

20.43

-

철도 운임

39.98

-

-

32.12

56.36

해상 운임

33.65

35.06

34.96

44.56

24.59

수송비용 합계

101.25

87.10

100.45

91.14

91.05

주 1: 철도가 있는 마토그롯소 주 론도노폴리스까지 바지선(거룻배) 운송 운임.
2: 미리치투바 항까지의 트럭 운임.
3: 미리치투바 항에서 바르칼레나(빌라도콘데 항)까지 바지선(거룻배) 운송 운임.
4. 미국 중서부에서 미시시피 강을 남하하여 걸프라 불리는 멕시코 만안부터 파나마운하를 통하는 수송 루트
5: 미국 중서부에서 철도로 서쪽을 향해, 태평양안 북서부에서부터 수송하는 루트
6. 사사오입에 의해 합계 수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USDA, ｢Brazil Soybean Transportation｣, ｢Soybean Transportation Guide: BRAZIL 2019｣에서 ALIC 작
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大豆⋅トウモロコシをめぐる最近の情勢（後編）-物流インフラ整備
の進展により輸出が拡大する北部港-’, ｢畜産の情報｣2020년 9월호에서 재인용

마토그롯소 주에서 트럭에서 론도노폴리스까지 수송하고, 거기에서 철도로 산
토스 항까지 수송하는 루트에서는 1톤당 101.25달러(1만 692엔=119,967원33))이
다. 한편, 마토그롯소 주에서 트럭에서 산타렌 항까지 수송하는 루트에서는 동
87.10달러(9,198엔=103,201원), 마토그롯소 주에서 트럭에서 미리치투바 항까지
운반, 거기서 바지선에서 빌라도콘데 항까지 수송하는 루트에서는 동 100.45달러
(1만 608엔=119,019원)로 모두 북부 루트 수송비용이 저렴하다.

32) 2016년도 기준으로 유사한 비용비교를 한 자료로는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
향’,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4월을 참고하기 바란다.
33) 달러/원화 환율은 1달러=1,184.86원(2020년 8월 26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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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콩, 옥수수 생산이 왕성한 미국 중서부에서 중국까지 수송비용과 비교해 보
면, 산타렌 항을 통한 수송비용은 미국의 걸프 경유, PNW 경유보다 저렴하여. 미
국 달러 강세-레알 약세의 영향은 있다하더라도, 북부 루트 수송비용은 미국과 견
주어 손색없는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수의 현지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마토그롯소 주 북부·남부
루트 수송비용 비교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국도 163호선 완전 포장 등의 인프라
정비 진전과 더불어 향후에는 북부 루트가 싸진다는 인식은 일치하였다. 또 수입
하는 비료나 농약 비용도 낮아지게 되어 수송비용 저하가 가져오는 효과는 크다.

3. 맺음말
전 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브라질의 콩, 옥수수 생산은 최대 생산 주인 마토
그롯소 주 생산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
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콩·옥수수 수출 물량 또한 생산 확대에
따라 향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오랜 과제인 지나친 수송비용 인하를 위해 거국적으로 물류 인프라 정
비에 힘써 왔다. 그 결과, 항만 운영 민영화나 국도 163호선 완전 포장 등 점차 물
류 인프라가 정비되고 있으며, 북부 항을 이용한 수송 루트 수송비용은 수로, 철도
가 비교적 발달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까지 저하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
서 국제 시장에서의 브라질의 콩·옥수수의 경쟁력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
다.
즉, ‘브라질 코스트’라는 브라질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송비용 과다 소요라는
문제는 수송 루트나 항만의 인프라 정비 진전과 함께 향후에는 북부 루트를 중심
으로 착실하게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부 루트의 개발에 자극 받아 산토
스 항에 계속 민영화 등의 움직임이 있어, 브라질 전체에서 수송비용을 내림과 동
시에, 수송 능력도 향상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산 콩·옥수수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나 일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일본 수입업체에 따르면, 단수 증가에 따라 미국산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브라질산 쪽이 품질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오랫동안 2위를 차지하였던 브라질산 콩, 옥수수 수입을 둘러싼 상황에 큰 변

467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화가 오는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브라질에서 증산된 콩, 옥수수는 수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브라질 국내 축산
물 생산 확대와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국
내용에 있어서도 상승세로 이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COVID-19의 확대에 따른 축산물과 곡물 수급 변화와 역사적 수준이 유지
하는 레알 약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의 향방, 중국 ASF의 영향에서 회복 상
황, 아르헨티나의 수출세 인상 등 앞으로도 변화 요소가 많으며, 브라질의 콩·옥수
수의 수급 동향 및 이들의 수송에 관련된 인프라 정비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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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앨리슨 파오리네리 전 MAPA 장관 인터뷰
이번 조사에서 MAPA의 전 장관인 앨리슨 파오리네리 씨를 인터뷰할 수 있었
다. 여기에서는 그의 공적과 브라질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부록 1 사
진).

부록 1 사진. 앨리슨 파오리네리 전 MAPA 장관

앨리슨 파오리네리 씨는 에르네스트 가이젤34) 정부에서 1974~79년 동안
MAPA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대학에서 찾은 우수 인력을 유학시키고, 귀국
후 임용하는 등 브라질 농목연구공사(EMBRAPA35))의 근대화를 도모하였다.
34) 1974년 대통령에 취임한 에르네스트 가이젤 장군은 국민적인 불만이 팽배해지자, 군정의 노선 전환
했다. 1979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존 바티스타 피게이레도는 민정 이관을 공약했다. 1985년에 실시
된 대통령 선거에서 탄크레도 네베스가 승리했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브라질에 대해’, https://kin.
naver.com/qna/ 및 네이버블로그 IM02, ’브라질의 역사를 한눈에’, https://blog.naver.com/iylee00/2
20311208278)
35) 브라질 농업 연구 법인(EMBRAPA - 포르투갈어: Empresa Brasileira de Pesquisa Agropecuária)는
브라질 농림부 산하 국영 연구법인이다. 1973년 4월 26일 개업한 이래 가축을 포함한 브라질 농업
을 목표로 한 기술, 지식, 기술 과학 정보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들의 임무는 "브라질 사회를 위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 개발, 혁신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EMBRAPA의 조직구조는
연구단위 또는 서비스단위로 나눌 수 있는 46개 센터와 법인 본부를 구성하는 17개 중앙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소는 거의 모든 브라질 주에 분포되어 있다. 이 공단은 현재 9,790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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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직 당시 산성 토양으로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세라도 지역에서도 재배
가능한 품종과 새로운 재배 방법 개발을 EMBRAPA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특히 마토그롯소 주 등 중서부 곡물 생산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러
한 공로로 2006년에는 농업계의 노벨상이라고도 하는‘세계식량상(World Food
Prize)36)’을 수상하였고, 곡물 관계자 등에게 현재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재 그는 옥수수 생산자 협회(ABRAMILHO37)) 회장을 지냈으며, 현
MAPA 장관인 테레자 크리스티나 씨 출장 등에도 동행할 만큼 아직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인터뷰에서 그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브라질은 세계의 식량
안전 보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옥수수, 콩, 동물성 단백질, 면화, 오렌지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 이 책무에 대해 브라질은 절
대로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브라질에는 농산물의 생육에 적합한 기후 조건과
풍부한 천연 자원 및 수자원, 많은 농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도 있고, 그
하나가 수송비용이기는 하다. 앞으로도 철도, 도로, 수로 등과 같은 인프라 정비는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브라질은 앞으로도 발전하여 나아갈 것이므로
식량 안전 보장에 기여하고, 이 사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2,444명이 연구원이다. EMBRAPA는 국가농업연구시스템(SNPA - Sist
ema Nacional de Pesquisa Agropecuária)의 일부로서, 연방 및 주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재단
등으로도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지리적 영역과 지식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Brazilian_Agricultural_
Research_Corporation)
36) 세계 식량상(世界食糧賞, 영어: World Food Prize)은 식량에 대해 세계적인 성과를 올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37) Associação Brasileira dos Produtores de Milho, Brazilian Association of Corn Producers. 브라질 옥
수수 생산자 협회(ABRAMILHO)는 2007년에 곡물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운동에서 출범하였다. 브라
질리아에 본사를 둔 시민 협회이며, 주 및 연방 지구 협회뿐만 아니라 공동 이익을 가진 협동조합,
국가 및 지역 단체들로 유지되고 있다. ABRAMILHO는 Rio Grande do Sul 옥수수 생산자 협회
-APROMILHO (RS), 파라나 옥수수 생산자 협회-APROMILHO (PR), 농업연구협회-APPA (MG),
Cooperativa Agropecuária da Região do Distrito Federal Ltda. -COOPA (DF), Sociedade Rural
Brasileira-SRB (SP), Planalto Sul 및 중부 지역 (SC)의 옥수수 생산자 지역 센터, 피아우이 (PI) 주
생산자 센터 등이 회원이다.(출처: ABRAMILHO 웹사이트, https://www.abramilho.or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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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완전 포장된 국도 163호선의 현황과 과제
이번 조사38)에서 마토그롯소 주의 시노프부터 파라 주 미리치투바까지 국도
163호선을 실제로 차로 주행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그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소개
한다.
국도 163호선은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도로이다. 콩과 옥
수수를 수송하는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간신히
2019년 11월에 완전 포장되었다. 또한 마지막까지 비포장이었던 51킬로미터에 대
해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39) 취임 직후 공사를 강하게 밀어붙인 데 따라 긴급히
포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완전 포장된 국도 163호선에 대해 트럭 운전사를 비롯한 콩, 옥수수 수
출 관계자는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
다. 예를 들면, 국도 163호선은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에는 다수의 함
몰이 나타나고, 심하면 1차로 전체가 함몰하여 있다. 함몰한 구멍 위를 주행한다면

38)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의 조사를 의미한다.
39) 브라질 제38대 대통령.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 2018년 10월 28일 대통령 선거에서 아다지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이로써 미국과 BRIC 모두 스트롱맨이 집권하게 되었다. 2019년 1월 1일부로 대통
령이 되었다. 정치적 성향은 극우이다. 상파울루 주 캄피나스 출신이다. 이탈리아계 브라질인으로 그
의 아버지의 독일인 외할아버지를 뺀 모두가 이탈리아계이다. 증조 할아버지인 비토리오 볼초나로
(Bolzonaro)가 10세이던 1888년에 브라질로 이민을 떠났다고 하며, 볼초나로 일가는 브라질로 이민
간 뒤 성을 포르투갈어 발음으로 보우소나루로 읽히는[2] 'Bolsonaro'로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도 여러모로 유사하다고 평가되는데, 초법적 수단마저도 꺼려
하지 않는 과격한 정치적 행보나 막말 등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무슬림에 대한 유
화 정책이나 LGBT의 권리 증진 등과 같이 의외로 사회통합에 신경을 쓰는 면이 있는 두테르테 대
통령과는 달리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소수자 관련 정책이나 사회 통합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
르다. 그래서인지 2016년 게이 퍼레이드에서 조롱을 받기도 했으며 트럼프처럼 특히 정치적 올바름
을 중시하는 진영에서의 반대가 극심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모든 방식이 매우 강경하며 군사주의적
이다. 엄격하고 강력한 형벌, 감정과 인류애보다는 극단적으로 효율과 실리를 추구, 어마무시한 치안
강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매우 강력한 군대, 극단적인 경찰의 공권력으로 범죄자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통제하며 이를 토대로 안정된 사회 질서를 유지, 치안과 경제 개발까지 두루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극단적인 치안 강화와 범죄자 퇴치에 관한 연설이 그의 인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룰라 정권에 대한 조롱, 동성애 혐오, 흑인과 여성과 원주민에 대한 비하, 외국인과 이
민자에 대한 혐오, 범죄자에 대한 고문 추진,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찬사 등 온갖 몰상식한 논란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압도적인 결과로 당선된 원인을 살펴보자면, 브라질의 끔찍한 치안
문제가 생존에 위협되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빈민, 흑인
들조차도 치안 강화와 범죄자 단속을 위해 보우소나루를 지지하기까지 하였다. 그 외 장기간 좌파
정권의 집권으로 인한 회의감,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과 실업률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
된다. 물론 보우소나루가 경제 발전이나 실업률에 관해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출처: 나
무위키(https://namu.wik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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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고장이나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속도를 떨어뜨리고 그 구멍을
피하여 운전하기 때문에, 주행 속도 저하를 일으키거나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여
수송 시간이 오히려 증가하고, 수송비용 또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국도 163호선은 대부분 편도 1차선으로, 비교적 속도가 느린 트럭을 따라잡
으려면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추월 차선이 없는 것도 사고
가 다발하는 큰 요인이다. 조사단이 실제로 차로 주행했을 때에도 트럭 사고 현장
을 여러 번 목격하였다. 그 중에서 최대 사고로 트럭이 2차로에 걸쳐서 전복했기
때문에 두 방향으로 모두 통행금지가 되어 버리거나,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 차 안
에서 몇 시간 대기해야 했다(부록 2 사진). 사고 차량을 처리하는 체제도 되어 있
지 않아, 통행 재개에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큰 과제 중 하나이다.

부록 2 사진. 사고 정체 모습

브라질 정부 관계 당국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도 163호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위탁으
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대신, 도로의 함몰 보수 및 차선 증폭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는 것이다.
또한 현재도 쿠이아바부터 시노프까지는 통행료를 징수하지만, 민영화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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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노프 이북의 도로에도 통행료를 징수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통행료 분의 수
송비용은 추가되지만, 수송시간이 단축되고, 스케줄대로 수송이 가능하게 되므로
전체로서는 수송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관계자가 많았다.
또 시노프와 미리치투바를 잇는 페로그롱 철도(EF-170) 건설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 향후 마토그롯소 주의 동부 및 북부, 파라 주 서부에서도 새로운 생산 확대
가 예상되고 있다. 향후에는 마토그롯소 주에서 미리치투바 항과 산타렌 항으로
수송하는 통로가 콩, 옥수수 수출의 대동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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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아마존 강 지류인 타빠죠스 강에 떠있는 리버사이드 터미널
이번 조사에서 미리치토우바 항의 한 타빠죠스 강에 떠오르는 리버사이드 터미
널을 방문하였다. 여기에서는 그 개요에 대해 소개한다.
아마존 강 유역에 있는 북부 항구에서 수출되는 콩, 옥수수의 일반적인 수송 흐
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가에서 생산된 콩, 옥수수가 생산지 근처에 있는 집하 터미널로 모아진
다. 그리고 콩과 옥수수를 실은 트럭은 경유 항 또는 수출 항 강변에 있는 리버사
이드 터미널 근처의 대기장으로 가며, 그 곳에서 일시 대기한다. 이후 리버사이드
터미널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사일로에 일시 보관된 뒤, 바지선이나 벌크선에 실려
수송 또는 수출된다. 때문에 일반적인 리버사이드 터미널은 강변의 어느 정도 넓
은 땅에 건설되고, 수송된 콩, 옥수수를 보관하는 사일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한 베르트리니 회사가 운영하는 리버사이드 터미널은 토지도
사일로도 보유하지 않았으며, 강에 떠 있는 터미널이다. 부지 면적은 1레인 당 약
3,150㎡로, 총 건설비는 약 1억 레알(20억 3,000만 엔=211억 5,700만 원)이다. 하
루에 50톤 트럭을 약 160대 수용할 수 있다.
이 터미널의 장점은 이동이 가능한 것이며, 실제 마나우스 항에서 빌라도콘데
항까지 이동한 적이 있다고 한다. 트럭이 이 터미널에 들어가기 위한 경사를 강가
에 만들 수 있다면 어디든 접안이 가능하다.
또 시설 전체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수의 종업원으로 운영이 가
능하며(1팀 13명, 1 쉬프트 12시간, 전체 4개 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세금
이 싸다는 등과 같은 장점도 있다.
또한 미리치투바 항에서는 우기와 건기에 강의 수위가 변동하는데, 이 수위 변
화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하에 이 터미널의 개요나 콩 반입의 흐름을 사
진으로 소개한다(부록 3 사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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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사진 1

부록 3 사진 2

강에 떠있는 베르트리니 사 터미널 외관. 이 사진에
서는 터미널은 좌우 대칭이며, 2개의 레인이 있다.

기계로 경사지게 내리는 트럭에서 콩을 떨어뜨리는
모습

부록 3 사진 3

부록 3 사진 4

사일로 대신 바지선에 콩을 싣고 있는 모습

콩을 내린 트럭이 출구(입구와 동일)로 향하기 위해
일주하는 스페이스

부록 3 사진 5
터미널 입구. 바로 앞 내리막은 천변으로 사용하는 접안용 경사. 구석의 오르막은 접안용 경사와 터미널을 잇
는 두꺼운 철판. 이 위를 트럭이 진입하여 오르막에 계속 있는 건물 내에서 콩을 실은 채 중량을 계측한다.
콩을 내린 후 재차 트럭 중량을 계측함으로써 콩 중량을 산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품질검사를 대기장에서 외
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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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한
국제 곡물거래의 동향과 전망
윤병삼(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1)

1. 개요
○ 국제 곡물거래 과정에서는 계약 성사 후 신용장(L/C) 개설, 선하증권(B/L)
발급, 품질검사, 대금결제, 통관 등 일련의 여러 단계들이 이어지는데, 각 단
계마다 문서 및 자료 처리과정에서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는 등 디지털 시
대에 크게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하에 곡물거래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
편 거래비용을 절감하고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platform)을 구
축하려는 노력이 곡물 메이저(grain major)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
○ 블록체인은 ‘분산 거래장부(distributed ledger)'로서, 거래참여자 누구나 열
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
를 복제하여 분산 저장함으로써 해킹을 방지하고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를 막
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최근 Covid-19의 대유행으로 비대면(untact) 거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블
록체인 기술은 국제 곡물거래 과정에 수반되는 수많은 물리적 접점들을 효과
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공급망(supply chain)의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
적인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음.

* bsyoon@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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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사례 (ABCD Companies의 Blockchain 컨소시엄)
○ 2018년 10월 : ABCD Companies (Archer Daniels Midland Co, Bunge
Ltd, Cargill Inc, Louis Dreyfus C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곡
물거래를 표준화하고 디지털화하고자 컨소시엄을 출범시킴.
-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계약 성사 후 이어지는 집행과정(post-trade
execution process; 신용장, 송장, 선적서류, 대금결제, 통관, 품질관리
등)을 수작업(手作業)으로 처리하는 대신 디지털화함으로써 효율성 및 투
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거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18년 12월 : 중국의 COFCO가 Blockchain 컨소시엄에 합류
○ 2019년 9월 : Glencore Agriculture가 Blockchain 컨소시엄에 추가 합류
○ 2020년 3월 : Blockchain 컨소시엄이 스위스 제네바에 ‘Covantis SA’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Petya Sechanova를 CEO로 선임함.
- 6개의 참여기업이 각각 1명씩의 이사를 파견하고, 이사회 의장은 1년씩 돌
아가면서 맡기로 함.
- Covantis는 암호 화폐 이더리움(Ethereum)을 만들어낸 ‘ConsenSys’를
블록체인 기술의 파트너로 선정하고, Ethereum에 기초한 블록체인
protocol인 ‘Quorum'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함.
- Covantis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차적으로 브라질에서 수출되는
곡물 및 유지작물의 거래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일정한 성과
를 낸 후 점진적으로 전 세계 곡물거래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임.
<그림> ABCD Companies의 Blockchain 컨소시엄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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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망
1) 낙관적인 시각
○ 국제 곡물거래 과정에는 수많은 서류들(계약서, 송장, 신용장, 선하증권 등)
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직접 오고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크게 발생함. 따라서 공급망(supply chain)의 여러
단계들 가운데 일부 단계에서라도 서류 처리를 디지털화하여 업무를 자동화
할 수 있다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센서 등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과거 블록체인 기술
을 실현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해왔던 요소들이 대부분 해소되고 있음.

2) 비관적인 시각
○ 과거 무역금융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였던 BPO(bank
payment obligation)의 사례에서 보듯이, 업계의 전반적인 수용이 없다면,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화 노력도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는 비관론.
○ 블록체인에 탑재된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 거래참여자들 가운데 거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블록체인 플랫폼의 이용
을 꺼리게 될 것임.
○ 중국과 같은 대규모 수입국들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하나, 미․중 무역 갈등 등
현재의 지정학적인 분위기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글로벌 무역체계의 실현
에 의문을 제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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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코로나 시대 식량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

1)

1. 서론
○ 작년 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
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마다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
하는 상황 발생
○ 산업 시설이 마비되고 물류 흐름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일부 국가에서
는 식료품 사재기 열풍으로 곡물 공급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 초래
○ 특히 러시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주요 밀 수출국들이 내수시
장 안정화를 위해 수출제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제 곡물 시장을 더욱더 불안
하게 만들었으며 쌀뿐만 아니라 밀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 발생
○ 지난 3월 말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식량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고 국
내 언론들도 앞 다퉈 식량안보 관련 뉴스들을 실으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
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거리고 각국의 봉쇄 조치 완화, 침체된 경
기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 등으로 인해 시장은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우려했던
식량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식량 위기 문제
는 간과할 사항이 아님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의 공포에 떨고 있
으며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COVID-19로 야기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식량 위기 대응 및 식량 확보 방안 등을 논의코자 함

* agsco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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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ID-19로 야기된 문제점
○ 글로벌 곡물 공급망 훼손
- 생산, 가공, 유통 전체 곡물 공급 체인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함
- 노동집약적, 기술집약적 농업 모두 생산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문제 발생(봉
쇄조치)
- 농산업 분야에 인력 수용의 어려움 가중(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제한)
- 원료 공급 부족, 근로자 집단감염 방지 등으로 가공 산업 생산 축소
- 유통 단계별 운송 제한
○ 수출입 물류 기능의 중단 또는 약화
- 미국은 필수 산업시설로 간주해 봉쇄 조치에서 제외시켰으나 일부 기능 마비
- 남미는 확진자 발생과 집단감염 우려로 일부 봉쇄 조치됨
- 자동화 설비 갖춘 곡물 터미널의 경우 영향은 크지 않으나 일부 가동 중단 및
제한
- 항만 노동자 집단 감염 우려에 따른 제한적인 운영으로 선적 지연 초래
○ 식량 안보와 식량 위기
- 식료품 공급 제한과 수요 폭증(식료품 사재기 극성)
- 식품 및 가공용 쌀과 밀의 국제 시세 급등
- 주요 곡물 생산국 국내 식량안보 강화로 수출 중단 내지 제한
(동남아시아 국가는 쌀, 동유럽 국가는 밀 수출 통제)
- 수출 제한으로 식량 해외 의존 국가들 식량 확보 불안

3. 식량 위기 대응 및 식량 확보 방안
○ 식량 위기 대응
- 국제 곡물 모니터링 강화(세계 각국의 수급 상황과 관련 뉴스 수집)
- 국제 곡물조기경보시스템 활용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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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연 협력으로 식량 위기 대응 상설 기구 설립
- 고곡가에 대비한 선물(Futures) 헤징 방법 활성화
- 금융공학적인 기법을 활용한 미래 예측 시스템 구축
- 국제 곡물 전문 교육 기관 설립
○ 식량 확보 방안
- AI, ICT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팜 (팩토리) 운영으로 자급력 강화
- 유휴 농지의 사료 작물 재배 및 보급 활용 제고
- 해외 진출 국내 곡물 무역회사들과 식량 안보 협업 체계 구축(MOU, 지분 참
여 등)
- 국내 기업의 국제 곡물 시장 진출 독려
- 해외 농업(생산 거점 지역)과의 연계 사업 모색(Farm to Table 플랫폼 구축)
- 국가 곡물 비축 시스템 도입과 수급 안정화 기구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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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 국제곡물 포럼

코로나 시대 소비자 생활형태와
농업부문의 변화, 농업부문 대응 과제
황명철(농협사료기술지원센터장)*

1)

토론주제 : 코로나 19 이후 농업부문의 변화와 과제
□ 코로나 시대 소비자 생활형태 변화
코로나 19는 연초 발생 이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었으며, 전파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설사 완
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 19
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람들은, 타인과의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비대면 생활방식
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택 근무 확산, 휴교 및 온라인 수업, 외
출 자제, 가정에서의 요리시간 증가 등이다. 이처럼 코로나 19로 소비자의 생활형
태가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 구입 및 소비 방식도 크게 바뀌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외식을 자제하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정 내 소비용
농축산물 구입이 늘어났으며, 유통기한이 길고, 간단하게 요리가 가능한 상품, 소
용량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비대면 중심의 농축산물 소비 확대는, 기존의 농축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아울
러, 농축산물 전후방 산업 및 유통구조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hwangmc2000@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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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변화
우선 농축산물 수요측면에서 영향을 생각해보면, 소비자의 비대면 가정중심 소
비활동, 휴교 및 원격수업, 외식 자제, 정부의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
하는 부문과 수요가 감소하는 부문을 생각할 수 있다.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가정내 요리용 농축산물로, 특히 전자상거래 망과 택
배를 통한 신선 농축산물과 가공 농축산물이다. 반면에 외식 및 숙박업소, 뷔페업
소 등에서 많이 이용하던 업무용 농축산물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장기간
학교가 휴교하면서, 급식용으로 공급되던 농축산물이 입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각종 모임 및 행사가 줄어들면서 화훼와 같은 비식용 농산물 시장도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당장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농업의 6차산업의 중심
에 있었던 농촌체험 관광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축산물의 사례를 보면, 돼지의 경우, 외식업과 학교급식이 타격을 받으면서, 외
식 및 급식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저지방부위와 갈비 재고가 크게 늘어 나고 있
다. 반면 가정용 소비로 많이 나가는 삼겹과 목심 도매가격은 금년 1∼8월까지, 각
각 1만 5,412원과 1만 3,525원으로 전년의 1만 3,648원과 1만 1,698원 대비 각각
12.9%, 15.6%나 올랐다. 반면 갈비는 같은 기간 6,237원에서 5,866원으로 5.9%
하락 했다.
농축산물 유통에서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농축산물 유통의 디지털화가 급속도
록 진행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채널 등이 농산물 유
통경로로 일반화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자상거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과 그렇지 못한 농업인간에 경쟁력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는
고령농업인을 젊은 농업인이 대체하는 세대교체가 가속화될 수도 있는 여건을 제
공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도가 높은 농업경영
체에서는 일소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노임도 상승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의 식사, 숙박시설, 가공 및 출하작업장에 대한 감염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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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응 농업부문 과제
우선, 코로나 이후 농산물 수급 불균형은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균형을 이루겠지만,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가격이 폭락하거나, 재고증가, 폐기
농축산물이 발생하기 쉬운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농
업신용보증 기금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판로지원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농가의 적극적인 인터넷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전자상
거래 맞춤형 상품개발 및 마케팅과 아울러, 전자상거래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실
전형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세 번째는, 농업노동력 확보대책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이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비농업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농업부문으로 알선 가능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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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 국제곡물 포럼 제5편

‘코로나 19 이후 농축산업의 모습과
대응방안’ 中 <사료⋅축산 분야>
심재민(흥성사료 상무이사)*

1)

1.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변화 요약
1) 코로나19가 바꾼 식생활 - 한국, 인공육 시장 본격 개화“
햄버거 패티, 소세지, 미트볼에 이어 진짜 고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먹거리 판도를 바꾼다. 코로나19가 기
존 육류 제품 공급망을 붕괴시키면서 과거 채식주의자를 겨냥한 틈새 상품에 불과
했던 인공육(Artificial Meat)이 육류 공급부족과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는 대체제
로 여겨져 주류로 편입되는 분위기다. 한국은 해외에 비해 늦었지만 본격적인 시
장 경쟁을 위해 관련 기업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과 풀무원, CJ제일제당, 동원F&B 등 식품 제조⋅
유통사가 인공육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농
림축산식품부가 인공육을 5대 유망 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규제 개선 및 연구⋅
개발 지원을 약속했던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2) 세계 육류생산 2029년까지 12% ↑ -닭고기가 증가세 이끌어
세계 육류 생산량이 2029년까지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밝혔다.
OECD와 FAO는 올해 육류 생산이 저점을 찍은 뒤 205년까지 점진적인 회복세
를 보일 것이라면서 중국과 브라질 등지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닭고기가 전체

* jmsim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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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생산 증가세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OECD와 FAO는 육류 생산이 늘면서 탄소 배출량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2029년
까지 가축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
다고 설명했다.

3) 코로나19 수혜는 HMR株
최근 닭고기 관련 종목의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가정간편식(HMR) 관련 종목의
상승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육계(고기용 닭) 가격이 썩 좋지 않은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소비 트렌드가 언택트(Untact⋅비대면), 홈코노미
(Home+Economy)로 바뀌면서 삼계탕을 먹더라도 반조리된 즉석 삼계탕을 집에
서 간편하게 먹으려는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 언택트 소비시대, 한우고기 때 아닌 특수/ ‘코로나’ 이후 인터넷 구
매 폭발적 증가

5) 코로나에 집밥족 늘자 쇠고기값 '역대 최고'/한우 등심 1등급 평년
비 22% 증가/돼지고기 삼겹살 등도 오름세

6) 코로나19 지원금 풀리자 편의점 육류 소비 늘어
- GS25서 4월 한달 수입육 매출 710% 증가수입육 매출은 710.7%, 국산돈육은
394.9%, 국산우육은 234.9%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 코로나19 이후 축산물 ‘인플레’ 경고 : 골드만삭스 “세계 시장 불
균형…공급난 심화”
“육류, 석유 못지않은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
골드만삭스의 제프 커리 상품분석 총괄은 코로나19 사태로 식료품 산업이 상당

50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한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농가들은 불균형한 시장과 마주하게 됐
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축산업계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
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학교 폐쇄와 공공장소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이 때문에 수많은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
커리는 미국의 축산농가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원유(OIL)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축산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 축산업 관련 변화와 대응 방안
1) 식량위기 대응 체계 구축 (수출입제한 및 물류운송 차질에 따른
대응)
- 사료원료구매 규모화 및 통일화(농협/사료협회 등 통합 구매 시스템 필요)
- 해외 사료 곡물 기반 구축 및 활용 강화
- 해외 곡물 시장 정보 공유 및 선도적 구매 모색

2) 노동인력 확보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대응
- 2020년 전국 48개 지자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단기입국 외국인
근로자)
총 1,797명이나 입국 급감으로 국내인력 수급 차질
- 축산 농가의 경우 이제껏 이직이 드물고 수급상황이 원만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불안감에 따른 귀국사태 촉발 및 부족 현상 심화 상태임(인건비 상승)
또한, 불법체류자로 암암리 대처 상황이었으나 하늘의 별따기 실정임
▶ 농림축산부와 법무부 협력으로 F1비자의 한시적 근로자 활용방안 강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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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 : 국제곡물 포럼 제5편 – ‘코로나 19 이후 농축산업의 모습과 대응방안’ 中 <사료⋅축산 분야>

3) 소비 급감에 따른 생산자 경영위기 및 파산 가능에 따른 대응 모색
- 배달 및 온라인 유통 시장 외 학교급식, 식당 및 대규모유통과 마트 소비
급감
: 정부차원에서 생산/유통 체계의 실질적 지원방안 필요

4) 축산업은 식량안보 차원의 접근 필요 - 수출입 제한 시 대응방안
필요

5) 기타 : ASF/A.I 등 질병 위험으로부터 방제 및 통제적 수단을 구
비하여 생산체계의 보호 필요(계란 수입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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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5> 코로나 관련 정보 제3편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3)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Ⅰ. 북미
[미국]
1. (2020년 7월) USDA, 2020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6% 증가 전망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쇠고기 시장 불확실성 커져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
여기에서는 미국 Choices에서 발표한 “The U.S.-Japan Trade Agreement:
Will It Lead to Greener Pastures for U.S. beef?”(2020.7.)의 내용 중 관련 내
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미국은 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아시아 국가가 수출량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미국 쇠고기 총수출량에서 일본은 26.4%,
한국은 22.6%, 홍콩은 7.7%를 차지한다.
일본에서는 일본 쇠고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이 존재한다.
2020년 수입량이 전년 대비 117% 이상이 되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어 관세율이
50%까지 상승하게 된다. 2018년 3월 31일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가 발동되어 38.5%에서 50%로 관세율이 상승한 바 있다.
2019년 초 미국⋅일본 무역협정(USJTA)을 시작으로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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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과 2편에 이어 이번 3편에서도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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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출 것을 합의하였다. 쇠고기 관세율은 2018년 38.5%에서
2020년에는 25.8%로 낮아지며, 2033년에는 9%로 더 낮아진다. 미국의 TPP 탈퇴
로 쇠고기 수출경쟁국보다 관세가 높았지만 2019년 USJTA로 인해 미국의 대일본
쇠고기 관세율은 CPTPP 회원국의 관세율과 동일하게 하락하게 되었다. USJTA
합의 하에 세이프가드 정책은 24만 2,000톤을 초과할 경우 세이프가드가 발동되
며, 2020년도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도 세이프가드 적용 물량을 초과할 경우 매년
수입 허용 물량을 1~2%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 의하면, 미국의 TPP 탈퇴로 아시아 시장 비중이 높은 미국 쇠고
기 수출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최대 수입국인 일본과의 쇠고기 협상을 통해
미국 쇠고기 수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농업부(USDA)는 2020년 쇠고기
총 수출량은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
해 미국 쇠고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1(2020.8.3.)
- 원문 출처: https://www.choicesmagazine.org/choices-magazine/submitted-articles/theus
japan-trade-agreement-will-it-lead-to-greener-pastures-for-us-beef

2. (2020년 7월 29일) 2020년 4~5월 식육⋅식조처리장(도계장 등) 근로자
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이미 보도2)한 바와 같이, 4~5월까지 미국의 식육⋅식조처리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대에 의한 조업 정지, 일시 휴업 등이 진행되어,
식육⋅식조처리장 가동률 저하와 레스토랑 휴업 등에 따른 수급 양면에서 혼란으
로 도매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혼란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5월 중순 이후 미국 보건복지부의 질병대책예방센터(CDC)와 노동부의
노동안전위생청(OSHA)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명령하였다 국방생산법에 근
거한 대통령령에 따른 안전성을 담보하여 잇달아 가동이 재개되고, 6월에는 도축
마릿수가 소에서 전년 동월 대비 1.9%증가, 돼지에서 동 11.7% 증가 등으로 가축
을 도축하는 식육⋅식조처리장에서의 생산량이 회복 궤도에 올라섰다. 전국 각지
에서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재개되고, 수요 측면의 혼란도 고비를 넘기게 된 결과,
시장의 혼란은 진정된 바 있다.
2)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2020年 8月号), ‘牛肉市場’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伴う異
例の混乱から回復’(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2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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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CDC는 6월 6일 전미 주 보건 당국에 5월 31일까지 COVID-19
의 영향을 받은 모든 식육⋅식조처리장 근로자의 조사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
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 CDC는 7월 7일 ‘식육⋅식조처리장 근로자의
COVID-19의 상황: 2020년 4~5월’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4~5월 사이의 식육⋅식조처리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COVID-19
감염 상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미국의 기간산업의 하나인 식육⋅식조 산업에서
COVID-19가 발생한 것은 다수인에 급격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
● 미국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에서 답한 우리 식육⋅식조 처리장에서 적어도 1
건의 COVID-19의 발생이 보고된 23개 주의 239개 시설에서 16,233건의 감염
이 확인되면서 86건(감염자의 0.5%)이 사망하였다.
● 노동자 수가 보고된 14개 주에서 근로자의 감염율은 9.1%였다. 시설 단위로 근
로자의 감염률은 3.1~24.5% 범위였다.
● 인종/민족이 보고된 9,919건 중 87%는 백인 이외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근로
자 비율은 백인 39%, 히스패닉(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라틴 아메리카)
30%, 흑인 25%, 아시아계 6%인 반면, 감염자 비율은 히스패닉 56%, 흑인
19%, 백인 13%, 아시아계 12%로 치우침을 보이며, 식육⋅식조처리장에서는 히
스패닉과 아시아계 근로자의 감염율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 감염이 보고된 239시설 중 14주 111시설에서 감염 확대 방지⋅예방 대책이 보
고되어
⋅89개 시설(80%)에서 처리장 입장 때 노동자의 검온 또는 증상에서 스크리닝
(검사에 의한 질환의 이환을 의심 또는 발증이 예측되는 대상자를 그 집단 속
에서 선별하는 것)을 실시
⋅86개 시설(77%)에서 감염원 대책(마스크, 페이스 쉴드 등에 의한 보편적인 안
면 피복)을 실시
⋅72개 시설(65%)에서 손가락 위생 설비의 추가를 실시
⋅70개 시설(63%)에서 지역 사회 감염이 있었던 지역의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
⋅69개 시설(62%)에서 노동자 간에 아크릴 판 등의 물리적 장벽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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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시설(22%)에서 위생 대책 실시에 관련된 일시적인 처리장 폐쇄
● 이 리포트 결과에 대해서는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에서 밖에 응답이 올라오지
않아 시설에 의한 COVID-19의 특정 시기의 차이와 이용하는 검사 수단의 차
이가 있었다는 점, 노동자의 COVID-19에 대한 폭로는 직장처럼 지역 사회 내
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데이터의 이용에 즈음해서는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 요소에 주의가 필요하다.
● 공중위생 대책의 실시와 감염 예방 조치는 직업상의 리스크 회피와 취약한 사
람들 사이의 건강 격차(의료보험 격차) 해소의 어느 쪽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
이며, 중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식육⋅식조처
리장 같은 노동자들이 밀집하기 쉬운 직장에서는 COVID-19 감염을 줄이는 예
방 조치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COVID-19에 관련하는 이 조
사에서 얻은 교훈은 이들의 중요한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COVID-19감염
의 예방과 리스크 저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 생산 및 농업 현장
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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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
- 원문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食肉⋅食鳥処理場の労働者におけるCOVID-19の状況：2020
年4~5月｣(https://www.cdc.gov/mmwr/volumes/69/wr/mm6927e2.htm? s_cid=mm692
7e2_w)

3. (2020년 7월 30일) 미국 상원 공화당, 1조 규모의 경기부양법안(Heals
Act)을 공개. 실업수당의 개혁, 학교 및 병원과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에 초점
미국 상원 공화당이 1조 규모의 경기부양법안(Heals Act)을 공개하였다. Mitch
McConnell 상원 원내총무는 24일 상⋅하원 협상을 앞두고 4단계 경제구제를 위
한 첫 번째 입안으로 보건경제지원책임보호학교법(HEALS)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 27일 제정된 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
안보(CARES)법의 후속으로, 기존 CARES법 조항을 기반으로 하는 한편, 실업수
당의 개혁, 학교 및 병원과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EALS의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재난소득(1인당 $1,200) 추가지급, 소상공인 대
출 $1,900억, 계절사업/저소득지역 기업대출 $1,000억, 실업수당 특례지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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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원 등이 있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7월 30일
- 원문출처: 국제금융센터, 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해외시각(7.28).(원문) Tax Foundation, Senate
Republicans Introduce the HEALS Act for Coronavirus Pandemic Relief (2020.7.27.)

4. (2020년 7월 31일) 美최대 육류회사 타이슨푸드, 140개 공장 코로나 검사
미국 아칸소주 스프링데일에 있는 미국 최대의 육류가공회사인 타이슨 푸드가
앞으로 종업원들을 보호하고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를 1주일 당 수천 건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발표하였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칸소주 스프링데일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미국 전체의
소, 돼지, 닭의 고기 가운데 20%를 생산하는 최대의 육류회사이다. 그런데 종전
과 달리 앞으로는 증상을 보이는 직원 외에 무증상인 직원들에게까지 무작위로 진
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 증상을 보이거나 진단결과 양성으로 확진된 직원
들과 가까이 있거나 접촉을 한 사람들에게까지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회사측
은 밝혔다.
타이슨 푸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에 있는 140 곳의 생산공장에서 매일 직원
들의 출근 즉시, 제일 먼저 코로나19 검사를 거치는 것을 최우선 일과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타이슨푸드는 앞으로 검사를 실시할 200명의 간호사
와 400명의 의료팀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또 진단검사를 진행할 의료책임
자도 새로 영입할 예정이다. 타이슨은 이 같은 방역계획을 건강의료 컨설팅회사인
매트릭스 메디컬과 함께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타이슨사의 노동자 12만 명 가운데 2만 4,000명이 가입되어 있는 미국식품산업
국제노조는 회사의 이번 발표에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 다른 육류가공회사들도
타이슨의 선례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류가공 및 포장회사들의 공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특별히 취약하다. 종업
원들이 고기를 절단하거나 손질하기 위해 나란히 서서 어깨가 닿을 정도로 밀집한
채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식품산업 노조에 따르면, 미국 국내의 육류회사에서만 해도 이미 1만 6,210
명의 종웝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노출되었고, 그 가운데 93명
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달 타이슨푸드 사의 아이오와주 공장에서는 코로나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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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회사가 코로나 유행 초기에 위험을 알고도 직원들을
감염에 노출시킨채 방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동안 타이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많은 새로운 방침을 도입하였다. 4월에
는 출근하는 종업원들의 발열 검사를 위해 150대의 대형 열감지 스캐너를 도입하
였고,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를 나눠주었다. 종업원들의 작업대에는 옆 사람과 접
촉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타이슨이 실시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직원은 거의 3분의 1에 달하
며, 현재 코로나19 환자로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전체의 1% 정도라고 회사는 밝
혔다.
타이슨은 한꺼번에 한 공장 전체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특정 시기의 상태
밖에는 알 수 없다며, 앞으로는 지역사회 감염률에 따라서 매주 진단검사를 거의
영구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과 달리 검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로 했다고 말했다.
타이슨 사의 코로나19 비상대응팀장인 스캇 브룩스 부사장은 이미 수억 달러를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지출했다면서, 앞으로 항시 검사에 얼마나 더 비용이 들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진단키트는 대개 한 개당 100~150달러의 가격이며
검사 뒤 2~3일 만에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타이슨 사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는 미국에 있는 공장들만이 대상이
다. 타이슨은 태국, 중국, 네덜란드, 호주 등 세계 각지에 대형 공장들을 가지고
있다. 타이슨의 이번 발표로 소비자들은 육류에 대한 꺼림칙한 느낌이 많이 해소
되게 되었다. 그 동안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음식을
통해서 전염된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불안해하
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달 아칸소 주의 타이슨 공장에서 가공한 닭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고, 타이슨의 진단검사 확대로 중국이 다시 수입을 재개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출처) 뉴시스, ‘美최대 육류회사 타이슨푸드, 140개 공장 코로나 검사 ’, 2020년 7월 31일자

5. (2020년 8월 11일)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美 낙농업계, 갓
밀크(Got Milk) 캠페인 6년 만에 부활. SNS를 통한 창의적이고 재미있
는 홍보활동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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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으로 미국 낙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유소비촉진 캠
페인인 갓밀크(Got Milk) 가 6년 만에 부활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1
월부터 7월까지 다른 유제품과는 달리 우유 판매는 전년대비 8.3% 증가하였고, 특
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 3월에는 2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캠페인을 선도해온 MilkPEP(Milk Processor Education Program)은 갑작스런
판매 증가가 이를 재개하는 좋은 시기라 판단하고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선보이기
로 결정했다.
우유 콧수염 을 활용한 이전 광고와 달리, 이번에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SNS를 통해 우유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상황들이 공유되고 있다. 최근
올림픽 수영선수 케이티 레데키는 틱톡(TikTok)을 통해, 머리에 우유 잔을 얹고
수영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초콜릿 회사인 허쉬와 협력해 , 소비자들
이 우유(3.8리터)와 허쉬 시럽 한 병을 함께 구입할 경우 1달러(약 1,180원)를 할
인해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갓밀크(Got Milk) 캠페인은 계속 줄어드는 우유 판매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2014년 광고를 중단한바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2020.08.11.호
- 원문 출처: capitalpress.com, 8월 6일자

6. (2020년 8월 12일)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연방 지원을 받으려는 미국
농민들의 기한 연장
세계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셧다운의 영향을 받은 미국 농
민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에 신청할 시간이 늘어났다. 미 농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식품 지원 프로그램(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 CFAP)을 통한 직
불금 신청 기한을 9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화요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7일 수십 개의 농민 단체들이 신청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이후 나온 것이다.
미국 농장관리국 연맹의 Zippy Duvall 회장은 “열심히 일하는 많은 농장들은
이전에 연방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 프로그램을 거치는 데 도움이 필요
하다. 우리는 미 농무부가 홍보 활동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금조달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 농무부는 처음에 승인된 지급액의 80%만을 농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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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공개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시작 9주 만에 배정된 160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가 지급되었다. 농무부는 초기 지불에서 보류된 약 18억 달러를 지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농무부는 또한 바나나, 천도복숭아, 마이크로그린(무순과 같이 잎사귀가 매
우 작은 녹색 채소), 양, 연어, 틸라피아, 양묘목 작물 및 절화 등을 포함하여 42개
의 새로운 작물과 15개의 새로운 가축 또는 양식 분류를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미 농무부 장관 Sonny Perdue는 “CFAP는 생산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의 영향을 견뎌내도록 돕는 많은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이다. 미 농무부는 대출금 상
환 연기에서부터 농작물 보험에 탄력성을 더하고 마감일을 연장하는 등 생산자들
을 열심히 돕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eadline extended for U.S. farmers seeking federal aid from COVI
D-19 damage’,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8월 12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421/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7. (2020년 8월 14일) 美 재생에너지사, 유제품 부산물로 손 세정제 만들어.
유청에서 알코올 증류...알코올 함량 80% 손 세정제 생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전 세계 손 세정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미
국에서 유제품 부산물을 활용한 손 세정제가 출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뉴욕의 재생에너지사인 New Age Renewable Energy는 당초 주류 생산을 목적으
로 설립된 공장과 협업해 우유에서 파생된 물질인 유청에서 알코올을 증류해 손
소독제를 만들었다.
또한 수분을 증발시켜 알코올을 증류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공기 중의 수분을
모아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에탄올 증류시 1갤런(약 4리터) 당
5갤런(약 19리터)의 물이 생성되었으며, 유제품 부산물에서 1파운드(약 500g)의
동물성 고단백질도 추출할 수 있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제품은 알코올 함량이 80%로 메탄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식품의약국
(FDA) 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
는 이를 구입해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고, 이는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전달되었
다.
손 세정제 수요가 꾸준함에 따라, 해당 업체는 당분간 생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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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14일자
- 원문출처: www.dairyherd.com, 8월 7일자

8. (2020년 8월 17일) 美 코로나 사망자 벌써 17만 명. 저소득층은 식량난
까지. 경제난⋅공급차질로 식량 값 올라, 굶주린 有자녀가구 20%로 폭
증. 부양책 협상마저 공전 '설상가상'
이달 들어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섰다. 여름에는 바
이러스 활동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예상보다 6주나 빠른 속도
이다.
여기에 저소득층을 돕는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도 길어지며 미국에 심각한 식량
난이 도래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인도 등 확진자 수 1~3위
국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반면,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은 한 달 만에
지역사회 감염 ‘제로’를 선언하며 안정을 찾는 모양새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
가 17만 4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76만 8,242명)의
2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문제는 빠른 속도이다. 앞서 미 워싱턴대 의대 보건계
량분석연구소(IHME)는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약 17만 명에 이르는 시점을 오
는 10월1일로 예측했는데, 이보다 6주나 빠르게 도달한 것이다.
이 같은 가파른 속도에 지난 6일 IHME는 10월1일 기준 예상 사망자 수를 21만
5,000여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12월 1일에는 사망자 수가 29만 5,000명을
넘어선다고 밝혀, 사실상 올해 내에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전망했
다. 이 같은 예상이 현실화하면 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구 절반이 코로나19로 사망
하는 셈이다.
길어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굶주리는 미국인도 늘고 있다. 이날 월스트
리트저널(WSJ)은 미 인구조사국을 인용해 지난달 21일 기준 유자녀 가구 중 식량
난을 호소한 가구가 전체의 19.7%로 지난달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고 보도했
다. 미 농무부 역시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 수급자가 3월과 4월
사이 16% 가까이 폭증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9월의 증가폭(7.3%)을 넘어섰다
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에 공급차질이 겹쳐 식량 가격이 오른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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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된다. 미 노동부는 7월 식량 가격이 전년 대비 4.1% 상승해 전체 인플레이션
율 1%보다 훨씬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지부진한 경기부양책 협상으로 저소득층의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는 것이 전
문가들의 중론이다. 16일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크로스마크 글로벌 인베스
트먼츠의 빅토리아 페르난데스 수석 시장전략가는 정치권의 갈등이 “추가 실업수
당에 의존하는 미국의 가구를 압박하고, 그들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라고 밝혔다. 방송은 또 상원이 지난주 부양책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휴원했고, 다
음달 8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예정이라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안 코로나19가 잠잠했던 유럽에서도 폭발적인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
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프랑스에서는 신규 확진자 3,310명이 발생해
이틀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다. 5월 전국적인 봉쇄령 해제 이후 최대 규모이다.
이탈리아 역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재확산세가 뚜렷해지며, 약 석 달 만에 하
루 신규 확진자 수 600명대를 기록해, 이날부터 전국의 가무시설을 폐쇄하는 특단
의 조처를 내렸다.
곳곳에서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하는 반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상황은 안
정되고 있다. 1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2명의 경우 모두 해외 역유입 사례로 지역사회 감염은 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한 달 만에 잡힌 것
이다. 하지만 해외 역유입 확진자 수는 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규제 방
안을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서울신문, ‘美 코로나 사망자 벌써 17만명…저소득층은 식량난까지’, 2020년 8월 17일자 기사
- 원문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M508TAV

9. (2020년 8월 18일) 미국, 코로나19 대응 식품 꾸러미 사업 실시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하
여 식품 꾸러미(Food Box)를 배송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2020년 4월 17일에 발표
된 코로나19 대응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취약계층
식품 꾸러미 사업(Farmers to Families Food Boxes)은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
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농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1차 배송을 통하여 2020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3,560만 개의 식품 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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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 12억 달러 규모)를 전달하였으며, 2차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4
억 7,000만 달러 규모의 꾸러미를 추가로 배송하는 중이다.
식품 꾸러미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공급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사업의 대상인 취약계층3)은 소득 및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식품 공급이나 섭취
에 방해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배송방식은 농무부 마케팅지원청에서 식당,
호텔 등의 영업 중지로 인하여 일자리를 위협받는 전국 및 지역의 식품 배송업자
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분배 중심지 혹은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배송은 미국 전체를 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사업이 이루어지며, 여러 지역을 동
시에 배송하는 업체들도 존재한다. 제한사항으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
물로 식품 꾸러미에 들어갈 상품을 채워야 하며, △보존제, 안정제 등 허용되지 않
은 식품 첨가제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 꾸러미는 한 가족이 섭취할 수 있는 분량의 신선 과일 및 채소, 유제품 그
리고 육류와 계란 등을 반드시 모두 포함해야 한다. 전체분량은 총 30~40파운드
무게의 한 가정이 섭취할 수 있는 분량의 식품을 포함하며, 신선 과일 및 채소와
반조리 된 육류를 모두 포함하는 꾸러미(Combination Box)로 구성되어야 한다.

3)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USDA ERS)에서 제공하는 최신 자료(2018년)에서는 미국 내 식품안전성 취
약계층이 약 11.1%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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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과일 및 채소의 경우, 10~12파운드 분량의 상대적으로 보관 기간이 긴 뿌
리채소(감자, 얌, 당근, 양파 등)와 과일(핵과류, 사과, 멜론 등)로 구성되어야 하
며, 1~2개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육류와 계란의 경
우, 5~6파운드의 반조리 된 냉장 혹은 냉동 보관이 가능한 육류 가공품 2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유제품의 경우, 5~6파운드의 치즈, 버터, 요거트, 사워크림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타로는 식품 꾸러미 내에는 식품뿐만이 아니라, 영양분 표시, 알
레르기 주의 표시, 추적을 위한 코드, 식품 조리 방법 등 품질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부가적인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3(2020.8.18.)
- 원문출처: 미국 농무부, “USDA Farmers to Families Food Box”(2020.8.11.), “Farmers to Fa
milies Food Box: Basic Ordering Agreement Solicitation”(2020) 등(https://www.ams.usda.
gov/, https://www.ers.usda.gov/)

10. (2020년 8월 26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美 위스콘신 주 낙농가
83% 5년 후에도 낙농업 이어갈 것. 지난 2010년 4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
기상악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낙농가들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위스콘신 주 낙농가 대다수가 낙농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위스콘신 주 정부가 낙농가 현황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871개
농가 중 83%가 5년 후에도 낙농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 답변했다.
낙농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는 극한 기상 조건(4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환경규제 강화, 일일지출관리, 시설 노후화와 인력부족 문제가 뒤를 이었
다.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 대유행 전인 3월 중순 실시된 것으로, 대부분의 응답
자가 코로나에 따른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관계자는 “코로나가 확산되던 시점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현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있다”며, “10년 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42%만 낙농업을 이어갈 것이라 답변한 것에 비해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26일자
- 원문출처: wisfarmer.com, 8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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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0년 8월 31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미국의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4,300만 명 발생할 것으로 예측
미국의 식품지원정책(Food Assistance)은 2019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매달
3,570만 명에게 지원을 시행하였다. 식품지원정책은 1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2019년도 예산은 924억 달러가 사용된다. 대표적인 식품지원정책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여성
⋅유아⋅아동을

위한

특별영양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아침 및
점심 식사 지원 등이 있다.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들은 특정 대상(저소득층 학생, 임산
부, 유아 등)에 대한 식품지원이다.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가장 규
모가 큰 식품지원정책이며, 2019년 식품지원 전체 예산의 65.3%가 사용된다. 영
향보충지원프로그램의 수혜자 수는 △경제상황 악화,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완
화, △인구 증가로 인하여 증가하였다. 2009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정책 수혜
자는 1,720만 명에서 3,570만 명으로 10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국 인구가
16%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13년에 4,760만 명(전체 인구의 15%)이 지원을
받아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300만 명의 수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은 허가된 식품 소매점에서 매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
록 약 13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2019년 기준). 보조금을 통해서는
담배, 주류, 상점 내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 등은 구매할 수 없다.
단, 스스로 조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조리된 식품을 구매
할 수 있다.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의 효과로 인하여 산업별로 고용과 소득이 창출된다. 영
양보충지원프로그램은 1.5의 GDP 승수(multiplier)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1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되면, 약 15억 달러의 GDP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10억 달러 당, 13,560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며, 유통 및 운송(소매 및 도매
포함)에서 4,45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했고, 농림수산 및 수렵 부문에서는 480명
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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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의 산업별 고용 및 소득 증가 효과(2016)❙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5(2020.8.31.)
- 원문 출처: 미국 농무부, “The Food Assistance Landscape: Fiscal Year 2019 Annual Report”
(2020.7.31.)와“Taking a Closer Look at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Participation and Expenditures”(2020.8.3.)(https://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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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 (2020년 7월 15일)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은 외식⋅식품 소매업계
<외식동향>
캐나다 통계국(Statistics Canada)이 공표한 "Food Services and Drinking
Places"에 따르면, 2019년의 외식 매출액은 호경기와 인구 증가 등을 배경으로 전
년 대비 3.5% 늘어난 744억 캐나다 달러(5조 9,551억 엔=67조 1,088억 원4): 1캐
나다 달러=80엔=902원)로 과거 최고를 경신하였다(그림 1).
그림 1. 캐나다의 외식 매출액 추이

주: 호텔, 오락시설 제외
자료: 캐나다 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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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4) 1캐나다달러=902원(2020년 8월 24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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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외식 매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레스토랑5)’, ‘패스트 푸드점6)’은 5년
전인 2014년과 대비하여 각각 30.8% 증가, 31.2% 증가하는 등 크게 증가하고있으
며, 비중도 같이 44%(2014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또 ‘패스트 푸드점’은 2015년
이후 적지만, ‘레스토랑’을 웃돌아 추이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캐나다의 업태별 외식 매출액 추이(연도별)

자료: 캐나다 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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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2020년 3월 이후 캐나다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으로 외출 제한, 음식점 영업 정지의 움직임이 확산되
고 있고, 외식 매출액은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고 있다(그림 3). 이번 조사에 따르
면, 사업자의 41%가 4월달 1개월 간 완전 휴업하였고, 같은 해 4월 매출액은 외식
전체로 22억 9,500만 캐나다 달러(1,836억 엔=2조 700억 9,000만 원)로 전년 동
월 대비 61.4% 감소하였다.
4월 외식 매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레스토랑’은 주문이나 배달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로 전환한 점포도 있었지만, 절반 가까이가 완전 휴업하면서 전년 동월 대
비 78.1% 감소하였다. ‘패스트 푸드점’은 쇼핑몰의 영업 정지 등에 따른 완전 휴업
이 2할이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영업을 계속한 점포의 포장, 배달에 뒷받침되
5) 주로 고객이 착석한 상태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음식물이 좌석까지 운반되고 식후에 지불하고 사업소.
6) 주로 고객이 카운터와 전화 등에서 식사를 주문 또는 상품을 선택하는 식전에 지불하는 사업소. 음
식물은 사업소 내에서 음식 또는 주문 으로 인해 수용되거나 고객에게 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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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40.6% 감소로, 다른 업태와 비교하면 매출액의 위축이 작았다.
‘학교 급식 사업소 급식, 도시락 전문점 등’은 제공처의 휴교 및 휴업에다 많은
행사가 무산되고 약 절반이 완전 휴업하면서 74.7% 감소하였다. ‘술집(야간업소,
나이트 클럽, 바 등)’은 포장, 배달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로 전환하기 어려워, 약
8할이 완전 휴업하면서 90.5% 감소하는 등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그림 3).
그림 3. 캐나다의 업태별 외식 매출액 추이(월별)

자료: 캐나다 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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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소매 동향>
캐나다 통계국(Statistics Canada)이 공표한 ‘Retail trade sales by industry’
에 따르면, 2019년의 소매업 전체(비식품을 포함)매출액은 외식과 마찬가지로 호
경기와 인구 증가 등을 배경으로 전년 대비 1.6% 늘어난 6,155억 캐나다 달러(49
조 2,407억 엔=555조 1,810억 원) 중 ‘식품’(식품⋅음료 판매점 전체)는 동 2.2%
늘어난 1,283억 캐나다 달러(10조 2,673억 엔=115조 7,266억 원)으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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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캐나다의 소매업 매출액 추이

자료: 캐나다 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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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2019년의 소매 매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식료품점(슈퍼마켓, 편의점 등)’(이하
‘식료품점’)은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여 12.7% 증가하고, 비중은 75%(2014년
대비 1%포인트 감소)였다. 또 ‘전문식품점(신선식품 시장 등)’(이하‘전문식품점’)은
동 30.5% 증가, ‘알코올 음료 판매점’은 동 19.3% 증가하였다(그림 5).
그림 5. 캐나다의 업태별 식품소매업 매출액 추이(연도별)

자료: 캐나다 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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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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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소매업 전체(비식품을 포함)의 매출을 보면, 비식품 부문이 부진하
여 342억 7,600만 캐나다 달러(2조 7,421억 엔=30조 9,169억 5,200만원)로 전년
동월 대비 32.8% 줄어 3월(동 10.5% 감소)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을 크
게 밑돌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4월에 일시 휴업한 소매점은 전체의 약 3분의 1,
평균 휴업 기간은 8거래일이다. 한편, 식음료 판매점 전체(이하 ‘식품 전체’라 한
다)에서 4월에 일시 휴업한 소매점은 1할 정도에 머물고 있다.
4월 소매 매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식품 전체’는 외출 제한 등의 가정에서의 식
사 기회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하였다. 또 3월에는 ‘식품 전체’에 포함
된 모든 업종이 전년 동월을 웃돌았지만, 4월에는 ‘식료품점’은 동 17.9% 증가로
크게 증가한 반면, ‘전문 식품점’은 동 4.8% 감소, ‘알코올 음료 판매점’은 동 4.6%
감소로 전년 동월을 약간 밑도는 업태별 차이를 보였다(그림 6, 7).
그림 6. 캐나다의 업태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연도별)

자료: 캐나다 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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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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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캐나다의 업태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연, 월별)

자료: 캐나다 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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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8. 캐나다의 업태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연도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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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
- 원문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外食支出額、2019年は過去最高も 2020年 2月以降急落(米国)｣
(2020年6月9日)(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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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미
[브라질]
1. (2020년 7월 31일) 코로나 19와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 수요 강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브라질 수출기업
미국 내 수출업체들은 내년까지 미국 공급과 잘 경쟁하는 브라질 수출품들을 주
시해야 하지만, 이번 달에 기록적인 대두와 옥수수 판매량을 기록하거나 거의 기
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한 후 다가오는 마케팅 해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한 출발을
보일 것이다. 남미 국가는 대두 수출 1위, 옥수수 수출 3위 안에 든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수출 물량이 최소한 평균 이상일 수도 있지만,
브라질의 대두 공급은 곧 미국 수출에 의해 줄어든다. 이번 주 브라질 대두 수출
산업 그룹 Anec은 7월 대두와 옥수수 수출 전망치를 줄였지만 여전히 강세로 보이
고 있다. Anec은 이번 달 옥수수 출하량을 540만 톤으로 작년 7월의 기록(590만
톤)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3개월은 보통 브라질에서 가장 큰 옥수수 출하 달이다. 지난해 8~10월 물
동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전체 수출액은 2천만 톤에 육박
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Anec은 7월 대두 수출량이 840만 톤으로 2018년
사상 최대치인 1,020만 톤에 크게 못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새로운 수확이 본격
적으로 항구에 도착하기 시작한 2월 이후 수출량이 2018년 최고치보다 23% 많은
6,7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올해 브라질 대두 수출량은 약 8,000만 톤 이상이며, 이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적어도 1,200만 톤이 추가로 선적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주 현재 출하 라인업에는 8월에 출발할 예정인 530만 톤의 대두가 나와 있
다. 2019년 8월 수출은 500만 톤을 기록해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했던 2018년
한 달 최고치인 810만 톤을 크게 벗어났다.
중국은 이달 들어 9월 1일부터 새로운 마케팅 연도에 출하될 미국산 대두의 구
매 열기가 활발해졌다. 무역분쟁 이전까지 미국 10~12월 수출의 70% 이상이 중국
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수출업체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판매 호조에 의존할 것이
다. 브라질은 최근 몇 년간 그 시기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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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대두 수출은 무역전쟁 여파로 2018년 사상 최대인 1,410만 톤을 기록했
다. 그러나 2019년에는 1,330만 톤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700만 톤을 기록한
것이 당시 엄청난 기록이었다.
한편 로이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의 2020/21년 대두 생산량은 1억 3,074
만 톤에 도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8명의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브
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다음 시즌 1억 3천만 톤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가격 상승으로 농부들이 농사를 짓게 되고 가뭄 끝에 수확량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여론조사는 오일시드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의 농부들이
2020/21년 사이클에서 생산량을 약 8%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는 브라질이 마지막 사이클에서 수확한 1억 290만 톤보다 1,000만 톤 증가할 가능
성이 있다. 브라질 생산자들은 9월 중순부터 새로운 작물을 파종할 것이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수요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올해 파종 면적을 거의 3% 늘
려 유례없는 3,800만 ha(93.9m)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곡물생산자협
회(Aprosoja)의 회장 Bartolomeu Braz Pereira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대두 수확량의 거의 50%가 이미 판매되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브라질 북
동부의 새로운 농업 개척지로 여겨지는 마토피바 지역을 중심으로 파종 면적이
2%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ian exporters unfazed by strong U.S. corn, soy demand’ 및
‘Brazil 2020/2021 soybean output may reach record of 130.74 mln T, Reuters poll sh
ows’,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31일자,(http://www.kr
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99/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2. (2020년 8월 24일)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브라질 원주민 부족(部族)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브라질정부에 대항하여 봉쇄하던 곡물 수출도로 봉
쇄 해제
Kabu Institute는 카야포 원주민 부족 회원들이 파라 주정부와 대화하고 그들
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의한 후, 시위 닷새째에 주요 곡물 수출 통로 봉쇄를 해제
했다고 금요일 밝혔다. BR-163 고속도로는 국내 최대 농장 주 마토 그로소 시의
마을과 파라 주의 중요한 수출 강 관문인 Mirituba항을 연결한다. 대두의 시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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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도로에서 수송되는 주요 곡물은 옥수수이다.
이 부족은 연방정부가 노인 4명이 사망하게 한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원주민 부족들은 또한 BR-163 고속도로의 포장
이 시작되었을 때 정부가 수년 전에 합의한 환경 보상금 지급을 재개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Kabu Institute에 따르면, 파라 정부와의 회담에서 지방정부 대표들도 카야포
요구에 대해 연방정부와의 중개인 회담을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들의 불만
가운데, 부족은 마토 그로소 주를 대두와 옥수수를 위한 강 항구로 연결하기 위해
아마존 일부 지역을 횡단하는 이른바 Ferrogrã o 철도 건설 계획에 대해 연방정부
로부터 자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철도는 BR-163 고속도로와 평행하게 달
릴 것이다. 인접한 Menkragnoti e Baú (원주민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카야포족
은 이 도로가 그들의 부족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ian indigenous tribe lifts blockade of key grains export road’,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8월 24일자,(http://www.krei.re.kr:
18181/board/briefing/view/wr_id/5438/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아르헨티나]
1. (2020년 7월 20일) 아르헨티나 낙농관계자, IDFA 회의에서 중남미 낙
농업계, 코로나 피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발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낙농업계가 코로나 확산으로 원유폐기 등 어려움을 겪은
반면, 중남미지역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낙농식품협
회(IDFA) 화상 회의에서 아르헨티나 낙농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초기 중남미
낙농업계가 미국에 비해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4월 이후, 미
국은 급격한 우유 수요 감소로 원유를 폐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반면, 중남미지
역은 계절적으로 원유생산량이 적은 시기라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부문에서는 식품서비스업의 소비침체로 치즈 소비가 미국과 비슷하게 급감
하였으나, 냉장보관이 필요 없는 초고온살균(UHT) 우유 소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
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양호한 날씨와 생산비 감소로 낙농가의 수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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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면서 원유생산량이 계속 늘고 있어 향후 원유공급과잉에 대비할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낙농뉴스｣2020.07.29.호
원문 출처 : lancasterfarming.com, 7월 20일자

Ⅲ. 유럽
[EU]
1. (2020년 7월 2일) EU이사회, 생산자 및 중소 사업자용 신형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 추가 지원 조치를 채택
유럽 연합(EU) 이사회는 6월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한 예외적인 추가 지원 조치로 EU회원국들이 생산자에 상한 7,000유로(85만
4,000엔=981만 150원7): 1유로=122엔=1,401.45원), 수산품을 제외한 농축산물
가공, 판매, 개발을 하는 중소 사업자에 상한선 5만 유로(610만 엔=7,007만
2,500원)의 지급을 인정하는 규칙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농촌 개발 프로그램의 재원을 활용하고 소매나 시장, 외식
산업 영업 정지 등의 영향으로 COVID-19 피해가 컸던 생산자 및 중소 사업자의
유동성과 현금 흐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장국인 크로아티아의 Marija Vuckovic 농업 장관은 “COVID-19 위기는 EU
의 결속에 있어서의 큰 시련이다”라며 “오늘 채택된 조치는 많은 생산자 및 중소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채택에 관련된 EU
이사회 및 유럽 의회 양측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였다.
이 규칙은 각 회원국들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수급 자격이나 요건을 정하고 수익
자와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수급 자격이나 요건의 예로는 생산자에 관해서는
생산 부문 생산물의 판매 형태, 계절 노동자 수 등이 사업자에 관해서는 사업 부문
사업 형태 등이 꼽힌다.
보조액은 회원국마다 유럽농업농촌진흥기금(EAFRD: European Agricultural
7) 1유로=1,401.45원(2020년 8월 26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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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for Rural Development)에서 농촌 개발 프로그램 출연금 총액 최대 2%가
상한이다. 또 지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된 신청에 기초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치에 관해서는 유럽 위원회가 4월 30일에 제안을 채택하고, 유럽 의회에
서의 6월 19일 투표 결과 생산자용 상한액이 5,000유로(61만 엔=700만 7,250원)
에서 7,000유로(85만 4,000엔=981만 150원)로 수정되었다. 6월 24일 EU이사회
의 채택을 받아 이 규칙은 6월 26일자 EU관보에 게재되었으며 동시에 발효되었
다.
[지금까지 채택된 대책(EU)]
• 유럽 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대책을 채택. 유제품, 쇠고기 등
민간 재고 보조(PSA)을 5월 7일부터. 치즈는 최대 10만 톤 시장 격리(일본농
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년 5월 8일 발)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2.html)
• 유럽 위원회, 추가 지원 조치를 채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하에 있는
생산자의 현금 흐름 개선 등(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년 4월 21일 발)(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1.html)
• 유럽 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대응하는 농업 식품 부문을
계속 지원(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海外情報(2020년 4월 8일
발)(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69.html)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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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

2. (2020년 7월 21일) 유럽 위원회, 코로나 사태 식육의 단기 수급 전망을
공표
유럽 위원회는 2020년 7월 6일, 6월 중순까지 입수 가능한 시장 정보를 바탕으
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대에 의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
및 영향 등을 가능한 한 반영한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8)을 공표하였다.
유럽 연합(EU) 이탈의 이행 기간에 있는 영국9)을 포함하지 않는 EU회원 27개
8) 유럽 위원회는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을 연간 3회(늦겨울, 초여름 초가을), 중기적 수급 전망을
연간 1회(12월)발표하였다.
9) 영국은 현재 EU이탈(BREXIT)을 했으나, EU법의 적용 속의 ‘이행 기간’에 있다. 이 기간은 2020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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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대상으로, 영국은 이행 기간 종료 후에 농축산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발
생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는 이 중 육류 수급 전망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한다.

<쇠고기>
2020년 쇠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의 중기 수급 전망치인 전년 대비 0.5% 감
소를 낮추어 동 1.7%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제1분기(1~3월)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 속에서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증산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
하였다.
그러나 제2분기(4월)이후에는 외식 산업 영업 정지 등 COVID-19의 여파로 수
요 감소, 번식 축군 규모 축소, 봄철 건조에 따른 사료 공급부족 때문에 조기 출하
가 늘어나는 점 등으로 감산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 가격에 대해서는 외식산업의 고급 부위 수요가 상실되고, 값싼 소매 제품에
수요가 옮겨간 3월 중순 이후 하락 경향에 있었지만, 5월 초 이후 외식 사업 재개
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회복세에 있다.
2020년 쇠고기 수출 물량은 BREXIT가 불확실하여 영국 시장 등돌리기도 예상
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2.0%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제1분기에는 영국 이외로의
수출량이 약 3할 증가하고, 전체 수출 물량에 대한 영국용 비중이 전년 동기의 6%
에서 50% 정도까지 낮아졌다. 영국과 인접한 아일랜드는 영국용을 전년 동기 대
비 1만 톤 감소한 한편, 아시아(필리핀, 중국, 일본계: 동 6,200톤 증가), 미국 및
캐나다(동 2,200톤 증가)의 수출을 늘렸다.
한편, 2020년 쇠고기 수입량은 세계의 주요 수출국으로부터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7.0%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제1분기에는 주로 영국과 남미 남
부 공동 시장(메르코수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회원의 관세동
맹)에서의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였다. 브라질은 중국 및 러시아용,
영국은 중국, 캐나다, 미국, 대 일본 수출을 늘리고 있다.
또한 2020년 쇠고기 소비량은 외식 수요 저하, 국내 공급 부족, 수입 물량 감소
에 의해 전년 대비 2.3% 감소(1인당 10.4kg)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536

특집 5 : 코로나 관련 정보 제3편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3)

쇠고기

2019년

2020년

생산량

0.9%

1.7%

수출량

3.4%

2.0%

수입량

4.1%

7.0%

소비량

1.0%

2.3%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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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돼지고기>
2020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의 중기 수급 전망치인 전년 대비 1.2%
증가를 낮추어 동 0.5%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ASF(아프리카 돼지열병)가 EU 역
내에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돼지 가격이 안정적이며, 외식 수
요 회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중심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각
국의 양돈산업 투자가 생산을 뒷받침한다고 한다.
또 수출 수요에 따른 전년부터 고 수준의 가격에 대해서는 3월 중순 이후 외식
수요 저하에 따른 하락세였으나, 쇠고기처럼 외식 사업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으
로 회복세에 있다.
2020년 돼지고기 수출 물량은 ASF에 따른 돼지 사육 마릿 수 감소로 최대 수출
국인 중국의 수요 왕성한 추세가 이어져 전년 대비 10.0%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또 2020년 돼지고기 소비량은 외식 수요 저하로 전년 대비 2.7% 감소(1인당
30.0kg을 밑돈다)으로 내다보았다.

돼지고기

2019년

2020년

생산량

0.9%

0.5%

수출량

8.9%

10.0%

소비량

3.6%

2.7%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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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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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육>
2020년의 가금육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의 중기 수급 전망치인 전년 대비 1.4%
증가를 대폭 하향 수정하여 동 2.0%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제1분기는 주로 동유
럽 지역에서의 투자 진전 및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지만, 제2분기부
터는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
금육 속에서도 판매처의 대부분이 외식용인 닭고기 외(오리, 호로호로조(뿔닭), 비
둘기, 메추라기)는 COVID-19으로 외식산업 영업 정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또 가격에 대해서는 연도 초에 폴란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따른
수출 감소와 역내의 외식 수요 저하가 함께 떨어졌다.
2020년의 가금육 수출 물량은 폴란드의 수출 감소와 함께 중국 시장에서 경합
하는 브라질산의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8.0%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제1
분기에는 주요 수출국인 필리핀(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및 가나(동 10% 증가)
용이 증가하였지만, 영국용이 동 9.0% 감소, 전체로는 동 8.0% 감소하였다.
2020년의 가금육 수입량은 브라질 등 주요 공급국이 중국을 늘리기 등이 영향
을 주어, 동 10.0% 감소로 전망하였다.
또한, 2020년 가금 육류 소비량은 외식 수요의 저하로 전년 대비 1.6% 감소로
전망하였다.
가금육

2019년

2020년

생산량

1.6%

2.0%

수출량

2.2%

8.0%

수입량

1.6%

10.0%

소비량

1.5%

1.6%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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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기타, 본 전망에서는 양, 산양의 2020년 생산량, COVID-19으로 외식 수요 저
하의 영향이 크고, 전년 대비 1.5%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EU전역에서 도시 봉쇄(락 다운)등의 엄정한 조치가 서서히 풀리
고, 여름휴가 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특히 외식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 예측되
는 경기 후퇴의 크기 등이 개인 소비에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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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내다볼 수는 없다. 또한, 무역 면에서도 2020년 8월 1일에 EU와 베트남
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발효되고, EU의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지,
BREXIT와 영국과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의 행방은 여전히 내다볼 수 있지 않는
등, 2020년 육류 수급에는 불확실성이 포함된다고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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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
3. (2020년 7월 21일) 유럽 위원회, 코로나 사태의 원유⋅유제품 단기 수급 전망을 공표

유럽 위원회는 2020년 7월 6일, 6월 중순까지 입수 가능한 시장 정보를 바탕으
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대에 의해서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 및 영향 등을 가능한 한 반영한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10)을 공표하였다.
유럽 연합(EU) 이탈의 이행 기간에 있는 영국11)을 포함하지 않는 EU회원 27개
국이 대상으로, 영국은 이행 기간 종료 후에 농축산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발
생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는 이 중 원유⋅유제품의 수급 전망의 개요에 대해 소개한다.

<원유 생산>
2020년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의 중기 수급 전망치인 전년 대비 0.8% 증
가를 조금 낮추어 동 0.7% 늘어난 1억 4,400만 톤 미만으로 내다보았다. 경산우
사육 마릿수는 감소(동 0.6% 감소)하지만, 남유럽 및 서유럽을 중심으로 양질의
목초와 배합사료 사용 증가에 의해 1마리당 연간 유량 증가(동 1.3% 증가)가 증산
으로 연결된다고 내다보았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를 보면, 이탈리아(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 독일
(동 14.0% 증가), 네덜란드(동 13.0% 증가)를 비롯한 유럽 및 서구 대부분의 회원
국에서 목초의 생육 현황이 좋고, 사료 값이 낮아 배합사료 사용량이 늘어난 데 따
른 증산으로 EU 전체에서 동 2.3% 증가하였다(윤년의 1일 추가분도 영향).
한편, 제2분기 이후에는 기타 지역에서 기온 상승, 가뭄 등 사육 환경 악화가 예
10) 유럽 위원회는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을 연 3회(늦겨울, 초여름 초가을), 중기적 수급 전망을
연 1회(12월)발표하였다.
11) 영국은 현재 EU이탈(BREXIT)을 했으나, EU법의 적용 속의 ‘이행 기간’에 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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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고, 제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 제3분기 및 제4분기에는 모두 전
년 동기 대비 0.2% 감소로 완만한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원유

2019년

2020년

원유 생산량

0.5%

0.7%

경산우 사육두수

1.2%

0.6%

1두당 연간 산유량

1.8%

1.3%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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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치즈>
2020년 치즈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의 중기 수급 전망치인 전년 대비 0.7% 증가
를 낮추어 동 0.3%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수익성의 높아 증산이 전망되고 있었지
만, COVID-19로 외식 수요 저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소매의 수요 증가는 있
지만 한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의 보완에는 이르지 못하여, 그 결과 2020
년 치즈 소비량은 동 0.4%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수출량은 일본 및 영국을 위한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동 2.0% 증가를 전망하
고 있다.
치즈

2019년

2020년

생산량

0.4%

0.3%

수출량

5.1%

2.0%

수입량

7.6%

5.0%

소비량

- 0.1%

0.4%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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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버터>
2020년 버터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의 중기 수급 전망치인 전년 대비 1.6% 증가
를 상향 조정하여 동 3.1%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가격은 COVID-19으로 외식 수요 저하에 따라 하락하여, 주요 수출 지역⋅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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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오세아니아 및 미국과의 가격 차이가 작아져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지
면서 2020년의 버터 수출량은 동 15.0%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외식 수요 저하의 영향은 있지만, 가정에서 조리용, 제빵용 등의 작은 수
요가 강하여, 2020년 버터 소비량은 동 0.2%의 미미한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버터

2019년

2020년

생산량

1.1%

3.1%

수출량

25.0%

15.0%

수입량

0.6%

15.0%

소비량

0.1%

0.2%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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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탈지분유>
2020년 탈지분유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의 중기 수급 전망치에서 변경 없이 전
년 대비 5.0%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가격은 COVID-19로 외식 수요 감소 등으로 부진하지만, 버터처럼 국제 시장에
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2020년 탈지분유 수출량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하였다.
2019년 수출 물량에서 10.0% 감소하되, 고 수준인 2018년 정도가 된다고 내다보
았다.
탈지분유

2019년

2020년

생산량

0.5%

5.0%

수출량

15.0%

10.0%

수입량

22.0%

10.0%

소비량

2.2%

7.3%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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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유럽 위원회는 EU전역에서 도시 봉쇄(락 다운)등의 엄정한 조치가 서서히 풀리
고, 여름 휴가 기간 시작과 동시에, 특히 외식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 예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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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후퇴의 크기 등이 개인 소비에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지 명
확히 내다볼 수는 없다. 또 무역 면에서도 2020년 8월 하루에 EU와 베트남의 자
유 무역 협정(FTA)이 발효되고, EU의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지, BREXIT
와 영국과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의 행방은 여전히 내다볼 수 있지 않아 2020년의
원유⋅유제품 수급에는 불확실성이 포함된다 하고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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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

4. (2020년 7월 22일) EU 원유생산, 전년대비 1% 증가 전망, 코로나로 인
한 소비감소로 EU산 치즈 재고 증가, EU 4월말부터 개인 보관업자 치
즈 보관료 일부 보조금 지급 정책 시행 중
치즈 수출은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수출증가로 5%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
해 EU의 원유생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치즈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
왔다. USDA에 따르면, 4월까지 EU의 원유생산량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2% 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5월부터 영국 대부분 지역과 독일, 벨
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을 중심으로 가뭄이 계속되어 원유생산에 타격을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 데이터에 따르면, EU 원유생산의 1/3을 차지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의 5월 원유생산은 전년 대비 각각 2%, 8%,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
일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아일랜드와 체코는 3∼4% 늘었다. USDA는
가뭄이 여름시즌까지 이어져 피해를 주겠지만, 가을부터는 정상적인 기상 상태로
돌아와, 올해 EU의 원유생산은 전년대비 1% 늘어난 1억 5,60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치즈 수출은 미국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한국, 일본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
가하여 전년대비 5% 가량 늘어난 92만 5천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EU
산 치즈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의 경우는 작년 전체 수출량의 16%를 차지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에 따른 식품서비스 시장 붕괴와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10월부터
EU산 치즈에 부과한 25%의 보복관세12)의 영향으로 5월까지 치즈 선적은 전년 동
12) 미국이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문제 삼아 75억 달러 규모의 유럽연합
EU 회원국 제품에 대해 2019년 10월 18일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2019
년 10월 18일 EU에서 수입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는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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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소비감소로 EU산 치즈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EU는 4월말
부터 개인 보관업자가 치즈를 보관할 경우 보관료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7.28
- 원문 출처 : dairyreporter.com, 7월 22일자

5. (2020년 7월 16일) EU 집행위원회,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자 보호 지침
발표
여기에서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Coronavirus: European Commission
calls for action in protecting seasonal workers”(2020.7.16.)에 대해 소개한
다.
EU의 농업 분야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며, 매년 약 100만 명의
계절근로자가 국경을 초월해 EU에서 활동하지만, 작업의 일시성으로 인해 불안정
한 근로와 함께 생활 여건이 취약하다. 이에 코로나19가 계절근로자의 근로 안정
성을 위협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호 지침을 발표하였
다.
먼저, 평등한 대우이다. 계절근로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고용된 국가의 노동 관
련 법률과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고, 보수, 해고, 산업 안전, 보건 등 근로 조건에
관하여 해당 국가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사회적⋅세금 혜택을 받을 권리
가 있다. 또한, 해당 회원국의 고용 서비스에 가입한다면, 비자발적 실업 시 6개월
동안 해당 국가의 노동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 근로환경에 대해서이다. 계절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20개 이상의

과 공산품에는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앞서 세계무역기구 WTO는 지난 10월 14일 분쟁 해
결기구 DSB 특별 회의를 열고, EU가 에어버스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최종적인 판정을 내려,
미국이 EU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후 EU 당국자와 미 무역 대표
단이 관세 부과 유예를 위한 막판 회담을 벌였지만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국이 결국 예정대
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는 항공기 외에 소비재도 포함됐다. 트
럼프 대통령이 최근 보복 관세 시행을 예고한 와인에도 관세가 붙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산 와인
모두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프랑스는 와인 외에 치즈도 관세 부과 대상이다. 이탈리아의 치즈, 영
국의 위스키와 사탕, 독일의 커피⋅과자⋅와플, 스페인의 올리브와 올리브유도 관세 부과 명단에 포
함되었다.(출처: RadioKorea 타운정보, ‘미국, 와인⋅치즈 등 75억 달러 규모 EU 제품에 보복관세 부
과’,(2019.10.18. 등록), https://radiokorea.com/towninfo/local_view.php?id=32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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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작업상의 위험에 대한 평가와 예방 및 보호조치
를 취해야 하고, 회원국은 고용주가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원, 계절
근로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생활환경에 대해서 이다. 계절근로자의 주거와 운송에 관한 법률은 존재
하지 않지만, 이번 지침은 계절 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주거지와 코로나19 관련
보건 및 안전 조치 기준을 만족하는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였
다.
넷째, 사회보장에 대해서 이다. 계절근로자는 사회 보장기여금 납부 등을 통해
해당 회원국의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비EU 국가
계절 근로자는 체류의 일시성을 감안하여 일부 제약이 있을 수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와 연구를 통해 계절
근로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회원국 간 계절근로자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상설 포
럼을 개최하고, 유럽노동청(European Labour Authority; ELA)을 초청할 계획이
며, 아울러 회원국의 제3국 계절 근로자 보호 이행에 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1(2020.8.3.)
- 원문 출처: https://ec.europa.eu/

6. (2020년 7월 21일) EU 집행위원회,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에서 회복하기 위한 계획인
Recovery Plan for Europe을 발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부
터 7월 20일까지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2021~2027년까지의 다년간의 예산안을 확
정하였다. 예산안의 규모는 약 1조 8,243억 유로(2,539조 7,174억 8,800만 원13))
로, 2021~2024년에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한 차세대 유럽연합(Next Generation
EU)이 포함된다. 차세대 유럽연합의 7,500억 유로(1,044조 1,200억 원) 규모의
특별 예산은 3,900억 유로(542조 9,424억 원)의 양여금과 3,600억 유로(501조
1,776억 원) 규모의 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경제회복, 사적 투자 지원
및 새로운 건강관리 체계의 도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전체 예산 중 공동농업협정(Common Agricultural Policy) 예산은 2,399억 유
13) 1유로=1,392.16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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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333조 9,791억 8,400만 원)로 예산의 약 13%를 차지한다. 농업, 해양 정책 및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정책 예산으로 3,563억 유로(496조 266억 800만 원)가 배
정되었으며,, 이 중 약 2,586억 유로(360조 125억 7,600만 원)는 직불금 및 시장
대응 예산이다.
개정된 공동농업협정은 이전처럼 시장 대응과 직불금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
는 Pillar Ⅰ과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Pillar Ⅱ로 구성된다. 공동농업협정에
는 최대 2,399억 유로(333조 9,791억 8,4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며, 공동농업
협정 예산의 40%는 기후변화대응(Climate Action)에 사용될 것이다.
Pillar Ⅰ은 직불금 제도와 매년 4억 5,000만 유로(6,264억 7,200만 원) 규모의
농산물 비축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 제도
는 2022년은 최소 200유로(278,432원)/ha 수준, 2027년에는 최소 215유로
(299,314원)/ha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제도(Basic Income Support for Sustainability)의 직불금 상한선은 100,000(1억
3,921만 6,000원)유로로 설정하였다.
시장 조절 및 안정화 그리고 농업 생산 및 농산물 분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비축제도를 운영하며, 비축량 사용 시, 유럽 농업 보장 기금(European
Agriculture Guarantee Fund)의 수익을 통하여 비축량을 유지한다.
Pillar Ⅱ는 유럽 농촌 개발 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을 통하여 운영되며, 총 778억 유로(108조 3,100억 4,8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회원국 중 농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농촌 개발에
많이 투자한 경우 등으로 Pillar Ⅰ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 Pillar Ⅱ 예산 일부
를 Pillar Ⅰ로 이전이 가능하다. 예산 이전 신청을 한 국가들은 벨기에, 독일, 아
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몰타, 오스트
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핀란드가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2(2020.8.10.)
- 원문 출처: EU 집행위원회, “Special meeting of the European Council(17, 18, 19, 20 and
21 July 2020) – Conclusions”(2020.7.21.)(https://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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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년 8월 4일) 미국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증가가 경기 회복세를 늦
출 것이라는 우려로 달러화 10년 만에 최대 월간 하락 기록하여 유럽연
합 밀은 새로운 소식 없이 거의 한 달만에 안정세를 보여
무역업자들은 유럽산 밀이 어떤 방향으로든 뚜렷한 움직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소식이 부족하여 거의 한 달 만에 안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파리에 본사
를 둔 유로넥스트의 12월 밀 BL2Z0은 6월 말 기록한 182.75유로와 거의 변동이
없는 톤당 182.50유로로 마감하였다. 동시에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
래된 밀 선물 Wv1은 5.31달러로 0.3% 상승하였다.
한 무역업자는 달러 대비 유로화의 상승에 따른 파리와 시카고의 방향차이를 설
명하였다. 미국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증가가 경기 회복세를 늦출 것이라는 우려로
달러화가 10년 만에 최대 월간 하락을 기록하였다. 다음 주 프랑스 항구들, 주로
대서양 항구인 루앙과 라 팔리체에서 곡물 선적량은 12여 척에 불과할 것으로 예
상되었다. FranceAgriMer는 프랑스 농민들은 7월 27일까지 올해 연질밀 수확량
의 90%를 수확해 1주일 전 71%, 지난해 같은 기간 81%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
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wheat ends the month nearly flat in lack of fresh news’,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8월 4일자,(http://www.krei.re.kr:
18181/board/briefing/view/wr_id/5403/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8. (2020년 8월 13일) EU, 지난 4월 말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과 관련하
여 수입세를 부과한 이후 5.48유로/톤 부과로 옥수수 수입 관세 재도입
유럽연합은 수요일 공식 저널을 통해 옥수수 수입세를 다시 도입해 톤당 5.48유
로(약 6.42달러)의 부과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수요일부로 발효되는 이 관세는
호밀과 수수 수입품에도 적용될 것이다.
지난 4월 말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과 관련하여 미국 물가가 10년 만에 최저치
로 폭락하자 유럽연합은 수입세를 부과해 관세 제로 기간을 연장했다. 그 후 유럽
연합은 옥수수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부과금을 단계적으로 0으로 낮추기 전에
10.40유로까지 인상했다.
미국산 옥수수와 해상 운송료는 지난 한 달 새 다시 하락해 미국산 수입품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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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일 연속 규제 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유럽연합은 10일 연속 수입가격의 평균
이 달라져 관세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관세를 폐지할 수 있
다.($1 = 0.8530유로)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re-introduces maize import tariff with 5.48 euro/T levy’,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8월 13일자,(http://www.krei.re.kr:
18181/board/briefing/view/wr_id/5422/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9. (2020년 8월 18일) 유럽투자은행, 농촌개발사업 현황 발표
[농촌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 유럽투자은행은 코로나19 대응, 유럽연합의 경기
부양책 및 그린딜(Green Deal)과 관련된 농촌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발
표하였다. 회원국 인구 중, 28%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촌은 △교육 인프라
부족, △취업 기회 부족, △낮은 공공 서비스 및 교통 접근성, △부족한 광대역 인
터넷 접근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개발사업 현황]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바이오기반경제 및 순환경제에 대
한 투자, △조림 및 현대적 인프라 설치, △중소규모업체에 대한 대출 및 투자로
구분이 가능하다. 각 사업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딜 정책의 일환, △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촌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한 사업들이다. 최근 유럽연합의
농업 및 농촌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융자 지원방법이 자급
자족이 가능한 농촌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기후변화대응] 유럽투자은행은 바이오기술 기반 경제(bioeconomy)와 순환경
제(Circular Economy)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통하여 농촌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유럽투자은행이 투자하는 바이오기술
기반 경제 분야는 △기후회복력이 있는 생산기술(Climate-resilient production),
△재생에너지 및 재활용 소재 사용 기술(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renewable materials),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Sustainabl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지속가능한 포괄적 농촌개발(Sustainable and inclusive rural
development)이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 및 바이오기술 기반 경제분야에 유럽투자은행은
327억 유로 규모의 협조융자(co-financing14))를 제공해 왔다. 순환경제에 대한
융자는 자원 효율적인 농식품 생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플라스틱 대체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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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식품 포장 등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융자의 사례로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
역의 축산 시설 설치 및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개선, △루마니아의 Winnow사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식당들의 음식물 관리 효율화 등이 있
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조림 사업 시행 및 현대적 인프라 설치를 통하여 도시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을 시도한다. 특히, 낙후된 광대
역 인터넷 접근성 보완을 통하여 인터넷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농업(Smart eco-efficient agriculture)으로의 전환을 가능15)하
게 한다.
[농촌 일자리 확보] 농식품가치사슬에 포함된 농민, 협동조합, 중소규모업체
(SMEs and Midcaps)에게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약 80%가량
의 관련 융자가 투자되었으며, 코로나19에서의 회복을 위해 약 7억 유로의 융자가
추가적으로 배정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3(2020.8.18.)
- 원문 출처: 유럽투자은행,“A vision for rural Europe - Harnessing the potential of rural
areas to contribute to a sustainable & prosperous Europe”(2020.7.7.), “Agriculture,
bioeconomy and rural development OVERVIEW”(2020)(https://www.eib.org/en/index.
htm)

8. (2020년 8월 31일) 유럽의회조사처, 코로나19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
이 처할 수 있는 66개의 구조적 위기(Structural Risks)를 제시
유럽의회조사처는 코로나19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처할 수 있는 66개의 구
조적 위기(Structural Risks)를 제시하였다. 15년간 유럽연합에 닥칠 수 있는 위
기를 △사회복지 및 건강, △경제 및 재정, △정치 및 민주주의, △유럽연합 내부,
△환경, △디지털, △유럽연합 외부의 정치적 위기로 구분하였다.
66개의 위기 중 8개가 농업과 직접 연관된 위협이며, 5가지가 즉각적인 대응이

14) 바이오기반경제에 대한 협조융자는 농업･식품･산림 산업 분야에 40%, 농업 생산에 29.7%, 도소매
업 관련 부문에 2.1.7%가 사용되었으며, 임업 생산, 자원 보호, 바이오에너지, 수산업 및 양식업 등
에도 융자가 지급됨.
15) 광대역 인터넷 보급 정책은 유럽연합의 농촌개발계획에서도 공통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유럽연
합이 진행하려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개정된 공동농업 협정 등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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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위기로 구분된다.
❙유럽연합 농업부문의 구조적 위기❙

경제 및 재정적 위기에는 시장 변화로 인한 식량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되
어 있다.
(세계 식량안보 위기 및 높은 식량 가격) ｢2020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
면, △2019년에 전 세계 55개국의 135만 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위기에 처했
고, 2020년 말에는 265만 명까지 그 숫자가 증가할 것이며, △메뚜기떼의 습격,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시장 불안이 심화되어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다.
(농업생산의 집중도 상승)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소규모의 농가 약 420만
개가 사라졌으며, △약 3.1%의 농가가 유럽 농지의 50% 이상을 경영하고, △고령
화로 인해 35세 미만 농업 종사 인구가 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유럽 농산물시장의 불안정)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농산
물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왔으며,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 △시장의 변화, △농
업 연구 및 투자의 실패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 불안정성이 가속화되었다.
(유럽 내 식량 부족) 유럽 내 식량 생산은 자급 가능한 수준이나, △계절 및 이
주 노동자의 노동 공급 부족, △유통망 붕괴 등으로 식량이 부족해질 수 있으나,
다른 위기들과 달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 위기는 대부분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로 분류되었으며, 그린딜
(Green deal),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fork) 등의 정책으로 대처하기 시작하
였다.
(기후변화대응 실패) △유럽연합의 탄소배출량 감소 노력이 실패할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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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국가들이 탄소배출량 감소에 노력하지 않는 경우, △기업 재정 악화로 인한 저
탄소 연구 감소 등으로 기후변화대응에 실패 시, 심화된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수자원 문제 및 농지의 감소) △인구 증가로 인한 토지, 식량, 수자원의 수요
증가, △기후변화 및 오염으로 인한 토지 및 수자원 피해 등 환경파괴로 인하여 농
업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생물다양성 감소와 중요자원의 고갈) △외래종 침입, △중요 자연자원의 고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적절한 정책 시행의 어려움 등으로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기후변화 심화로 △기후난민 문제, △건강 불평
등, △식량안보 위기 등이 더욱 커졌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5(2020.8.31.)
- 원문 출처; 유럽의회조사처,“Toward a more resilient Europe post-coronavirus: An initial
mapping of structural risks facing the EU (2020.7.29.)”.(https://www.europarl.europa.
eu/thinktank/en/home.html)

[영국]
1. (2020년 8월 3일) 英, 코로나 기간 중 치즈 소비 48% 증가, 우유 구매
율 94%로 대체음료(16%) 보다 높은 등 우유 유제품 판매 크게 늘어
영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기간 동안 사람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
어지고 홈쿡 활동이 늘어나면서 우유와 유제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다. 데이터 분석기반 컨설팅 전문기업인 Kantar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
난 4주간 영국 가정의 94%가 우유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에 그친
우유 대체음료 구매 비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로, 봉쇄기간 동안 우유 판매가 늘
어난 결과라는 설명이다.
치즈의 경우도 가정에서 샌드위치와 점심을 만들어 먹는 등 홈쿡 소비 증가로
봉쇄기간동안 4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피자의
경우는 온라인 조회 수가 235%나 늘었다. 버터의 경우도 홈쿡 소비증가와 바나나
빵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매가 증가했는데, 특히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 22일

550

특집 5 : 코로나 관련 정보 제3편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3)

이 포함된 주의 경우 판매량이 69%나 늘어나기도 하였다.
영국 정부와 낙농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한 Milk Your Moments 캠페인도 유제
품판매 증가에 한 몫 했다는 평가이다. 이 캠페인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유와 유제품이 항상 우리의 삶의 일부로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20년 만에 실시한 TV광고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환자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8.5
- 원문 출처: dairyindustries.com, 8월 3일자

2. (2020년 8월 10일) 英 농부들 뜻밖의 신사업…코로나로 ‘농촌 캠핑’ 인기.
코로나 불황에, 브렉시트 앞두고…막막했던 농부들 ‘대체 수입원’ 찾아
영국 웨일스 남부 펨브로크셔 스트럼블 헤드의 바위에서 8일(현지시간) 한 어부
가 낚시를 하고 있다. 많은 영국인들이 코로나19 탓에 '스테이케이션'을 선택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EPA 연합뉴스)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 서포크 지역에 사는 농부 조너선 심퍼(54)는 최근 정신없
이 바빠졌다. 강가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 캠핑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다.
심퍼는 9일(현지시간) “강 어귀에 있는 우리 농장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면서
“이번 주말 예약이 꽉 찼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농가들이 바이러스가 불러온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붐’을 타고 새로운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고 이날 보
도했다. 스테이케이션은 집이나 차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머물며 휴가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런던을 비롯한 도시에선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
고, 방역 때문에 시민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해외여행도 어려워졌다. 그러
다보니 사람들이 ‘가까우면서 안전하고 한적한 곳’을 휴가지로 선택한다. 대형 리
조트나 호텔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과 반대로 농가의 지주들은 신사업 기회를 얻
게 된 셈이다.
가디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이미 가시화됐고, 영국 농가는 유럽연합
(EU)이 지원해주는 농업 보조금이 사라지기 전에 수익성을 확보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많은 농부들이 캠핑장을 열어 새로운 휴가 트렌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역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 소득 유지를 위해 연간 650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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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약 77조원) 규모의 농업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부동산업체 새빌즈는 지주들에게 농업이 아닌 관광 및 레저업으로 업종을 전환
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사이먼 포스터 새빌즈 관광업 분야 총괄은 “캠핑은 이미 존
재하던 휴가 트렌드였지만 팬데믹이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면서 “시골에서 휴가
를 보내는 사람들이 최근 몇 달간 급증하고 있고, 이 변화는 오래 지속될 것”이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내 많은 농장들이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캠핑과 글램핑
을 선택하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퍼도 그런 농장주들 중 하나다. 그는 코로나19 봉쇄령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
고 있었다. 농부이면서 어부이기도 한 심퍼는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조업에도
나가지 못했다. 심퍼는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지었지만 수익을 낼 수 없었다”면서,
“도매상에게 아스파라거스를 팔아야 하는데 런던의 음식점이 모두 닫았다”고 말했
다. 그는 올해 입은 손실을 캠핑장 운영으로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이미 내년 캠핑 예약도 받고 있다.
브렉시트를 앞두고 부수입을 얻을 방법을 찾던 농부 닉 무어(55)는 요즘 ‘팝업
캠핑장’으로 돈을 벌고 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휴가철엔 농장 일부를 캠핑
장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무어는 잉글랜드 남부 햄프셔 지역 뉴포레스트 국립공원
언저리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얼마 전 약 4000㎡ 규모의 캠핑장을 열었다.
그는 “영국이 EU를 떠나면 많은 상황이 변할 것”이라면서, “‘한 번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주중 야영객을 보내고 새로 주말 고객을 맞이하던 그는
“지금 완전히 녹초가 됐다”며 불평 아닌 불평을 늘어놨다.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예약이 모두 차고 있다. 무어는 앞으로 매년 캠핑장을 열 계획이다.
온라인 캠핑 예약 사이트 ‘쿨 캠핑’의 제임스 스미스는 “지난해 대비 두 배 가량
의 새로운 캠핑장이 올해 문을 열었고, 대부분 농지에 생겼다”면서 “기업들도 새로
운 기회를 잡기 위해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英 농부들 뜻밖의 신사업…코로나로 ‘농촌 캠핑’ 인기’, 2020년 8월 10일자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91722&code=611316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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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3월 31일) 英, 올해 젖소 사육두수 2.9% 감소. 코로나19에 따
른 단기공급과잉이 원인...4세 이상 감소 두드러지고 2세 이하는 소폭
증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영국의 젖소 개체수가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감
소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 (AHDB)는 최근 7월 1일 기
준 영국의 젖소 사육두수가 전년 대비 5.1만두 줄어든 168만 두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최근 3년 평균인 △1.3%의 두 배가 넘는 수치
이다.
연령대별로는 4세 이상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4-6세의 감소폭은 최근 3년 평
균인 △1.0%를 크게 앞섰고, 특히 8세 이상의 경우는 △2.0%로 최근 3년 평균의
두 배에 육박했다. 반면 2세 이하의 경우는 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가
폭은 크지 않으나, 마릿수가 증가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AHDB는 올해 감소폭이 커진 원인을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원유공급과잉으로
보고 있다. AHDB는 영국 낙농가의 1/4이 4월부터 우유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
에 직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많은 낙농가들이 생산을 신속하게 줄이기 위해 젖
을 짜고 있는 오래된 젖소부터 도태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HDB 관계자는 “이제 우유생산량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
으므로, 젖소 사육두수 감소를 상쇄할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어야야 한다”고 말했
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31일자
- 원문출처: dairyindustries.com, 8월 20일자

[독일]
1. (2020년 7월 30일) 독일 포장업체, QR코드 활용한 1:1 마케팅방식 선보
여, 中 이리유업 제품에 도입...오프라인 소비자를 온라인 회원으로 전
환해 홍보효과 제고
독일의 포장전문업체인 SIG가 음료제품의 두껑 안쪽에 숨겨진 QR코드를 통해
소비자와 1:1로 소통하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선보였다. ‘One Cap, On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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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진 이 방식은 중국 최대 유업체인 이리유업의 발효유 제품인‘Perfect Love’
에 도입될 계획인데, 소비자가 스마트폰 등으로 제품 두껑 안쪽에 있는 QR코드를
읽어 들이면 온라인상에서 WeChat(중국판 카카오스토리)을 통해 사은품 제공여
부 확인과 함께 제품정보 제공, 추천제품 소개 등을 보다 시각적인 방법으로 보여
주는 방식이다. SIG 관계자는“QR코드를 통해 1:1로 소통하는 홍보 방식은 소비자
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정보와 재미를 제공한다”면서“이리유업은 이 방식을 도입해
기존 오프라인 소비자를 온라인 회원으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
고 덧붙였다.
한편 SIG는 이 기술을 휴대용 콤비고 팩에서 처음 출시했는데, 이번에 식품과
음료제품의 홍보용도로 활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7월 30일자
- 원문출처 : dairyreporter.com, 7월 22일자

[러시아]
1. (2020년 6월 11일) 러시아 농업부, 2025년까지 러시아 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목표 축소 제안
러시아 농업부는 ｢2025년까지 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목표치를 재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러시아 농업부는 2017년에 발표한 ｢2025년까지 농업 발
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서 가축생산지수16)와 농업생산지수17)에 대한 지표를
축소하여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표 수정은 러시아 국내 인구 소득
감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재배 비
16) 축산업 생산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모든 소스의 육류와 우유, 치즈 등 유제품, 달
걀, 꿀, 생실크, 모직, 가죽, 가죽 등이 포함되는 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을 100으로 하
여 나타낸 지수이다.
17) 생산지수(production index, 生産指數)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생산수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이
다. 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는 물가지수에 대응되며, 생산수량의 동태적 변화를 나타낸다. 개별품목의
기준시에 대한 비교시의 생산수량의 변화를 산출하고, 각 품목의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附加價値)를
가중치(weight)로 하여 합성된다. 일반적으로 광공업⋅농수산업 등의 산업별로 작성되는데, 농수산
담당부서에서 조사⋅발표하는 농업생산지수, 재정경제 담당부서에서 발표하는 산업생산지수(원지수
와 계절변동조정지수)와 제조업 특수분류별 생산지수, 중소기업은행과 같은 부서에서 주관하는 중소
제조업생산지수 등이 있다. 이들 생산지수는 부가가치 가중치를 사용한 라스파이레스식
(Laspeyres’formula)에 의해 산출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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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광물․비료 비용, 기술 장비 및 농업기계 부품 비용에 대한 다른 국가가 취한 제
한 조치가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생산지수는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15.8%에서 10.8%로 감축하며,
전체 농업생산지수는 기존의 15.1%에서 13.9%로 줄일 것을 제안하였다. 농업부는
또한 코로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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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현지 생산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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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
이월량을 유지하면서 곡물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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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내 농업은 코로나-19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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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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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호 (2020.6.2218))
- 원문 출처: http://www.finmarket.ru/news/5261635?utm_source=yxnews&utm_medium
=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
https://yandex.ru/turbo/s/ng.ru/economics/2020-06-21/1_7890_agriculture.html?
d=1&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
ndex.ru%2Fnews

18) 표지에는 132호(2020년 6월 19일)로 되어 있으나, 133호(2020년 6월 26일)을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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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7월 10일)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물동량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1~5월 4.1% 증가. 곡물 운송 증가율 가장 높아
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1~5월 극동지역 항만 물동량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월 극동지역 항만 물동량은 9,040만 톤이며, 작년 동기 대
비 4.1% 증가하였다. 러시아 무역항 협회는 건화물은 5억 6,350만 톤(+3.7%), 액
체화물은 3억 4,060톤(+4.9%)으로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1~5월 보스토치니항 물동량은 총 3억 2,910만 톤이고, 작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바니노항 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1% 증가해 1억 3,660만
톤을 기록했고, 나호트카항은 1억 1,330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으
며, 브리고로드노항 또한 7.6% 증가해 7,460만 톤을 기록하였다. 반면, 블라디보
스톡항 물동량은 9,260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 % 감소했으며, 데 카스트리
항 역시 작년 동기 대비 4.1% 감소해 5,710만 톤을 기록하였다. 기타 항만 물동량
은 1억 7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였다. 작년 1~5월 물동량 증가율은
2%였으나, 올해는 7%에 달한다
올해 5월 극동 지역의 항만 물동량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 대비 수입화물은 5.6%, 수출화물은 14.3% 증가했으나, 연
안화물은 통과화물은 각각 1.2%, 20.7% 감소하였다. 올해 5월 극동지역 항만 물
동량은 러시아 전체 항만 물동량의 28.9%를 차지하였다. 올해 5월 기준 극동지역
항만의 전체 물동량 중 보스토치니가 33.6%, 바니노가 16.3% 나호드카가 10.9%
차지하였다.
올해 5월 기준 극동지역 항만에서 처리된 화물 중 48.2%는 석탄과 코크스였으
며, 22.9%는 석유가, 6.5%는 석유제품이 차지하였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화
물종류는 곡물이었으며, 작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하였다. 반면 금속가루는
33.9%, 화학제품은 71.3% 가량 감소하였다.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북방물류리포트｣제135호 (2020.7.10)
- 원문출처: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gruzooborot_portov_dalnevostochn
ogo_basseyna_rf_v_yanvare-mae_2020_goda_vyros_na_4_1.html
http://infranews.ru/logistika/more/56250-gruzooborot-portov-dalnevostochnogo-bas
sejna-rfv-yanvare-mae-2020-goda-vyros-na-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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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1. (2020년 8월 18일) 우크라이나, 2020/21년 밀 수출 한도를 1,750만 톤
으로 설정
우크라이나 경제부와 무역상들은 7월부터 시작된 2020/21년 마케팅 시즌에 밀
수출량이 1,750만 톤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월요일 연례 양해각서
를 체결한 뒤 밝혔다. 경제부와 상인들은 매년 밀이 마케팅 시즌에 얼마나 많이 수
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각서를 체결한다. 이 문서에서 무역업자들은 합
의된 수출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경제부는 수출규칙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끝난 2019/20년 마케팅 시즌에 2,050만 톤의 밀 수출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곡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는 2019년 사상 최대인
7,510만 톤의 곡물을 수확했지만 기상 악화로 올해 생산량이 7,210만 톤까지 떨어
질 수 있다. 경제부는 4분기 중 “기상 조건과 최종 밀 생산 통계에 따라” 수량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13일 현재 파종 면적의 96%에서 2,550만 톤의 밀을
수확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830만 톤의 밀을 수확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kraine sets 2020/21 wheat export cap at 17.5 mln tonnes’, K
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8월 18일자,(http://www.krei.r
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427)
- 원문 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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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1. (2020년 8월 3일) 크로아티아 농업부, 코로나19 피해를 겪는 포도주 생
산자 지원 위해 다년간 원조 프로그램 발표
7월 23일 크로아티아 농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
해 피해를 겪는 포도주 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년간 원조 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for Assistance to the Wine Sector for the period 2019-2023)을
발표하였다. 농업부는 당초 계획했던 4,300만 쿠나(한화 약 79억 7,300만 원)에
더하여, 1,300만 쿠나(한화 약 24억 1,000만 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HGK, Croatian Chamber of Commerce) 포도주 생산
자 협회는 “이번 조처로 위기를 겪는 포도주 농가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라며 환
영을 뜻을 표명하였다. 크로아티아에서 포도주 생산량 70% 가량이 관광⋅접객 산
업을 통해서 소비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 타격이 포도주 농가에도 미
치고 있다.
현재 크로아티아에서 포도주 소비량은 평년의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올
해 매출 전망은 전년도 5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3일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7.28.).(원문) Total
Croatia News, Croatia Wee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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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오세아니아
[호주]
1. (2020년 8월 20일) 호주, 뉴질랜드 및 아태지역 11개국 협력...동물매
개 질병 확산문제 해결 위한 컨소시엄 구성하여 가축질병 수사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등 동물 매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 호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호주 외교통상부가
지원하는 이 컨소시엄은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 및 아태지역 총 11개 국가의 전문
가 40여명이 동물보건 당국과 협력해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농가의 생계에 영향
을 미치는 가축질병 발병을 조기 감지하고, 이를 예방 및 효율적으로 대응 통제하
기 위한 가축질병 수사관(animal disease detectives) 양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수의사 및 수의사 보조원은 생산현장의 가축 생활패
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질병 조기 감지와 사전 예방 및 확
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호주 수의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동물 매개 감염병과 가축 질병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
되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인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이 프로젝
트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동물매개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20일자
- 원문출처: thedairysite.com, 8월 17일자

2. (2020년 8월 26일) 코로나 원인조사 둘러싸고 호주와 중국간 긴장고조,
호주 당국, 중국 멍뉴의 호주 유업체 인수 불허, 무역 분쟁 등으로 이
어지며 관계 악화
최근 호주와 중국간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멍뉴그룹의 호주 유가공기업
인수가 호주 당국의 불허로 무산되었다. 멍뉴그룹은 지난 25일 시드니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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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 라이언 유업을 4억 3천만 달러(약 5,160억 원) 에 인수하려던 계획을 포
기했다. 8월 11일 호주 재무장관이 멍뉴의 호주기업 인수는 호주의 국익에 반한다
고 말한 지 2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멍뉴그룹의 라이언 유업 인수는 멍뉴와 라이언 유업회사의 소유주인 일본기업
기린의 합의에 의해 작년 11월 결정되었다. 호주 규제 당국인 경쟁 및 소비자위원
회(Competition&Consumer Commision)도 지난 2월 이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 실
시 후 인수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호주와 중국 간 관계가 악화되며 상황이 바뀌었다 호주 정
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 조사를 중국에 요구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대해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 중단과 보리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로 맞받
아쳤다.
그리고 지난 주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양측이 외국인투자 심
사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 호주
파이넨셜 리뷰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호주 재무장관이 거래를 차단하기 위
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후 이들은 거래 취소를 위해 움직인 것으로 알
려졌다.
한편 지난 주 중국 상무부는 호주산 수입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계획도 발표
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통상장관은 과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며 혐의를 일축하
였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28일자
- 원문출처: edition.cnn.com, 8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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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시아
[아세안]
(2020년 8월 5일) 아세안+한⋅중⋅일 농림장관 사전준비회의, “코로나19發 식
량안보 공동 대응”협력방안 논의, “회원국간 연대 강화…비상시 공공비축제도 활
용”키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이 코로나19에 따른 식
량 안보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8월 5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19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국장급 사전준비회의에서 식량안보 공동대응을 위
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20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전 국장급이 참
석하여 상정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의장국인 브루나이
와 한⋅중⋅일이 공동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아세안과 한⋅중⋅일간 협력사업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아세안+3 비상 쌀비축제(APTERR19))와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20))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제20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의제도 결정하였다.
APTERR은 아세안과 한⋅중⋅일간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하여 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비축제도이다. 약정 물량
은 총 78만 7,000t으로 한국은 15만t을 약정하였다. AFSIS는 아세안 국가 식량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고서 발간과 인적자원 역량 개발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각 국은 회의에서 2016~2025 아세안+3 협력 전략에 따른 9개 협력사업의 이행
실적을 보고하였다. 한국의 경우, 농정성과 확산과 산림 협력, 초청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AFSIS 정보 공유, 등 분야별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아세안 사무국은 또 지난 4월 14일에 열린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인용ㅎ파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량안보 우려에 대해 회원국들
19)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아세안+한･중･일 간의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
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비축제도(약정 총 787천 톤, 한국은
150천 톤 약정, 그간 5개국 15천 톤 지원)
20)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아세안 국가의 식량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 구
축 및 보고서 발간, 인적자원 역량개발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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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알라딘 릴로(Aladdin D. Rillo) 아세안 사무차장은 아세안+3 정상들이 코로나
19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회원국간 연대 강화를 통한 공동
대응 의지를 표명하였다. 비상시 식량부족을 극복하고, 역내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APTERR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였고, 10월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출처) 이데일리, “아세안+한⋅중⋅일 “코로나19發 식량안보 공동 대응””, 2020년 8월 6일자 기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2(2020.8.10.)

[중국]
1. (2020년 7월 3일) 국내 최대 거래 규모 농산물 전문 도매 시장,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으로 영업을 정지
현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신발지(新發地) 도매시장에서는 시
장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서, 2020년 6월 13일부터 영업을 정지하고 있다.
신발지 도매시장은 총 면적 121.3헥타르, 직원 수 1,759명, 시장 내 점포 수
5,558호, 고객 기업 8,000개인 전국 최대 거래 규모 농산물 전문 도매시장으로,
물동량은 베이징 시 야채 공급량의 70%, 과일 공급량의 80%, 돼지고기 공급량의
10%, 소, 양 고기 공급량의 3%를 차지한다. 이 시장의 영업 정지가 베이징 시내의
신선 농산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염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베이징 시 상무국은 올해 6월 12일 보도 자료를 가지고, “베이징시의
신선 농산물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슈퍼는 자신의 공급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몇
몇 대형 마트 장악은 직영 생산 및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신발지 도매 시장의 영업
정지가 생필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의견을 표명하였다.
올해 6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까르푸(외국계 대형 마트)는 “국산 농산물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신선 채소, 과일, 고기류는 신발지 도매시장에서 구입
했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편, 국내 자본 대형 마트인 경객륭(京客隆)은 “신
선 농산물은 자가 생산⋅판매를 벌이고 있으니, 신발지 도매 시장에서 신선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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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를 표명하였다. 보도 시점에서 베이징의 많은 대
형 슈퍼 중 야채(일부의 잎채소를 제외)의 물품 부족이 생기는 곳은 소수에서 시금
치, 고구마 및 당근 등은 풍부하게 있다는 것이었다.
사진 1. 신발지도매시장. 육류거래구역의

사진 2. 신발지도매시장. 돈육시장

돈육시장(2020년 6월)

내부(2020년 6월)

사진 3. 신발지 도매시장. 쇠고기, 닭고기

사진 4. 베이징 시내 까르푸의 돈육

거래구역(2020년 6월)

거래장(2020년 6월)

신발지도매시장에서는 돈육과 그 외 동물성
단백으로 거래되는 건물이 다르다.

500g당 60-80위안(100그램 당 약 184-275엔 =
10,320-13,760원, 1위안=15.3엔=172원2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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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

21) 1중국 위안=172원(2020년 8월 26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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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7월 15일) 2020년 상반기 양돈업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배(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양돈업의 이익은 꽤 크게 증가하여 돼지 기
업은 증가하였다. 한편 도축기업의 이익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현지 조사 회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의 일관경영 농가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96% 증가(약 19배)인 1마리당 2,311위안(3만 5,821엔=39만 7,492원: 1위
안=15.5엔=172원)이었다. 비용 면을 보면 생산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 값
은 동 5.7% 늘어난 1톤당 2,293위안(3만 5,542엔=39만 4,396원)이었다. 그러나
ASF(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2020년
대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따라 소비가 감퇴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수급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고가의 성향
변화는 없으며(그림 7), 수익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그림 7. 돼지고기 가격 추이

주: 500개 현의 농무시장(農貿市場, 산지근교에서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시장)의 평균치
자료: 농업농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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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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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상장 양돈 기업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며, 현지 데이터 뱅크에
따르면 10개 가까운 상장 기업에서 돼지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고 돼지 기업수도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30일 시점의 데이터에 따르면, 1~5월 사이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6만개 이상인 양돈 기업이 신규 사업 등록되었으며, 총 기업 수
는 74만개나 되었다. 새로운 등록 기업은 주로 농축수산업, 어업 및 임업을 운영
하고 있으며, 7할 이상은 개인 경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베이 성, 산둥 성,
윈난 성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지 조사 회사에 따르면, 도축기업의 이익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1~6월)보다 78.2% 감소한 1마리당 14위안(217엔=2,408원)이었다. 많은 지역에
서는 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 100위안(1,550엔=17,200원) 이하로
된 기업도 있다. ASF와 COVID-19로 도축 마릿수가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그림
8), 인건비와 위생비 등의 비용은 상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출 제한으로 외식
등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신선육을 직매하지 못하고 보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2019년 중에게 헐값에 사들인 냉동 돼지
고기를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손실을 보충하는 기업도 있었지만, 다수 도축기업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현지 전문가는 말하였다.
그림 8. 돼지 도축 마릿수 추이

주: 연간 2만 마리 이상 처리하는 도축장에서의 도축마릿수(전체의 30%)
자료: 농업농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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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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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축기업의 영업 인가에 대해 중국 농업농촌부는 2019년 11월에 지방 정부
에 대해 운용의 엄격화를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환경 규제 등의 요건
을 충족하고 있지 않거나, 노후 시설이나 기존의 기술로 식육 처리를 실시하고 있
는 소규모 기업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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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号

3. (2020년 8월 10일) 중국, 홍수⋅코로나⋅돼지열병까지…中경제, V자반
등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V자형 반등’에 성공하는가 싶던 중국 경제가 최악의 홍수를 만나면서 주춤하고
있다. 중국 장시성 포양호 인근에 사는 바오 원타오씨 가족은 지난 6월부터 이어
진 기록적인 폭우로 약 20만 위안(3,000만 원22)) 상당의 농작물을 손해봤다.
바오씨는 9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쌀이 거의 다 익어서 수확할 준
비를 하고 있었는데 홍수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며 “내 땅이 아직 물 속에 잠겨 있
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폭우로 지난달 포양호의 둑이 붕괴됐고 ‘어류와 쌀의
땅’으로 불렸던 일대 수 천㎡의 농지가 파괴됐다. 중국 비상 관리부는 파괴된 농지
와 도로, 기타 재산에 대한 피해 금액이 210억 달러(24조 9,585억 원23))에 달한다
고 추산했다. 이로 인해 농민 등 5,500만여 명도 피해를 입었다.
중국 선완훙위안 증권은 지난달까지 중국 농경지 피해를 고려할 때 중국이 작년
보다 1,120만 톤의 식량을 잃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중국이 생산하는 쌀의 5%
에 해당한다. CNN은 "이번 재앙은 코로나19(COVID) 대유행으로 취약한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평했다.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막대한 양의 농산물을 방출해 식량
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앞으로의 위기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과 서방 국가들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식량을 수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 1위안=120원 적용
23)1달러=1,188.5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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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수 피해가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현재 중국의 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양쯔강 일대에는 이달 중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
보됐다. 특히 남쪽을 중심으로 내렸던 폭우가 밀과 옥수수 수확을 위협하면서 북
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노무라증권 분석가들은 지난달 말 “이번 홍수는 1998년 이후 최악의 홍수”
라며 “앞으로 몇 주 내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홍수가 끝날
경우 3분기에는 농업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고 내다봤다. 이는 17억 달러(2조 204억 원) 이상의 손실에 해당한다.
이미 분석가들은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데이터 제공업
체 SCI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옥수수 가격은 1년 전보다 20% 급등했는데, 이는
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막기
위해 옥수수를 돼지 사료로 사용하면서 옥수수 부족 사태가 더 심화되고 있다.
콩값도 급등했다. 중국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산 대두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약 30% 급등했다. 중국 선물 중개업체인 바오청선물 애널
리스트들은 콩값 상승이 기상악화 우려와 미⋅중 무역관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도 이 같은 분위기에 곤란을 겪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급히
지린성 북동부 농민들을 방문하고, 이를 TV로 중계한 것도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늘리고 있다. 최근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은 올 상반
기 약 6,100만 톤의 곡물을 미국에서 수입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1% 증가한 것
이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경고하
고 있다. 중국 리서치업체 톈펑증권 애널리스트는 “미⋅중 관계 속에서 미국이 어
느 날 수입을 중단하거나 중과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식량 공급망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홍수⋅코로나⋅돼지열병까지…中경제, V자반등 멀어지나’2020년 8월 10일자 기사
- 원문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1014500779676

567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4. (2020년 8월 14일) 시진핑 주석, 특히 올해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는 만큼 ‘식량안보’경각심
강조
2013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
석이 7년 만에 또 ‘잔반(殘飯⋅먹고 남은 음식)’ 줄이기 운동을 재개했다. 미중 갈
등, 남부 대홍수, 돼지고기 옥수수 등 식품 값 급등 등으로 내부 불만이 팽배한 상
황을 대대적인 선전운동으로 희석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관영 신화왕(新華網)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11일 “음식 낭비 현상에 가슴이 아
프다. 단호히 막아야 하므로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풍년이라도 식
량안보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올해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라”고 경고했다.
당국은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도 집중 단속할 뜻을 밝혔다. 이미 더우인, 콰이
서우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대위왕(大胃王⋅대식가)’이란 검색어가 사라졌
고, 유명 먹방 계정도 속속 삭제되고 있다. 관영 중국중앙(CC)TV 역시 ‘먹방’의 문
제점을 질타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외식업계에는 손님 수보다 1인분을 적게 시키자는 뜻의 ‘N―1’ 운동이 불고 있
다. 일부 식당은 보증금을 먼저 받은 후 음식을 많이 남긴 고객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다.
미국의 중국 압박도 계속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 “중국에 매우 화
났다. 끔찍한 질병을 막았어야 했다”며 중국의 코로나19 대처를 문제 삼았다. 마이
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옛 소련보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훨씬 맞서기 어렵
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뉴스는 조만간 미국이 곧 미국 내 공자학원을 제재할 것
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공자학원이 교육기관의 외피를 두른 공산당 정보기관이
라고 비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 권력 서열 3위 리잔수(栗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4위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가족들이 홍콩에 최소
5,100만 달러(약 604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
의 큰누나 치차오차오(齊橋橋)는 드러난 것만 최소 1,900만 달러(약 225억 원)의
고급 빌라를 보유해 미국의 홍콩 제재가 강화되면 이들의 재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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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11일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
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1979년 양국 단교
후 미 최고위 인사인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만 방문 직후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양국이 사전 공감대를 가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만은 미국과
의 FTA를 원했지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을 의식해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출처) Donga.com, ‘시진핑 “음식 낭비말라” ‘먹방’ 콘텐츠 집중단속’, 2020년 8월 14일자 기사

[일본]
(2020년 7월 30일) 코로나19를 계기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프리미
엄 소비의 일종으로서 DIY 각광
코로나19를 계기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프리미엄 소비의 일종으로서
DIY가 각광받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셀프 키트 배송, 레시피의 SNS 발신 등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상품이라고 하는 ‘자원’에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capability)을 향상시켜주는 ‘노하우’를 결합해 서비스화한 뒤 소비자에게 제공하
는 ‘애즈어서비스(aaS)’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애즈어서비스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업계인데, 도요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MaaS(Mobility as a Service)’24)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밀키트(meal kit)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도 애
즈어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스타트업 ‘오이식스’는 월 정액요금
을 지불하면 정기적으로 레시피(노하우)와 함께 식재료 세트(자원)를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이식스의 밀키트는 부엌에서 20분만 투자하면 메인 요
리와 반찬 두 가지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식재료를 낭비하는 일
도 없고 마트에 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식품 대기업 ‘닛신식품’은 ‘잇푸도’ 등 유명 라멘 전문점 5개사와 제

24) MaaS: 셰어링을 기반으로 자가용,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자원)을 연결하고 애플리케이션
(노하우) 등을 통해 배차를 받아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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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해 라멘 배달 서비스인 ‘RAMEN EX’를 시작하였다. ‘우버이츠’ 등 딜리버리 애플
리케이션으로 라멘을 주문하면 반조리된 라멘(면, 수프, 토핑 세트)이 30분 이내에
집으로 배송되고 간단한 조리 과정을 통해 바로 유명점의 라멘을 먹을 수 있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7월 30일
- 원문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뉴노멀 속 일본 소비자 DIY 각광 (2020.7.27.)

2. (2020년 8월 20일) 日 코로나로 외식 급감해 고기 재고량 63만 3천 톤
으로 역대 최대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이 크게 줄자 고기 재고량
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6월말까지 식육(식용 고기)
재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고기 17%, 돼지고기 11.6%, 닭고기 11.3%가
늘어나 총 62만 3천 톤으로 기록이 확인 가능한 지난 1994년 이래 최대치를 보였
다.
일부 창고에서는 사용률 100%를 초과해 운반용 통로에도 재고를 보관하는 등
늘어나는 재고 량 처리에 곤욕을 치루고 있다. 일본냉장창고협회에 따르면, 코로
나19 여파로 외식 수요가 급감하면서 업무용 출하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가 중국
등 수입 고기의 양도 점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한국면세뉴스, ‘日 코로나로 외식 급감해 고기 재고량 63만 3천 톤으로 역대 최대치’, 2020년 8
월 21일자 기사(http://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78)

3. (2020년 8월 31일) 일본, 코로나19 확산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잇
따르는 가운데 고향세를 활용한 지역 지원 증가, 주요 식량 재고 증가
[고향세를 통한 지역 피해지원]
코로나19 확산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향세25)※를 활용
한 지역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후루사토 초이스(고향세 납세 종합 사이트)를 운영
하는 트러스트 뱅크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기부 중 답례품
을 받지 않는 기부가 증가하였다. 2019년 대비 금액 기준 1.8배, 건수 기준 2.4배
25) 태어난 고향 및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환급, 주민세 공제가 가능함. 기부자가 기부 용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기부 대상 지역
의 특산품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음.

570

특집 5 : 코로나 관련 정보 제3편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3)

가 증가하였다.
트러스트 뱅크는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피해를 계기로 지역을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며, 기부금 사용법에 대한 의식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거버먼트 클라우드펀딩26) 이용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후루사
토 초이스를 통한 코로나19 대책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금액이 2020년 7월 말 기준
5억 6백만 엔을 넘었다. 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세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활성화될 기회이며,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6월에는 고향세 기부에 대한 과도한 답례품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답례
품을 기부금의 30% 이하 금액의 지역 특산품으로 한정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재고 증가]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포를 해제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대
로 음식점 영업 전면 재개가 늦어지면서, 소고기 및 쌀, 버터 등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정용 식재 판매량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용 및 가공용 식재 판
매 침체가 장기화되어 전체 수요 침체를 보강하지 못하고 있다.
[소고기] 2020년 7월 연휴 전까지는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2차 전파 우려로 인
한 외식 자제에 따라 외식용 소고기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외식 감소로 인
해 소고기 재고량이 전년을 웃돌고 있다. 농축산업진흥기구의 추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국산 소고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 575톤이다. 수입
소고기를 포함한 전체 재고량은 15만 톤에 육박하여, 통계치가 있는 199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쌀] 전체 30%를 차지하는 식당 및 가공용 쌀의 수요 감소 장기화로 인해 재고
량이 예년 이상으로 늘었다.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2020년 6월 말 시점의 민간 재
고량은 201만 톤으로 4년 만에 200만 톤을 초과하였다. 도매상은 식당 및 가공용
쌀 수요 감소를 가정용 쌀 판매로 보충하려고 하고 있지만, 음식점 경영 악화에 따
른 폐점으로 판매처 자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농림수산
성에 따르면, 2020년 6월 식당 및 가공용 쌀 도매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하여, 5월 감소 폭보다 회복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7월 이후 코로나 19가 다

26) 지자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프로젝트화, 이에 대하여 고향세를 통해 클라우드펀
딩 형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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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확산됨에 따라 판매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버터] J 밀크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버터 재고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3만 9천 톤에 이르며, 이는 음식점 및 특산물용 가공품 판매량이 저조한
것에서 기인한다.
[탈지분유] 코로나19로 인해 원유에서 탈지분유로 전환한 재고가 소진되지 않
아, 2020년 8월 말 재고량은 8만 톤 이상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웃돌 전망이
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5(2020.8.31.)
- 원문출처: 일본농업신문 “ふるさと納税 “返礼品なし寄付 2倍 コロナや災害 ｢地域応援｣意識高まる”
(2020.8.24.), 일본농업신문 “[新型コロナ] 緊急事態解除3カ月 牛肉, 米, バター, 脱粉在庫積み上が
る”(2020.8.26.).(https://www.agrinews.co.jp/p51725.html, https://www.agrinews.co.jp/p
51707.html)

[북한]
(2020년 8월 3일) 제재⋅코로나19에 폭우까지… 북한, 3중고에 시름
북한 조선중앙 TV는 3일 폭우 관련 일기 예보를 하며 이날 저녁부터 6일까지
개성시, 평안 남북도, 황해 남북도를 비롯한 지역에서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며, 해당 지역에는 '특급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 TV는 3일 폭우 관련 일기 예보를 하며, 이날 저녁부터 6일까지
개성시, 평안 남북도, 황해 남북도를 비롯한 지역에서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며, 해당 지역에는 '특급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 했다.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한 경제난이 악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기록적인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북한
당국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인만큼 마땅한 성과물을 내놓아야 함에
도, 결과물은 커녕 당장 사흘 넘게 이어질 폭우와 비바람 피해를 막기에도 역부족
인 상황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여부가 관심인데, 한편으론 남북관계 진
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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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호우 특급경보 발령… 대비책 강조
북한이 연일 폭우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
체들은 4일 기상수문국(기상청) 자료를 인용ㅍ라여 “3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대
부분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개성시와 자강도 남부, 강원도 내륙 일부 지역에 폭우⋅많은 비 특급경보가 내려
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서해안과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 내륙에는 중급경보,
양강도 북부와 함경북도 북부, 나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주의경보가 발령됐
다. 특급경보가 내린 지역에는 이날부터 6일까지 5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
보됐고,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ｍ 이상의 센바람도 불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은 현장 상황을 언급하고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큰물
(홍수), 센바람에 의한 침수, 저수지 범람, 산사태 등 재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
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4면 대부분을 할애하여, “전국 각지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문은 이어 하천 정리와 배수로 정비, 제방 보강, 농경지 배수⋅양수기 전력보
장 노력을 소개하고, 특히 “탄광 및 광산 지역에서는 미광(광물 찌꺼기)과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도시에서는 상하수도 등을 정비해 도로와 주거지에 물
이 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무더기비가 쏟아져도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높아진 바닥은
파내야 한다”며 “배수양수기들이 모두 가동할 수 있게 전력보장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북측의 폭우 피해 상황은 구체적으
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주민들의 생활상을 전하면서도 피해 규모는 알리지
않았다.
박봉주, '코로나 방역 전선' 남포항 현지시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
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남포항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방역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남포대경수산사
업소, 영남배수리공장 등 생산현장을 돌아봤다고 보도했다.

北간부들, 코로나19 방역 실태 잇단 점검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에도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북한은 최근 고위급 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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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투입하면서 방역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여부를 살피
고, 나아가 지역의 민생까지 두루 둘러보는 행보를 펴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 ‘권력 서열 3위’인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의 남포항 방역사업 실태 점검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경계심을 높였다. 남포항은 북한 최대의 물류기지로, 평양의 관문이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30일 북한 내 2인자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개성시 인근 지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사업
실태를 점검했다고 전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외에도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남포대경수산사업소, 령남배수리공장 등 남포시의 여러 경제 현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노동신문은 첫 머리에 ‘최대비상체제는 고도의 각성과 엄격한 준수를 요
구한다’ 논설을 싣고, “악성 비루스(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사업은 사회와 집단, 국
가 안전과 인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업”이라며, “비상방역지휘부의 지휘에
하나와 같이 절대복종하고 움직이는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선 “비상사태에 직면한 오늘의 현실” “맞다든(맞닥뜨린) 방역
위기”라고 표현하는 등 방역 고삐를 바짝 조였다.
북한은 지난달 개성 출신 탈북자의 월북 사실을 확인하자 25일 바로 정치국 비
상확대 회의를 열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하고, 바이러스 차
단을 위해 국경과 철도⋅항만을 통해 반입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

北경제난, 최악 관측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로 경제난이 심화한데다, 폭우
피해와 코로나19 감염 우려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관
측이다. 최근 미국 농무부가 위성 자료 등을 분석해 추정한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
은 136만t으로, 북한의 연간 쌀 수요량인 550만t에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
나19로 비료수입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1~4월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장마철 폭우까지 덮쳤다. 장맛비는 농작물 작황에 치
명적인 요소이다. 북한은 지난해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식량난을 경험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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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중국과의 무역액도 급감했다. 지
난 1분기에 비해 다소 회복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반토막 수준이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무역액은 9680만 2천 달러(약 1158억원)
로, 전년 동월( 2억 2663만 9천 달러) 대비 57% 감소했다. 이뿐 아니라 국제신용
평가사인 ‘피치’는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했다. 연초전망 3.7%보
다 10%포인트나 내려간 수치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북한이 3중고에 빠졌다”면서도, “지난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와는 달리 중
국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 센터장은 “북한의 경우 미국과의 전략적 문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남측과의 단기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갖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지원을 해도
필요 최소한도로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 한국 정부에 인도
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처) 천지일보,‘[정치in] 제재⋅코로나19에 폭우까지… 북한, 3중고에 시름’ 2020년 8월 5일자 기사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393)

[스리랑카]
1. (2020년 8월 10일) 스리랑카, 최근 국가 봉쇄를 완화함에 따라 스리랑
카의 차 생산 부문도 점차 재가동되고 있는 추세
2020년 1/2분기 스리랑카의 차(茶)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76% 감소한 1억
2,900만 톤을 기록하였다. 스리랑카의 차 수출량은 전년 대비 14.5% 감소한 1억
2,900만 톤을 기록하였다. 스리랑카 차의 최대 수출국은 이라크, 터키, 러시아,
이란이다.
실론 티 브로커(Ceylon Tea Brokers)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
리랑카는 이라크에 1,620만 톤의 차를 수출했으며, 이는 2019년 수출량인 1,960
만 톤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터키로의 차 수출량은 2019년 1,810만 톤에서 2020
년 1,570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러시아로의 차 수출량은 2019년 1,490만 톤에
서 2020년 1,440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대(對)이란 차 수출량은 890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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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했으며,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및 중국으로는 각각 670만 톤 및 500만 톤
의 차가 수출되었다.
스리랑카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0일부터 시행한 국가 봉쇄로
인해 차 생산 및 판매에 타격을 입었으나, 최근 국가 봉쇄를 완화함에 따라 스리랑
카의 차 생산 부문도 점차 재가동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6월 스리랑카의 차
생산량은 2,680만 kg에 달했으며, 이는 2019년 6월 차 생산량인 2,750만 kg에 비
해 감소한 것이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10일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7.31.).(원문) Economy
Next, Economy Times 등 (2020.7.28.)

[파키스탄]
(2020년 8월 31일) 파키스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망고 수출 목표에서 4만 5,000톤을 초과 수출
파키스탄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망고 수출 목표에
서 4만 5,000톤을 초과 수출하였다. 파키스탄 전국과일채소수출업협회(PFVA,
All Pakistan Fruit & Vegetable Exporters, Importers & Merchants
Association)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8월 19일 기준 12만 5,000톤의 망고를 수입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7,200만 달러(한화 약 854억 2,800만 원)의 외화를 벌어들
인 것으로 나타났다.
와히드 아흐메드(Waheed Ahmed) 파키스탄 전국과일채소수출업협회 후원자
(Patron-in-Chief)는 망고 추가 수출 달성이 파키스탄 정부가 적시에 내린 공격
적인 전략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와히드 아흐메드에 따르면, 파
키스탄은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여겼으며, 코로나19로 항공편 운행이 중
단되자 망고를 해상 및 육상 교통로를 통해 수출하는 시기적절하고 현실적인 전략
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와히드 아흐메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봉쇄로 인해 망고를 비롯한 고영
양 식품에 대한 필요가 급증했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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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8.21.), (Profit by Pa
kistan Today, The Express Tribune 등 (2020.8.19.))

[방글라데시]
(2020년 7월 10일) 방글라데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국가봉쇄 재연
장,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부흥 위해 자국 수출업체 지원에 노력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국가봉쇄를 재연장하였다. 2020년 6
월 30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봉쇄
조치를 8월 3일까지 추가로 연장하였다. 방글라데시 당국의 봉쇄령 연장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방글라데시 전국에서 통행금지령이 지속될 예정이며,
시장, 상점, 쇼핑몰은 오후 7시 이전에 문을 닫아야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남아시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3월
26일 처음으로 국가봉쇄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장기간의 국가봉
쇄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5월 초부터 점차 국가봉
쇄를 완화하여 왔으며,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며 봉쇄령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었다.
국가봉쇄 완화 조치 시행 이후 방글라데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7월 2일에는 역대 최대인 4,019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6월 30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역대 가장 많은 64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7월 6일 기준 방글라데시에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만 6,000명을 돌파하
였으며. 사망자는 2,096명에 달하였다.
방글라데시 경제는 그간의 봉쇄로 크게 위축되었고, 이번 봉쇄 연장으로 추가적
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방글라데시 수출진흥국(EPB)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방글라데시 수출량은 전국적인 국가봉쇄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57% 감소한 14억 6,000만 달러(1조 7,534억 6,000만 원27))에 불과했던 것으
로 나타났다.
6월 24일 방글라데시개발연구원(BIDS, Bangladesh Institute of Development

27) 원/달러 환율 1,201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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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은 코로나19로 인해 방글라데시 인구의 13%가 실직했다고 밝혔다. 방글
라데시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방글라데시 저소득층
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이 5,000타카(7만 900
원28)) 미만인 방글라데시인들의 19.23%가 월 소득이 지난달 대비 75% 이상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7일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CPD(Centre for Policy Dialogue)는
최근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로 방글라데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 수준인 2.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CPD에 따르면, 이번 예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봉쇄가 더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방글라데시 당국의 이번 봉쇄령
연장으로 올해 방글라데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다.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부흥을 위해 자국 수출업체 지
원에 힘쓰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및 이로 인한 경기 침
체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중 수출지향 산업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500억 타카(7,090억 원)를 따로 마련하였다. 5월 중순 방글라
데시 당국은 자국 수출업체들에 대해 원자재 수입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특정 산업체들이 원자재 수입을 위한 선불세(AT,
advance tax)를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5월 17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자국 의류 및 섬유 업체들의 수출진흥기금
(EDF, Export development fund)에서의 대출한도를 기존의 2,500만 달러(300
억 2,500만 원)에서 3,000만 달러(360억 3,000만 원)로 확대하였다. 이어 6월 15
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Bangladesh Bank)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역
및 각종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 대출 상환 기한을 연기하
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모든 종류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기
로 하였다. 또한, 7월 1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Bangladesh Bank)은 방글라데시
국내 업체들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불보증 제도를 시
행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해외 수입업체들이 직면할 지불불이행 리스크가 크게 줄
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 원/방글라데시 타카 환율, 1타카=14.18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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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글라데시 상무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자국을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
경제에 예상치 못한 막대한 타격이 찾아왔다며, 유럽연합(EU)에 방글라데시 수출
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인 EBA(Everything but the Arms) 제도를 2027년 이후로
도 연장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년 7월 10일)
- 원문 자료:
Daily Observer, Restriction measures over corona extended till Aug 3, 2020.07.01.
The Indian Express, COVID-19: Bangladesh extends restriction measures till Aug 3, 2020.
07.01.
The Statesman, Bangladesh govt decides to extend Coronavirus restrictions till Aug 3,
2020.07.01.
Business Insider India, Bangladesh extends coronavirus restrictions till August 3, 2020.07.
01.
The Independent, $12.11b stimulus packages to fight COVID-19, 2020.07.01.
The Daily Star, Bangladesh seeks extension of EU trade benefits even after LDC gradua
tion, 2020.06.29.
Dhaka Tribune, Lowest projected GDP growth in 25 years, 2020.06.07.
The Financial Express bd, GDP growth rate may come down to 2.50pc: CPD, 2020.06.07.

[필리핀]
1. (2020년 8월 14일) 필리핀 정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낙농가
위해 어린이 영양 강화 프로그램 실시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 유지의 최우선 과제로 손꼽히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가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최근 교육부와 농업부는 국립
낙농당국(NDA)과 전국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하고, 828,6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함께 신선한 우유 및 유제품을 제
공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제품은 지역 낙농가와 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을 계획이다.
당국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양을 공급하
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들의 생계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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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낙농당국(NDA)은 이번 프로그램과 별개로 어린이들의 영양결핍 문제
를 해결하고, 국내 낙농산업 유지를 위해 정부 및 비정부 기관 지자체 학교 등과
제휴하여, 자체적으로 우유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14일자
- 원문출처: pia.gov.ph, 8월 9일자

2. (2020년 8월 31일) 필리핀 정부, 농수산업 성장을 위해 코로나19 팬데
믹으로 미루어왔던 F2C2라는‘새로운 방식’을 도입, 다시 농수산업에
투자
필리핀 농수산업계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이것이 영세화 및 파편화된 농가와
어민 때문이라는 사실은 필리핀 정부도 알고 있다. 그동안 농수산업 육성에 상대
적으로 소홀했던 필리핀 정부는 농수산업의 GDP 기여율이 10% 미만으로 처음 떨
어졌던 지난 2018년, 농수산업 성장을 위해 ‘새로운 방식(new thinking)’을 도입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농수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가 언급한 새로운 방식 중 하나가 농가 혹은 어민 가구를 집단화 및
조직화하여 커뮤니티를 형성,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
를 위해 F2C2(Farm and Fisheries Clustering and Consolidation) 정책을 구상
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행을 잠시 미루었다가 최근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F2C2 정책으로 농촌 혹은 어촌을 보다 큰 단위로 구분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책도 지금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
다. 또한, 지역 농가와 어민도 그룹 단위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 자금 조달이 더
욱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자본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농수산업계에도 최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려 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 고등교육위원회(CHEd,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에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농가에 이를 교육하는 필리핀 농업 기술 패널(TPA,
Technical Panel for Agriculture)을 완전히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필리핀 정
부는 농법 현대화를 통해 동일 면적 당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농수산품에 있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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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식품 안전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식
량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기조가 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필리핀 정
부는 최근 농수산업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핵심 국가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기
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 시, 필리핀 정부의 농수산업 육성 정책 기조는 당
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31일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8.27.)

[인도네시아]
1. (2020년 7월 30일) 인도네시아 산업부, 2020년 상반기 수출 실적 발표.
제조 섹터 중 식료품 부문이 총 246억 달러 매출로 수출 기여도 가장
높아
최근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2020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수출 실적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조 섹터 중 식료품 부문이 총 246억 달러(한화
약 29조 6,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수출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총 246억의 식료품 수출액 중 식품은 137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6조 5,250억
원), 음료수는 108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3조 850억 원)로 두 부문 모두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이를 두고 산업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료품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
람들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려 했기 때문이
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료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이
끌어 나가고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2020년 상반기 수출 증가는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산업부는 평가하였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국가 경제 개발 계획인 인도네시아 4.0 로드맵(Indonesia
4.0 Roadmap) 가운데 식료품 산업 발전 계획도 있다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식료품 시장의 최대 강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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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시장에 즉석식품을 수출하기 시작하는 등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액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은 내수 비중이 큰 인도네시아 식료품 산업을 보다 수출 지향적인 구
조로 바꿀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 수립이나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7월 30일
- 원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7.27.), (원문) Antara
News, Saigon Online, Jakarta Post 등

[말레이시아]
1. (2020년 8월 31일) 말레이시아 정부, 국가 경제 회복 계획(Penjana,
National Economic Recovery Plan)의 일환으로 도심지 농업 개발 계
획을 수립
말레이시아 농업식품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Industry)는
앞으로 도시 지역 가구가 개별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
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업식품산업부는 우선 작물 재배 경험이
없는 도시 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작물 재배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
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작물 종자와 비료를 지원할 것이며 텃밭과
농기구 등 각종 농업 인프라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식품 안전과 식량 안보, 가계 지원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다. 도시 지역 가
계가 직접 먹거리 작물을 재배하여 자급자족할 경우, 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이기에 말레이시아 국민의 실질적인 식품 안전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각 가정이 평소 먹을
식품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말레이시아 가계의
식량 안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31일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8.26.), (The EDGE Ma
rket, Govt allocates RM10m for urban agriculture project, says Che Abdullah (2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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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1. (2020년 7월 30일) IMF 집행위원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43억 달러
규모 긴급 금융지원 제공
IMF 집행위원회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43억 달러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제
공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집행위원회는 RFI(Rapid Financing Instrument)에
따라 남아프리카의 긴급 재정 지원 요청을 승인하였다. 이는 코로나19 금융지원
규모로는 최대이며, IMF는 현재까지 남아프리카에 총 18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IMF외에도 세계은행(20억 달러), 브릭스신개발은행(10억 달러), 아프리카개발
은행(3억 달러) 등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7월 30일
- 원문출처: 국제금융센터, 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해외시각(7.28).(원문) International Monetary Fu
nd,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US$4.3 Billion in Emergency Support to South Africa
to Address the COVID-19 Pandemic (2020.7.27.)

[나이지리아]
1. (2020년 8월 3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현지 시골 경제 보호 위해 공
인 수입업자들에게 옥수수 수입 중단 지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 타파 수단으로 국산품 소비 유도를 추진하였
다. 그중에서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현지 시골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 수
입업자들에게 옥수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생산가공업협회(MAGPAMAN, Maize Growers and
Processors Association of Nigeria)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가 현지
옥수수 생산량을 늘리고 관련 유통 사슬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스타파 아흐마두(Mustapha Ahmadu) 나이지리아 생산가공업협회 회
장은 톤당 16만 5,000나이라(한화 약 50만 원)까지 상승한 옥수수 가격이 안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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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자국 옥수수 수요 또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3일
- 원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 7. 30.).(원문): Allafri
ca, Thisday Newspaper 등

[코트디부아르]
1. (2020년 8월 3일) 코트디부아르 정부, COVID 19 확산 피해 축소를 위
한 지원책으로 수입제한 등의 규제 실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COVID 19 확산 피해 축소를 위한 지원책은 물론 수입제
한 등의 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국가 최대 산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농
업 부문을 육성하고 특히 COVID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코트
디부아르 정부는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캐슈넛, 면, 천연고무, 팜유, 카
카오, 커피 등의 제품 생산 지원에 4억 2,900만 달러를 투입하는 한편, 채소, 과일
등의 식품 제조에도 8,6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사탕수수 가공 및 설탕 제조 관련 현지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생산 확대를
위해 2024년 초까지 설탕 수입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효자 품목인 카카오와 커피
의 경우 시장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에는 정부 개입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거나 정부 보증 가격을 도입, 영세 농가 소득 보전을 지원하기도 한다.
캐슈넛의 경우에는 단순 수출 억제 및 현지 가공 장려 차원에서 현지 생산의
15%는 가공업체에 공급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단순 수출분에 대해 총 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특별 세금 부과한다. 캐슈넛 가공 관련 설비/기계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현지 생산 캐슈넛 열매를 구입하는 가공업체에 보조금 지급, 마
케팅 활동 지원 등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드론, 스마트 트랩(Smart trap) 등의 신기술 활용도 증가세
이다.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육성 의지에
비해 생산성 제고 등 해결 과제가 여전한 가운데 몇 가지 첨단기술이 도입되어 기
대를 한층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드론과 자동 병충해 포획 장치인 스마트
트랩이다. 과거 영상 촬영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드론을 통해 경작지 현황 파악,
농약/해충제 살포 등이 가능해지면서 재배 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병충해 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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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원거리에서 병충해 포획 사실을 감지하고 관리하는 도
구로 스마트 트랩의 효용성이 부각되고 있다.
SWOT 분석을 통해 본 코트디부아르 농업 진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코트디부아
르 농업을 SWOT 분석에 근거하여 살펴볼 경우, 아래 표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강점(Strenghths)
•카카오, 커피 등의 유망 상품 보유
•풍부한 일조량 및 삼림 보유
기회요인(Opportunities)
•정부 차원의 농산물 재배 및 가공산업 육성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관심 및 도입
사례 증가
•현지/외국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수요 증가

취약점(Weaknesses)
•기술/설비 부족에 따른 낮은 생산성 및 수확률,
•원재료 가공 기반 미흡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난망
•일부 작물의 경우 동남아 등의 국가 대비 가격경쟁력
불리
위협요인(Threats)
•유럽계 등 일부 선두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심화
•글로벌 경기 등락에 따른 시장 가격 불안
•COVID19 확산에 따른 수급 차질로 계약 취소 등의
변수 상존

개발도상국답게 1차 산업, 특히 농산물 재배와 관련 산업이 실물 경제 및 고용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원재료 생산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2,3차
가공물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코트디부아르 농업 최대의 화두 및 과제임
에는 틀림없다. 당장 중공업 등의 제조 기반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가공 산업이 제조업 활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은 정
부 차원에서의 산업 육성 정책과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 차원에서 우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한 외국기업과
의 협력을 통한 선진 기술 및 설비/장비 도입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우
리 기업 역시 이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휴장비 지원, 가공설비/기
술 분야 교육훈련 및 노하우 전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당장의 투자 진출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공헌활동(CSR)
활동이나 지식/경험공유 모델(Knowledge Sharing), 1 마을 1 제품 육성 활동
(One village one product) 등의 방식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3일
- 원문출처 : KOTRA해외시장뉴스, 농작물로 승부한다, 코트디부아르 농업 현황 및 시사점 (2020.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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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글로벌
1. (2020년 7월 10일) 우크라이나 밀 수출쿼터와 메밀열매 수출금지 해제, 미
얀마 쌀 수출쿼터 해제로, 7월 10일 기준 규제실시 국가수 11개국으로 줄어
우크라이나는 밀의 수출 쿼터를 6월 30일에, 메밀 열매 수출금지를 7월 1일에
해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밀의 2020/21년도 수출쿼터에 대해서는 8월에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는 쌀의 수출쿼터를 6월 30일에 해
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유라시아경제동맹은 라이맥, 쌀, 사탕수수의 수출금지가 6월 30일에 해제되었
음을 확인하였고, 해바라기종자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수출허가제도를 취하기
때문에 계속 ‘규제실시국가로 카운트된다. 러시아의 밀 등 수출쿼터는 6월 30일
해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유라시아경제동맹으로써는 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
에 계속 규제실시국으로 카운트된다.
이집트는 수출금지하던 품목들이 6월 15일에 칼집강낭콩, 그림피즈, 땅콩 등을
제외한 두류로부터 렌즈콩, 소라콩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7월 10일 기준으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기존 13개국에서 2개국
이 줄어든 11개국이다.
그림. 수출규제 실시국가 현황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我が国における穀物等の輸入の現状｣,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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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7월 15일) 해외 유업체, 시장 수요변화로 일부 중단. 네덜란드
프리슬란드 캄피나 치즈공장, 美 캘리포니아 데어리 유가공장 가동 중단
유럽과 미국에 있는 유가공회사들이 시장 수요변화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일
부 유가공장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낙농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프리슬
란드 캄피나는 최근 동부 RijKevoort 지역에 있는 직원 86명 규모의 치즈 공장 영
업을 오는 10월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가동 중단 사유를 향후
예상되는 수요 감소와 경영상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리슬란드 캄피나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 등에 11,000여개의 목장을 두고
있는 다국적 유가공조합이다. 미국에 있는 유가공회사인 캘리포니아 데어리(CDI)
도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의 유가공장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의 CEO
역시 운영 중단 사유를 지역 유제품 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CDI는 400여개의 낙농가를 운영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지역 우유 공급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해외 유업체, 시장 수요변화로 일부 중단’｢해외뉴스｣ 2020년 7월 15일자
(https://www.dairy.or.kr/news/internationnews/)
- 원문 출처: dairyreporter.com, 7월 2일, 9일자

3. (2020년 7월 16일) Covid-19로 인한 세계 경제 둔화 심화. IHS Markit,
COVID-19로 적어도 2022년까지 세계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IHS Markit은 논평을 통해 COVID-19 대유행은 미국 경제 등 세계 경제의 불
황을 야기하고 적어도 2022년까지 세계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백신의 조기 개발 여부가 경기회복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V자 모
양이 아닌 다른 형태로 경제회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IHS
Markit은 바이러스의 확산-연화 국면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확산 속도에
따라 W자형 회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W자 회복의 발생 가능성을 20~25%로 예
상하고 있다.
복합구매관리자지수와 원자재물가지수가 5~6월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6월 중순 이후 COVID-19 감염자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화주들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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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등 경제활동이 단기간 내에 왕성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 실업률은 3월 14.7%에서 6월 11.1%로 떨어졌지만, 6월의 11.1%는 여전히
2월대비 7.6% 높은 것으로 2월 이후 실업자 수는 1,200만 명 늘었다. IHS Markit
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내
유일하게 선방하고 있는 분야는 주식시장이라고 언급하였다.
IHS Markit은 2020년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6.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세계 전체 GDP는 2019년 대비 5.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
다. IHS Markit은 2020년 유로존 경제가 전년 대비 약 9% 위축되고, 영국 GDP는
12% 감소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일본 GDP는 전년 대비 5.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내수를 토대로 회복
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벽한 회복은 세계적인 수요 부족으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IHS Markit은 일부 제조업은 V자형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강력하고
지속적인 회복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COVID-19로 인한 공급망 소멸과 중
소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V자형 회복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주간해운시장포커스｣Vol. 484(2020년 7월 4주)
- 원문출처: joc.com/trucking-logistics/truckload-freight/joc-uncharted-covid-19’seconomic-drag-deepens_20200716.html (로그인 필요)

4. (2020년 7월 31일) 코로나19로 업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
데 세계 최대 식품 기업 중 하나인 네슬레가 증강현실 기술사용을 확대
코로나19로 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식품기업
중 하나인 네슬레가 증강현실(AR) 기술29)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R 기술이 당초 생산라인의 구성 또는 재설계 유지보수 작업 장비 점검 등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코로나로 출장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됨에
따라, 필요성과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네슬레의 연구개발팀과 공장인부 등 업체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들은 현장방문 없이 원격 데스크톱, AR전용 스마트 안경, 360도 카메라, 3D 소프
트웨어를 활용해 전 세계 공장 또는 시설관계자들에게 원격으로 업무를 지시 또는
29) AR, Augmented Reality. 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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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업체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코로나 이전에도 스위스의 연구개발팀이 태국 즉석
음용 유음료 공장의 생산라인 재정비 및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해 원격으로 업무
를 지원하는 등 AR기술을 활용해왔다”고 하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출장을 줄여 생산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네슬레는 인공지능, 자동화 및 예측분석 등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공급망과
생산라인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4일자
- 원문출처: dairyindustries.com, 7월 31일자

5. (2020년 8월 3일) 각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주요 동향 등
여기에서는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코로나19로 인
한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한 주요 동향을 소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국에서는 청년들이 여름휴가
대신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찾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영국에서 번지는 ‘영
국을 위해 수확하자(Pick for Britain)’ 캠페인에 청년층이 호응한 결과이다. 영국
은 농가 대부분이 인건비가 저렴한 동유럽으로부터 인력을 충원하여 농작업을 하
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자 심각한 농촌 인력난을 겪고 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계절근로자 7~9만 명의 입국이 어려워지자 2020년 5
월 부터 ‘영국을 위해 수확하자(Pick for Britain)’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부터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농촌에선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하며 도시민들에게 농촌으로 올 것을 권유하고 있다.
영국 왕실의 찰스 왕세자도 2020년 5월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동영상을 올려 “국민 여러분도 코로나19로 식량의 중요성에 대해 더 절실
히 느끼셨겠지만 식탁 위의 음식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가을 수확기 때
까지 농촌지역엔 일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 국민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캠페인이 청년들의 관심을 불러온 이유는 휴가 대신 시골로 가는 것이 청년
에게도 그다지 나쁜 선택이 아니며, 이를 두고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영국의 청년층 사이에선 차라리 시골로 가 이색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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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흐름이 생겼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막히자 노동력 부족에 주
산지 농민들이 조명등을 이용해 밤에도 수확작업에 나서고 있다. 일본 최대 양배
추 산지인 군마현 쓰마고이무라는 산을 개간해 만들어져 대부분 가족경영형태로
운영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2020년 3월 중단되면서 심각한 일손 부족 사태에 직면해 일손을 구하지 못
한 농가들이 야간 수확 작업을 강행하고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JA(일본 농
협) 등은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임시 폐쇄된 호텔이나 휴양시
설 등에서 일하던 직원을 농가에 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 특히 고추 수확철을 맞은 영양에서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입국
이 갑자기 막히면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22일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와 함께 계절 근로자의 출국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해
재입국으로 인한 확산 우려가 크다며 380명의 출국을 금지하고, 자국민의 입국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번기 일손 부족은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져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으
며, 함안⋅창녕⋅합천군 농가 등에 따르면 양파, 마늘 수확철인 지난 2020년 5~6
월 하루 임금이 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원 올라있는 상태라고 한다. 농촌
일손 지원에 큰 도움이 되는 대학생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도 끊긴 상황에서 도
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인력중개센터와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가 도시에서 일자
리를 못 구한 50~60대를 알선해 지역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법무부는 2020년
상반기 48개 기초지자체에 4,79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었지만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2020년 하반기에 배정된 991명도 입국이 어려울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 7월 29일 코로나19 대응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 수확철을 앞둔 농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
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1(2020.8.3.)
- 원문출처:
KBS,“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중단…농촌 일손부족 어쩌나”(2020.7.28.)
서울신문, “외국 노동자⋅봉사활동 끊겨 ‘일손 가뭄’에 속타는 농촌”(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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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영국 청년층, “놀면 뭐하니”...휴양지 대신 농촌행” / “외국인 근로자 못 구한 일본 농가들,
야간작업 강행”(2020.7.29.)
동아일보, “丁총리,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코로나로 일손 부족”( 2020.7.29.)
연합뉴스, “정총리 “농촌 일손 부족…외국인근로자 체류 연장”(2020.7.29.)
농민신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계절근로자 전환”(2020.7.31.)

6. (2020년 8월 5일) 미⋅중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다자무역 체제 어려움 가중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통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스트코로
나19 농업통상 전망’ 웨비나(화상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정부,
학계 및 제네바(WTO 본부 소재) 주재 농무관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모여 코로나19
이후 다자무역 체제 변화를 전망하고, 농업통상 부문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중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 다자무역 체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와 관련
미⋅중 갈등은 연초 1단계 합의타결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합의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밖에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제조업의
본국 회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에 다수 국가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WTO 내 디지털 통상
부문의 논의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와는 달리 선진국⋅개도국 간 입장 차이
가 크고 전 회원국 합의가 필요한 현 협상방식을 고려할 때, 당분간 WTO 협상타
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분야, 코로나19
로 인한 농식품 공급체인, 수출제한 관련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협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WTO 내에서 국내조치의 투명성과 통보의무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
지 않아, 한국 등도 이에 따른 통보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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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2(2020.8.10.)
(출처) 농축수산신문, “미⋅중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다자무역 체제 어려움 가중”,
2020년 8월 5일자 기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2(2020.8.10.)

7. (2020년 8월 7일) KREI, 코로나 19이후 세계 곡물 시장의 불안이 높아
진 가운데 다른 어떤 품목보다 사료가 수입 곡물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 분석 발표
코로나 19 이후 세계 곡물 시장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다른 어떤 품목보다 사
료가 수입 곡물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곡물가
격이 사료가격과는 연동이 되나, 축산물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이
수입곡물 가격 변동이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료용 수
입곡물이 사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품목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곡
물 가격이 10% 오를 때 한국 내 전체 물가는 0.39% 상승하는데 비해,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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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만 보면 장기적으로 5.4%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소비자 물가의 경우 곡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만 유의미한 영향을 받
지만, 사료는 곡물 가격 하락 시에도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는(10% 하락 시 4.8%
↓)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의 모든 수입 곡물 가공품에서는 비대칭적 가격 전이 현
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료만 예외라는 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농경연은 이처럼 유독 수입 곡물이 사료물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사료
산업에서 수입곡물이 생산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료업
체들 간 경쟁이 활성화된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곡물 가격과 축산물 소비자
가격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 농경연은 축산물 가
격은 축산물의 생산비를 반영한다기보다 주로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 양돈타임스, ‘수입 곡물 값 변동, 사료값과 직결’, 2020년 8월 7일자 기사(http://www.pigtimes.
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13)

8. (2020년 8월 10일)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두 달째 상승, 곡물가격은
안정세라고 발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두달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유제품⋅유지류 가격이 수요
증가에 상승한 반면, 육류 가격은 하락했다. 곡물은 옥수수 가격 등이 올랐지만 아
직까진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94.2로 전월대비 1.2%(1.1
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식량가격지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위축으
로 1월 102.5에서 5월 91.0까지 떨어졌지만 6월 93.1로 반등한 후 2개월 연속 상
승했다. 품목군별 가격지수를 보면 곡물은 96.9로 전월대비 0.1% 상승했지만 아
직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FAO는 평가했다.
쌀 가격은 올해 생산 증가 전망과 경제활동 침체로 하락하며 최근 4개월 내 최
저치를 기록했다. 밀 가격은 달러화 약세와 저조한 교역 활동, 유럽⋅아르헨티나
⋅흑해 지역 생산 감소 전망 및 호주 생산 증가 전망 등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
다. 옥수수와 수수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3.7%, 5.8% 올랐다. 이는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수수 대량 구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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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은 101.8로 전월보다 3.6% 올랐다. 전지분유 가격이 아시아 지역 수입 수
요 증가에 상승했고, 버터⋅치즈는 수출 공급이 감소하는 반면 유럽 수입 수요가
늘면서 오름세를 지속했다. 유지류(93.2)는 한 달 새 7.6% 급등하며 최근 5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다.
팜유 가격은 집중호우로 주요국 생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수요는 높아
2개월째 상승했다. 대두유는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 내 공급 감소, 유채씨유는 유
럽연합(EU) 바이오디젤⋅식품 부문의 수요 증가로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 설탕
은 1.5% 오른 76.0으로 조사됐다. 설탕 수출 2위국인 태국이 극심한 가뭄으로 생
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영향이다.
육류는 한 달 새 1.8% 하락한 93.0에 머물렀다. 돼지고기⋅쇠고기는 주요 수출
국 생산이 둔화했지만, 국제 수요가 더 낮아 가격이 내렸고, 양고기도 수요 위축에
상승폭이 낮았다. 가금육은 브라질 생산 감축 영향에 5개월 만에 상승했다.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출처) 이데일리, ‘세계식량가격지수 두달째 상승, 곡물가격은 안정세’, 2020년 8월 10일자 기사
- 원문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6984662586600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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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년 8월 18일) 올해 세계 우유의 날, 코로나 19로 기념행사는 오프
라인으로 개최 어려워 온라인 또는 비대면 간소 행사로 축소, 온라인
행사 및 이벤트 크게 증가
올해 세계 우유의 날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참여 는 행사는 크게
줄었으나, 온라인 축하 행사와 이벤트는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우유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세계낙농플랫폼(GDP)이 최근 발표한 2020
세계 우유의 날 행사 결과 리포트를 살펴보면, #EnjoyDairy를 포함한 40여개 해
시태그의 노출횟수는 842백만 건으로 작년 664백만건 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 긍정적 표현 또한 64%로 작년 60%보다 4%늘었고, 부정적 표현은 2.5%로
작년 4%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활용한 포스팅 건수도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Worldmilkday를 이용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포스팅 건수는 6만
2천 건으로 작년 5만 건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행사의 경우 작년에는 68개국에서 426개의 기념행사가 열렸으나, 올
해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행사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 세계 104
개국에서 온라인 축하행사 또는 간소한 비대면 행사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18일자
- 원문 출처: Global Dairy Platform, 8월 4일자

10. (2020년 8월 18일) EIU 10대 글로벌 리스크 선정 발표
이 부분은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10대 글로벌 리스
크”(2020.7.27.)의 내용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농업 관련 내용만을 발췌하여 작성
하였다.
The Economist誌의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20년 7월 1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 ‘코로나19 대응이
국가 부도로 연결될 위험’ 등 10대 글로벌 리스크를 선정하였다. 10대 글로벌 리스
크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신규 항목이 7개를 차지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위험 강
도30)를 보이는 항목이 2개를 차지하는 등 전년 대비 위험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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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2020년 상반기에 집중되고, 연중반부터는
봉쇄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며, 부분적인 경제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
다. 그러나 EIU는 이 같은 전망에 2가지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 번
째, 치료된 환자의 면역 생성 미흡, 2⋅3차 확산 발생 등으로 2020년 연중 바이러
스가 통제되지 않는 것. 두 번째, 코로나19 확산과 상관없는 것으로, 노동시장이
반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여행과 비필수재 수요가 감소된 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다. 두 번째의 경우 글로벌 서비스 부문의 수입 감소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기업
부도 발생, 실업 유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가 2021년까지 연장되고, 디플레이션 악
순환31)에서 빠져나오는데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대응이 국가 부도로 연결될 위험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Very High,
영향력 Very High로 보았다. 코로나19 관련 공포와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안전자
산인 달러화로 자본이동이 발생하여, 신흥국 통화가치가 이미 하락하고 있으며,
기존에 대규모 달러화 표시 부채가 있으며, 향후 경기 악화 방지를 위해 추가 차입
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통화가치의 하락이 심화될 경우 국가 부도로 이어질 우려
30) 강도란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종합한 리스크 강도를 의미하며 최고점은 25점
31) 디플레이션 악순환(deflation spiral): 물가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
되어 물가하락이 추가적으로 심화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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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보았다.
미-중 무역분쟁에 의한 글로벌 경제 분열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Very High,
영향력 High로 보았다. 2020년 1월의 미-중 1차 무역합의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여력 소진에도 불구하고, 기술 부문에서의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중국책임론 제기, 중국의 지정학적
관계 구축을 위한 구호물자 제공 등에 의해 코로나19가 양국 간 긴장 제고가 가능
하고, 또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지 못하도록 미-중 양국이 제3국을 압박할 가능성
이 있다고 보았다.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양분되는 것은 초기에는 느리게 진행
될 것이나 장기적 영향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무역이 반세계주의 정책으로 회귀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High, 영향력
High로 보았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주의적이고 반세계주의적인 정책 흐름이 나타
나고 있으며, 상품 및 사람의 이동에 대한 국경통제가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서유럽, 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지 등 개방적인 국가들조차도 세계화에 반하는 정
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EIU는 경제에 관한 국가주의의 부상으로 국제 교역이 타격
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반세계화 흐름의 경고 신호로 두 가지를 언급하
였다. 첫 번째, 국내 공급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재고를 축적하는 것, 이러한 움직임은 원활한 교역 흐름을 방해
하고 기업들이 공급망과 시장을 국내화하는 데 집중하게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두 번째, 식량, 의약품 등의 국내 생산 및 자급자족 증대와 해외조달 불안 경감을
위해 정부가 투자 및 관-민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것이다.
2021년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실패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High, 영향력
Moderate로 보았다. 글로벌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백신 개
발과 배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2021년 말에나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백신배포 이후에야 여행 제한 및 봉쇄의 영구적인 종료가 가능하다
고 본 것이다.
예상보다 작은 코로나19 피해로 세계경제가 급반등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Low, 영향력 Very high로 보았다.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
우 코로나19의 세계경제에 대한 충격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
광범위한 검사를 통하여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겪었다는 사실을 발
견하는 것, 둘째, SARS의 경험을 토대로 신속한 백신개발 절차가 마련되었기 때
문에 예상보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는 것, 셋째, 성공적인 백신의 개발로 여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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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봉쇄가 완화되어 여행, 숙박 등 서비스업 부문의 빠른 반등이 나타나는 것 등이
다.
걸프 긴장이 미-이란 충돌로 변형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Moderate, 영향력
Moderate로 보았다. 2020년 1월 미국의 이란 사령관 암살32)로 미국과 이란의 갈
등이 고조되었으며, EIU는 양국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하였다. 그러나 유가 하락,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이란 경제가 충격을 받은 가
운데 현 정권이 성난 민심을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단결시키기 위하여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우려는 있다고 보았다.
공급망 붕괴로 2020~2021년 예측불가능한 물가 급등 발생에 대해서는 발생가
능성 Moderate, 영향력 Moderate로 보았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세계 전반에 미
침에 따라 위생용품과 식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크게 넘어서는 등 2020년 내내
공급망 붕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2020년 말에 일부 국가에서 바이러
스가 통제되어도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통제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였
다.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많은 나라에서
이동 및 여행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바이러스 확산 국가의 수요
급증(위생용품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정책의 불일치로 인하여 관련된 공급망
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 2020~2021년에 걸쳐 예상치 못
한 물가 급등 발생 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특히, 식
품이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이 특징인 전자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권위주의 강화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high, 영향력
Low로 보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엄격한 봉쇄정책이 펼쳐지고 정부의 통제가 강
화되면, 권위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서구권 국가와 비교할 때 중국은 여행 제한
과 감염 추적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제한에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브라
질, 인도, 터키 등과 같이 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여준 국가의 지도자들이 사회⋅경
제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장기화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32) 2020.1.3일 미국의 바그다드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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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에 따른 인터넷 기능 저하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Moderate, 영향
력 Low로 보았다. 사이버 공격은 가해자 식별이 어려운 반면, 낮은 비용으로 큰
잠재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을 표출하는 방식으로서 선호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3(2020.8.18.)
원문 출처: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10대 글로벌 리스크”(2020.7.27.) 및 EIU(Economist Int
elligence Unit),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 ‘코로나19 대응이 국가 부도로 연결될
위험’ (2020년 7월 27일자)

11. (2020년 8월 24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물 등 쓰레기 배출 크게 줄
어. 가정 소비 늘고, 패스트푸드 주문 줄어...소비패턴 변화 지속시 기
후변화 완화에 도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쓰레기 배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 소비자들이 코로나 봉쇄기간 동안 가정
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음식물 낭비도 줄였을 뿐 아니라, 무엇
보다 패스트푸드 소비가 줄어 음식물과 포장재 쓰레기 배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농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대유행 기간 동안 91%의 소비
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바로 패기하지 않고 검사 후 이상이 있을시 패기하
고 있다고 답했고, 가정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거의 먹고 있으며, 식재료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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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매일 냉장고를 뒤진다는 응답자도 상당수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쓰레기 배출 감소로 기후변
화 위기 대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에 따르면, 매년 세계 식량의 1/3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썩는 음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차지해, 도로교통에서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
고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24일자
- 원문 출처: thedairysite.com, 8월 19일자

12. (2020년 8월 28일) ASF‧코로나 협공에 세계돈육 시장 불확실성 가중,
작년 이어 올해도 세계 돈가 이상 흐름, EU‧美 돈가 성수기에 하락,
생산도 불안, 中, 수입 육류 검사 강화해 수출국 긴장, 발병 추이가 주
요 변수돼 예측 어려워
돼지 전염병인 ASF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 19라는 신종 전염병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돼지고기 시장을 연이어 강타하였다. 그 결과 최근 세계 돼지고기 시장은 높
은 변동성 속에 단 한 달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만 남은 시장이 되었다.

■ ASF 엎친데 코로나 덮쳐
지난해 한돈시세 약세가 본격화되며 연평균 가격이 13년 이후 처음으로 4천 원
대 이하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보다 지난해는 4월 돼지 값이 5~6월보다 높았고,
9월에 연중 최고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더 이례적이었다. ASF가 주원인이었
다. 18년 중국에서 발생한 ASF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입 감소가 예견되면서 4
월 가수요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국내서 ASF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이동제
한으로 공급물량이 줄어 대표적인 저돈가 시기인 추석 이후 돼지 값이 오히려 급
등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그리고 올해도 ASF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수입을 늘리면서
세계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이 감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코로나 19라는 변수가 하나 더 얹혀졌다. 예
상치 못했던 가정 내 한돈 수요를 이끌어낸데 이어 재난지원금까지 더해지면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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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돈 가격은 5천 원대까지 치고 올라설 수 있었다. 그렇게 코로나는 6월보다
5월 돼지 값이 더 높은 또 하나의 예외적 사례를 만들었다.
그런데 안정화 되는 듯 보이던 코로나가 최근 재확산되고 있다. 경제 전반에도
악재가 되면서 한돈시장도 코로나 재확산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전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지금까지 코로나가 한돈시장에 미쳤던 여파와
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어서다.

■ 세계 양돈시장도 혼란
ASF와 코로나가 겹친 양돈시장의 혼란은 세계, 특히 주요 수출국에서 더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다. 돼지 값의 등락 방향은 다르지만 모두 두 개의 전염병이 주된
이유라는 점에서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먼저 EU(유럽연합)의 돼지 값은 지난해
3월부터 대 중국 수출 증가 효과로 치솟으면서 올 초 전년 동월 대비 40%에 육박
하는 상승폭을 보였다. 그러던 돈가가 코로나로 인한 소비 저조로 하락, 계절적 흐
름을 역행하며 내림세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5월 평균 돈가(162유로/100㎏)가 3월(190.96유로)에 비해 15% 가량 떨
어졌고, 지난해 대비로도 6% 낮았다. 여기다 6월 중순 코로나로 인해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에서 최대 돼지고기 생산시설 폐쇄까지 겹치면서 7월 152유로까지
떨어졌다.
미국은 중국의 ASF 특수를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코로나를 만나 고전 중이다.
그동안 무역분쟁으로 EU에 비해 對중국 수출이 크게 늘지 못했지만, 지난 1월 중
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듯했다. 4월말 현
재 대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양돈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 혼란 그 자체이다.
5월까지 월평균 돼지고기 지육 도매시세(100㎏)를 보면, 165달러→147달러→161
달러→134달러→226달러로 등락을 반복하였다. 그러던 돈가는 6월 152달러로 급
락한 이후 7월 148달러로 추가 하락하며 약세가 굳어지는 모양새다.
코로나로 인한 돼지고기 공급망의 혼란과 외식 등 소비 시장의 침체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특히 최근의 저돈가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미국의 올해 생산량이 당초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중국은 ASF가 올해도 양돈시장에 가장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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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돼지고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
국 농무부는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의 수입량이 440만 톤으로 지난해
보다 79.5% 가량 늘 것으로 추산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코로나 유입 방지
를 이유로 수입 육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실제 수입 중단 조치들을 단행하
고 있다.
동시에 미국, EU 등 수출국에서 최근 코로나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자칫
코로나 사태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돼지고기의 세계 교역이 다른 양상으로 이끌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여전히 중국은 돼지고기가 부족하고, 따라서 중
국의 수입량 증가와 이에 따른 수출국들의 대 중국 수출 증가 전망은 유효한 상황
이지만, 코로나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이다.
라보뱅크는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ASF가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 가장 큰 변수이
나 최근 전 세계적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망에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였
다. 그러면서 ASF와 코로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글로벌 돈육 시장의 주요 불확실
성으로 △가공공장 폐쇄와 관련된 생산 손실 및 운영 둔화 △미중간 지속적 긴장
관계 △독일 등 유럽 주요 생산국의 ASF 발생 위험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향후 추가 확산 등 발병 추이를 예단하기 힘든 ASF와 코로나가 한국
을 비롯한 세계 양돈시장에 주요 변수가 된 만큼 당분간은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
실성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양돈타임즈, ‘ASF‧코로나 협공에 세계돈육 시장 불확실성 가중’, 2020년 8월 28일자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83)

13. (2020년 8월 31일) 라보뱅크, 뉴노멀 시대 식품업계 4대 혁신 트렌드
발표. 산지직송 E-Grocery 시장 확대, 식품손실 절감 기술, ICT 도입
확대 등
코로나19로 식품업계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라보뱅크가 식품 및
농업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인 푸드바이트(FoodBytes!)를 통해 뉴노멀 시대에
대비하는 식품산업 혁신 트렌드 4가지를 발표하였다.
첫째, 산지직송 E-Grocery 확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
면서 온라인을 통해 중간 유통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식료품을 유통하는
E-Grocer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투명한 온라인
식품공급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고, 이 분야에 새롭게 뛰어드는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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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업도 늘고 있다.
둘째, 식품손실 절감기술. 현재 식품생산량의 30%에 달하는 식품손실이 코로나
장기화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발 식품
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일부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이력 추적기술 개발 등 다양한 신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셋째, ICT 정밀농업. 노동력 부족 해결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
한 정밀농업과 농업용 로봇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 검증이 부족
하고 도입 비용도 높아 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끝으로 식물성 대체식품 성장. 코로나 확산 이후, 동물성 식품소비의 지속가능
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슬레 등 많은 기업에서 통곡물을 활용한 식물성 육류 등 신제품
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라보뱅크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변화에 산업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만큼 우리도 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31일자
- 원문 출처: foodnavigator.com, 8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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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5> 코로나 관련 정보 제4편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4)1)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Ⅰ. 북미
[미국]
1. (2020년 8월 6일) 미국 농무성, 쇠고기 가공 처리장 화재와 신종 코로
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쇠고기 시장에의 영향 조사 결과를 공표
미국 농무부(USDA)은 7월 22일 가축⋅식육⋅가금업계가 관계하는 시장의 형평
성, 경쟁성을 확보하는 대처의 일환으로 쇠고기 가격과 비육우 가격의 가격차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는 타이슨 사의 쇠고기 가공처리시설 화재 전
후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발생 이전과 대유행 기간의 시장
상황, 비육우 가격 및 쇠고기 가격, 그 가격 차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다.

캔자스 주 홀컴에 소재한 타이슨 사 쇠고기 가공처리장 화재로 인한 영향
2019년 8월 9일에 발생한 화재로 캔자스 주 홀컴의 타이슨 사 쇠고기 가공처리
시설이 4개월간 폐쇄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육용우 시장
과 가공처리 체제에 혼란이 생겼다. 이 처리시설은 미국의 쇠고기 처리능력의 약

* huhduk@krei.re.kr
*** ryun013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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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3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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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를 차지했다.
화재 발생 후에는 비육우 가격과 초이스 등급 가격(컷아웃 밸류2))의 가격차(이
하, ‘2점 차이’)는 100 파운드당 67.17달러(79,587원, 1킬로그램 당 158엔
=1,749.6원: 1미국 달러=107엔=1,184.86원3))로 시세 보고 제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최대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화재 전 쇠고기 시장의 경향이나 상황, 9월 첫 번째 월요일의
명절인 레이버 데이를 포함한 주말을 위한 계절적 수요, 이 처리시설 폐쇄에 대한
패커, 생우 판매업자, 쇠고기 구입업체의 반응, 비육우 가격과 초이스 등급 가격의
영향이 고찰되어 있다.
주된 견해는 다음과 같다.
• 화재가 발생한 8월 상순은 명절인 레이버 데이(9월 2일) 주말을 위해 쇠고기
에 대한 수요가 계절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와 겹쳤다. 통상, 대다수 소매업자
는 가격 설정이나 판매 촉진의 결정을 레이버 데이 몇주 전에 실시한다.
• 비육우 선물 가격이 화재 직후에 크게 하락했다. 그 뒤 비육우 시장도 계속 가
격이 하락했다.
• 화재 후, 패커는 주로 토요일과 축산 시프트를 추가함으로써, 도축 처리량을
증가시켰다.
• 화재 직후 비육우의 상대 거래 건수와 비율이 현저히 감소했다.
• 이 처리 시설 폐쇄는 쇠고기 가격과 비육우가 격의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었
다. 8월 24일로 끝난 주 2점 차이는 100파운드당 67.17달러(79,587원, 1킬로
그램 당 158엔=1,749.6원)이었는데, 2016년부터 2018년 같은 기간의 2점 차
이의 평균치는 이 27.66달러(32,773원, 동 65엔=719.8원)이었다. 때문에 화
재에 관련된 2점 차이는 과거 3년 이 기간 평균치의 2. 4배가 되었다.

COVID-19 대유행에 따른 영향
미국의 COVID-19는 육용우 시장 및 가공처리 체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4월 마지막 주 시점에서 쇠고기 처리시설의 종업원이 COVID-19에 감염된
영향으로 피크 시에는 미국 쇠고기 처리 능력의 약 40%가 휴지 상태에 빠졌다. 그
2) 각 부분육의 도매가격을 1마리의 고기로 재구성한 지표 가격.
3) 달러 대 원화 환율은 1달러=1,184.86원(2020년 8월 26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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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COVID-19가 대유행한 기간에는 2001년 현재의 가격보고제도가 시작된 이
래 최대로 100파운드당 279달러(330,576원, 1킬로그램 당 658엔=7,286원) 초과
인 2점 가격차를 기록하였다.
이 보고서는 COVID-19 발생 전과 발생 중의 시장 상황,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기간의 데이터에 근거한 비육우 가격과 쇠고기 가격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주된 견해는 다음과 같다.
• 3월 COVID-19 대유행에 대한 시장의 반응의 특징은 쇠고기 수요가 급격히
변화한 것이다. 소비자에 의한 식료품 가게에서 신선 쇠고기 구입이 증가하
고, 외식 수요는 가게 안에서의 음식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감소했다.
• 3월은 패커가 풀 가동하고 쇠고기 가격은 상승한 반면, 비육우 가격은 크게
변동했다.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까지 2점 가격차는 100파운드당 34달러
(40,285원, 1킬로그램당 80엔=885.8원)에서 동 66달러(78,200.8원, 동 156
엔=1,727.4원)으로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18년 같은 기간의 2점 차이의 평
균치는 동 21미국 달러(동 50엔=553.6원)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 4월과 5월은 많은 처리 시설 종업원이 COVID-19에 감염되는 바람에 쇠고기
공급에 심각한 혼란이 생겼다. 처리 시설 폐쇄나 처리 능력의 저하는 쇠고기
생산과 패커의 비육우 수요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육용우 수요 감소가 비육
우 가격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4월에는 식료품점에서 쇠고기 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로
소비자 소매 수요가 더욱 급증했다. 공급의 혼란 및 추가 수요의 급증이 쇠고
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일으킨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처리시설 폐쇄나 처
리능력 저하가 확대되면서, 패커는 육용우 구매 두수를 감소시켰다. 4월 상
순부터 5월 제2주까지 2점 차이는 동 66달러(동 156엔=1,727.4원)에서 동
279달러(동 658엔=7,286원)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실제로 4.2배가 되었다.
• 5월은 음식점이나 다른 경제 활동이 서서히 재개하고 외식 및 소매 식료품의
쇠고기 수요가 통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또 처리시설 폐쇄나 처리
능력 저하도 완화됐다. 쇠고기 가격은 5월 제2주에 절정을 맞아 동 459달러
(동 1,083엔=11,992원)가 됐지만, 6월 제1주까지 동 298달러(동 703엔
=7,784원)까지 하락했다. 비육우 가격은 2020년의 가격이 저렴했던 4월 하순
동 154달러(동 363엔=4,019.5원)에서 6월 제1주에는 동 179달러(동 422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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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원)까지 상승했다. 그 결과 2점 차이는 5월 중순 동 279달러(동 658엔
=7,286원)에서 6월 초순에는 동 119달러(동 281엔=3,112원)까지 축소되었다.
2점 차이가 향후에도 축소할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본 보고서의 공표에 있어서 USDA의 퍼듀 장관은 “캔자스 주 홀컴 타이슨 사의
쇠고기 처리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후 폐쇄와 COVID-19 대유행은 미국산 쇠고기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시장과 가공처리 체제를 분명히 혼란시켰다. 이 보고서에
서는 이들의 경제적 혼란이나, 화재나 COVID-19의 결과로서 생긴 쇠고기 가격과
비육우가격 차이가 현저한 확대를 보이는 데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 보고서를 공
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반면, 패커, 스톡야드 법4)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지 판
단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생산자에게 보증한다. 어떠한 불공정 행위가 확
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참조]
‘大規模牛肉加工処理施設で火災発生（米国）’海外情報（2019年 8月 22日発）(https://www.alic.go.
jp/chosa-c/joho01_002500.html)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拡大に伴い牛肉市場は依然として混乱’（｢畜産の情報｣2020年7月号）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214.html)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海外情報, ‘米国農務省、牛肉加工処理施設火災と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
症の牛肉市場への影響調査結果を公表（米国）, 2020년 8월 5일자
- 원문출처: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57.html

2. (2020년 8월 27일) Tabs Analytics, 미국 식품⋅음료 소비자 행동 분석
연구 결과 발표. 코로나19로 소비자들 가격에 민감해지고, 세일 찾는
경향 확대
시장조사업체 Tabs Analytics는 지난 8월 12일 온라인으로 제 8회 식품 및 음
료에 대한 소비자 가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Tabs Analytics의
설립자이나 대표인 컬트 제타(Kurt Jetta) 박사가 연사로 나섰다. Tabs Analytics
는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3~2020년까지 매년 8월 음료 및
4)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평한 가축 거래나 가격 형성 등을 금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21년에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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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했다.

미국 식품시장에서 선전한 품목은
코로나19로 미국 소비자들의 식품별 구매빈도 트렌드도 바꿔놓았다. 제타 박사
는 지난 수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가당음료 구입은 지난해보다 16% 급증한 반면,
스포츠드링크와 생수는 작년보다 구입 빈도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가당음료와
함께 짠맛을 가미한 스낵류, 냉동피자, 쿠키 구매 빈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간식
거리와 보관이 긴 냉동식품을 선호하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식품과 음료 구입이 늘어난 것은 헤비바이어(Heavy Buyer, 이 조사에서는 15
개 식품⋅음료 품목의 구입 빈도에 따라 1~5점을 매겨 총합이 55점을 넘는 소비
자를 의미) 비율의 증가에서 기인했다. 2018년 27%였던 헤비바이어는 2020년
34%로 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라이트바이어(Light Buyer)는 33%에서
24%로 감소했다. 2019년 비슷했던 헤비바이어와 라이트바이어의 비율은 올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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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비율이 크게 벌어졌다.

대체로 자녀를 둔 가정의 헤비바이어 비율이 자녀가 없는 가정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자려를 둔 가정의 48%가 헤비바이어였고, 무자녀 가정의
헤비바이어 비율은 2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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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가 제공하는 할인행사 기회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
됐다. 제품 구매 시 연간 할인 딜(deal)을 0~1개 이용하는 소비자 비율은 2019년
24%에서 2020년 17%로 감소했다. 대신 2~6개를 이용하는 미디움 딜 소비자는
63%에서 69%로 늘었으며, 7개 이상 딜을 이용하는 헤비 딜 소비자는 같은 기간
16%에서 17%로 소폭 증가했다. 제타 박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딜
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라며 “대량 실직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가격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형태의 딜은 월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이 내세운 최저가 가격
정책(ELPE: Everyday Low Pirces)로 2020년 이 딜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소비
자 비율은 2019년 59%에서 2020년 67%로 증가했다. 이밖에 우편으로 슈퍼마켓의
할인상품이나 쿠폰을 제공하는 전단지 제공 방식(36%→43%), 대량구매 할인(34%
→43%), 신문이나 잡지 등에 슈퍼마켓 전단지를 끼워서 배달하는 방식(FSI: Free
Standing Insert) (21%→25%) 등이 가장 큰 폭으로 사용이 증가한 딜로 꼽혔다.
제타 박사는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슈퍼마켓
전단지를 확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으며, 장을 보는 횟수를 줄이는
대신 과거보다 더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향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고 말
했다.

코로나19로 급부상한 온라인 식품점 산업, 승자는 월마트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 온라인 식품점 이용객이 급증한 가운데 온라인 전자상
거래를 통한 식품과 음료 구입 분석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Tabs Analytics는 온
라인 식품점별 소비자 이용횟수 조사결과(추정치) 월마트가 아마존을 앞질렀다고
발표했다. 2020년 이용횟수 기준 추정 점유율은 월마트가 30%로 가장 높았고, 아
마존이 27.1%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월마트와 아마존 모두 전년대비 점유율은
하락했다. 2019년 월마트와 아마존 점유율은 각각 30.4%와 32.6%였다. 제타 박
사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식품점 이용횟수 조사에서 월마트, 아마존, 타겟 의 소비
자 이용횟수 비율이 감소한 반면, 프레시다이렉트,넷그로서, 피아포드, 인스타카
트 같은 소규모 기업들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밝혔다.
기타로 분류된 소규모 온라인 식품점 시장 점유율은 2019년 7.9%에 불과했으나,
Tabs Analytics의 올해 추정치는 1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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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과 월마트, 타겟 같은 대형 업체들의 온라인 식품 고객들의 재구매 빈도
가 일반 식품점과 기타 온라인 식품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6회 이
상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아마존 고객은 2019년 39%에서 2020년 44%로 증
가했고, 월마트도 43%에서 48%로 늘었다. 같은 기간 타깃 역시 31%에서 38%로
그 비율이 증가했다. 반면 일반 식품점은 66%에서 53%로, 기타 온라인 식품점은
51%에서 39%로 감소했다. 제타 박사는 “보통 이 비율이 75%는 넘어야 비즈니스가
성공궤도에 진입했다고 본다”며 “75%는 일정 고객 이상이 이미 습관적으로 쇼핑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Tabs Analytics는 온라인 식품점이 전통적 방식의 오프라인 슈퍼마켓을 대체하
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이며, 오프라인 매장은 매년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사점
미국 식품 및 음료 소매판매는 향후 성장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
나19로 가정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해 식사를 준비하고, 재택근무와 홈스쿨링 인구
가 증가하면서 가정 내 스낵류 및 음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식
품 및 음료 수출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보기 방식과 선호하는 품목에 변화가 있는 만큼 성공적인
미국 진출 및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타깃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구입하는지 조사하고 소비자 행동을 분석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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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당음료와 짠맛을 가미한 스낵류의 판매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장기적으로 생수, 스포츠 음료, 새로운 종류의 냉동식품 등의 성장
세도 기대된다. 또 자녀를 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헤비바이어의 비율이
두배 가까이 높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제타 박사는 많은 식품점들이 프로모션
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소비자들이 세일과 딜을 찾는 시
기라며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조언했다.
딜과 헤비바이어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딜 전략을 통해 헤비바이어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크게 주목 받은 온라인 식품점 채널이 큰 주목
을 받았으나 오프라인 식품점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
다.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미국 식품⋅음료시장 소비자 행동 분석’, 2020년 8월 27일자 게재
- 원문자료: Tabs Analytics

3.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로 올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오후 매장쇼핑
사라질 전망. 소매업체들, 10월부터 연말 세일 돌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매기업의 영업 여건과 소비자 쇼핑행태가 바뀌면서 올
해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시즌의 모습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연말 쇼핑시즌은 소매
업계 최대 대목인 만큼 소매업체들은 전염병 확산 속에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쇼핑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판매 채널 전략도 다시 쓰고 있다.

달라지는 2020 블랙프라이데이 오프라인 쇼핑 풍경
가족⋅친구와 함께 추수감사절 저녁을 먹고 함께 쇼핑몰을 찾았던 미국인의 블
랙프라이데이 쇼핑 풍경이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이 달라질 전망이다.
매년 추수감사절 오후부터 밤샘 영업을 했던 대형 소매업체들이 추수감사절 당
일(11월 26일) 휴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월마트가 추
수감사절 매장 휴점을 공지한 이후 타겟, 베스트바이, 베드배스앤비욘드, J.C.페
니, 딕스 스포팅굿즈 등 주요 소매체인점들이 이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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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하탄 메이시스 플래그십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 모습

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직접 촬영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금요일 새벽부터 시작
됐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매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점시
간을 추수감사절 오후로 앞당겨 모객에 열을 올렸다. 지난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의 시작=추수감사절 오후’의 룰을 코로나19가 바꿔 놓을 것
으로 보인다. 소매 컨설팅업체 글로벌데이터의 닐 사운더스 매니징 디렉터는 “현
재 상황에서 매장으로 인파를 끌어들이는 것은 소매업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
며 “소비자들이 최대한 안전한 쇼핑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방
법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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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 블랙프라이데이 오프라인 매장 쇼핑객
(단위: 백만 명)

자료: National Retail Federation, Prosper Analystics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 세일 시즌이 이르면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
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쇼핑객을 분산시켜 안전하게 매장을 운영하면
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최대한 세일 기간을 연장해 소
비자들이 충분한 연말 쇼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시
에서 가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K대표는 "매장 쇼핑 상황이 예년과 달라 10월 말
할로윈데이가 끝나면 바로 연말 세일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업계가 일찍 시작될
연말쇼핑 시즌 준비로 예년보다 더욱 분주하다"고 말했다.
소매업체들은 블랙프라이데이 당일에 매장으로 인파가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염병 감염위험 차단을 위한 사회
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매장 복도의 한 방향 통행 등을 안내하는 데 추가 인
력을 투입하고 쇼핑몰 주차장을 야외 매장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야외 매장
은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해 임시 매장을 마련, 제품을 진열하고 직원이 결제 단말
기를 들고 다니며 소비자들의 계산을 도와주는 운영 방식이다.

연말 세일, 온라인 판매에 사활
오프라인 매장 운영 사정이 예년 같지 않은 탓에 연말 쇼핑시즌 소매업체 승패
는 온라인 판매에 달렸다. 유통업체들이 블랙프라이데이 훨씬 이전에 연말 세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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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고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 트래픽 올리기에 열을 올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형 소매체인인 타겟은 올 연말 쇼핑시즌에 맞춰 2
만여 개의 제품을 웹사이트에 추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말 쇼핑시즌 온라인 매출 비중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e마케터에 따르면 지난
해 1조 달러 규모의 연말 쇼핑 매출 중 온라인 판매가 차지한 비율은 14%로 2016
년 10%에 비해 4%포인트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비중은 큰 폭
의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물류 시스템으로 연말 시즌에 집중되는 물동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와 수요 급증에 따른 운송비 인상이다. 페덱스, UPS 등 주요 배송업체들은 코로나
19로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배송량이 이미 연말 쇼핑시즌을 넘어
섰다며 배송료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마켓플레이드 펄스의 주오자스 카지우케나
스 설립자는 “올해 4분기는 전자상거래 업계에 기념비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도 “인프라가 이를 받쳐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매업체들이 온라인 주문, 오프라인 매장 픽업(Store Pickup)과 커
브사이드 픽업(Curbside Pickup, 매장 밖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을
픽업할 수 있도록 갖춘 시스템. 소비자의 매장 출입을 최소화하는 리테일 전략) 시
스템을 강화하고 이 같은 방식의 소비자 구매를 유도할 예정이다. 가정배달로 발
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배송기간 지연의 위험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이미 타겟과 월마트 같은 대형 소매점들은 커브사
이드 픽업 옵션을 확대했고 베스트바이도 컨택트리스 픽업 시스템을 지난 3월 구
축했다. 베스트바이는 또 효율적 온라인 판매를 위해 전국 250개 매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과 주문처리 기능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이 적
용되면 베스트바이의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자와 가까운
매장에서 주문제품을 소비자에게 발송한다.

시사점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시작됐던 연말 쇼핑시즌이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
으로 그 시작이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 쇼핑기간을 최대로 늘려 시
간을 벌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대목을 겨냥한 한국 수출기업들도
올해는 일찍 시작되는 세일 시즌에 맞춰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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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특히 온라인 매출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e마케터는 올해 2월
연말 쇼핑의 온라인 판매가 전년대비 13.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팬데믹 상
황을 고려하면 이보다 그 증가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각 지역별 상황
과 품목에 따라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지 직접 매장을 찾을지는 달라질
수 있다. 지역 프로그램 광고 및 DSP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심플리.파이는 올 연
말 쇼핑시즌 전략의 가장 큰 과제로 소비자의 온⋅오프라인 구매 행동을 예측을
꼽기도 했다. 배송료 인상과 배송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
다 적절한 옴니채널 전략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의존도가 커지는 것은 한국 기업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새로운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가 확대되
고 있고 특정지역을 넘어 시장을 미 전국으로 넓혀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코로나19,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어떻게 바꿀까’, 2020년 9월 4일자
게재
-원문출처: Bloomberg, National Retail Federation, USA Today, Chicago Tribune, eMarketer,
homeworldbusiness.com. fool.com, Simpli.fi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4. (2020년 9월 14일) 코로나 확산으로 면역력 증진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
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美, 면역식품 관심고조로 프로바이오틱스 소
비 급증
코로나 확산으로 면역력 증진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 섭취량이 급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한 화학회사가 코로나 확산 초기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마케팅 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소비자들의 프로바이오틱 보충제 섭취량이 6개월 전에 비해 66%나 증가하고, 일
일 섭취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일 또는 그 이상 복용하는 소비자도
37%에서 61%까지 늘었고, 일주일 평균 섭취 횟수도 3.57회에서 5.35회로 증가했
다.
이번 조사는 이탈리아와 중국에서도 실시되었는데, 두 국가 모두 지난 5월 프로
바이오틱스 섭취량이 6개월 전 대비 각각 188%, 108%나 증가했다. 연령대 별로는
미국은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났고, 이탈리아는 50대 미만, 중국은 50대 이상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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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면역력에 대한 소비자들
의 관심이 크게 늘어 프로바이오틱 보충제의 시장가치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말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美, 면역식품 관심고조로 프로바이오틱스 소비 급증’, 2020년 9월 14일자
- 원문출처; nutraingredients-usa.com, 9월 3일자

5. (2020년 9월 14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담 및 농가 스스로 정보제
공 도구를 통해 지원 정책 찾고, 관련 서류 마련 등 유도 위해 재해지
원발견도구 운용
미국 농무부는 농가대출발견도구(Farm Loan Discovery Tool), 농업계절노동
자비자진행상황확인(H-2A Visa Case Tracker), 재해지원발견도구(Disaster
Assistance Discovery Tool)를 제공하고 있다(https://www.farmers.gov/). 웹
상에서 제공되는 도구들은 이주 농업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영어와 스페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원 정책 상담 인력의 감축으로 비대면 상담 및
농가 스스로 정보제공 도구를 통해 지원 정책을 찾고, 관련 서류를 마련할 수 있도
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여러 도구 중, 재해지원발견도구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해당
하는 사항에 체크를 하면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1단계…재해 피해 여부) 재해 피해 여부를 선택한다. (2단계…재해 피해
시점) 피해 연도와 월을 선택할 수 있다. (3단계…재해 종류) 폭풍, 저온 현상, 고
온 현상, 수해, 기타(야생 동물의 공격, 전염병, 지진, 화산 폭발 등)의 5가지 영역
에서 피해를 발생시킨 재해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었다. (4단계…재해 영향) 재해가
영향을 준 작물, 가축, 토지, 인프라 등을 선택 가능하다. (5단계…재해 피해 위치)
피해가 발생한 농장 위치를 선택한다. (맞춤형 지원 정책 제시) 피해 양상별 맞춤
형 지원 정책을 선정하여, 지원 정책 내용, 필요한 서류, 지역 서비스 센터 등 지
원 정책의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제공한다.
재해지원발견도구에서 제공하는 복구 지원 정책은 작물, 가축, 보존 정책들로
나뉘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정책도 마련되어 있다.
2017년에 발생한 산불 및 허리케인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특별 지원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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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다. 작물과 가축 등 농가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수자원, 숲, 늪지 등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정책도 병행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7(2020.9.14.)
- 원문출처; 미국 농무부, “재해지원발견도구(Disaster Assistance Discovery Tool)”와 “Disaster A
ssistance Programs At a Glance”(2020.4.23.), (https://www.farmers.gov/)

6. (2020년 9월 18일) 트럼프, 9월 17일에 130억 달러의 농장 원조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목요일 밤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열리는 유세에서
농가에게 약 13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원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백악관의 무역정책과 코로나바이러스로 낙농업계가 큰 타
격을 입은 위스콘신 주는 대선 레이스의 격전지다.
트럼프가 2016년 위스콘신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역전승한 것은
1%도 안 되는 득표율로 1984년 이후 처음으로 대선에서 공화당원을 선출했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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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프는 지난 4월 미국 농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60억 달러의 직접지불과 육류, 유제품, 야채 등 대량 구매를 포함한 190억
달러 규모의 구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오후 9시 미국 위스콘신 주의 시골 마을 모시네에서 열
린 집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새로운 원조를 통해 농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지,
어떤 자금원에서 이용할 것인지는 즉각 분명하지 않았다.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와
대두 수요는 최근 몇 주째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식량공급 격차 가능성 속에 더 많은
육류를 수입하고 있다. 올 여름 미국 중서부에 걸쳐 극심한 날씨와 가뭄과 함께 수
출 판매가 급증하면서 대두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rump to announce $13 billion in farm aid on Thursday’, ｢해외곡물
시장정보｣해외곡물지장뉴스, 2020년 9월 18일자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497/
page/1)

7. (2020년 9월 21일) 美 노스캐롤라이나주, 코로나19 피해 낙농가 지원.
Grade A 원유 생산 농가 대상...연방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3억 원 배정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낙농가들
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고등 교육기관 및 식
품서비스 업소 폐쇄조치로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식품공급 시스템
이 붕괴되면서, 낙농가들이 공급처를 잃은 원유를 폐기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에서 해당 주에 배정된 연방 코로나19 재
난 지원금 중 일부를 낙농가 지원금으로 승인한 것.
주 정부는 코로나19 낙농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 달러(약 23억 원)의 예
산을 책정하고,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급대상
은 Grade A 우유를 생산한 낙농가로 하고, 지원 금액은 지난 4월부터 생산된 해당
원유 생산량을 기초로 노스캐롤라이나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의 심사를 거쳐 결
정할 계획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美 노스캐롤라이나주, 코로나19 피해 낙농가 지원’,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9월 21일자
- 원문출처: wwaytv3.com, 9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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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0년 9월 21일) 미국 농무성, 2020년 농가소득 전망에서 정부의 농가
지원금액 증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농가 지원이 증가 때문
농무부 경제조사국은 2020년 농가소득 전망을 발표하였다. 주요 전망으로는 △
농가 현금 수입이 감소, △정부 직불금의 증가, △총생산비의 감소, △농가 자산의
증가 등을 발표하였다.
2020년 농가의 총 현금 수입은 2019년에 비하여, 123억 달러가 감소한 3,583억
달러로 예측되었으며, 작물 재배 농가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축산 농가
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식량 작물인 대두, 옥수수, 밀 등을 재배하
는 농가 수입은 2019년에 비해 감소하는 반면, 과일, 채소, 견과류를 재배하는 농
가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축산 농가 중, 육우, 돼지, 육계를 기르는
농가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계란을 판매하는 농가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농가 지원금액은 2020년에 증가할 것이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
한 농가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식품 지원 프로그램, 급여보호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등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
과 소규모 경영체를 돕기 위한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시장촉진프로그램
(Market Facilitation Program), 농업위험보장(Agriculture Risk Coverage) 등
의 예산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자금은 2019년
에 비하여 40억 달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농가의 총 생산비는 전년(2019년) 대비 46억 달러가 감소한 3,442억 달러로 예
상된다. 2014년 총 생산비가 4,271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
소하였으며, 2020년 총 생산비는 최고점에 비해 1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
료 구매, 노동비, 비료비, 종자 구매 등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가축 구매
비용, 제초제 구매비용, 이자, 연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농가의 소득은 2019년의 83,111달러에서 89,674달러로 12.6%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중위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정부 지원금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 농가소득의 대부분은 농외소득에서 발생하였
으며, 정부 지원금 증가로 인하여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
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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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Vol. 38. (2020.9.21.)
- 원문출처: 미국 농무부,“Highlights from the September 2020 Farm Income Forecast”(2020.
9.2.)(https://www.ers.usda.gov)

[캐나다]
1. (2020년 9월 13일)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과 미국 아이오와대 연구
진, 돼지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5)
돼지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오염된 돼지고기를 통해
인간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과 미국 아이오와대
연구진은 돼지의 조직세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소 13일간 생존한다는 연
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은 지난 11일 동료 검증 학술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바
이오아카이브에 공개됐다.
5)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반론의 의견들이 많다. 참고로 한국농어민신문, ‘돼지․돼지고기 통하 코로나1
9 감염 위험성은 과장’, 2020년 9월 18일 등(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
7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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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16마리의 건강한 요크셔종 돼지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한 결
과 무증상 감염을 포함해 약 30%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바이러스를 주
입한 직후 돼지들은 사흘간 눈물과 콧물 증상을 보였다. 한 마리는 기침과 함께 약
한 정도의 우울감을 보였다. 돼지들은 이 외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면
봉과 혈액, 체액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돼지들의 혀 아래 조직세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게 문제였
다. 연구진은 해당 세포가 세균배양접시(페트리접시)에서 빠르게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출처) 매일경제, ‘"돼지도 코로나 감염"…美⋅캐나다, 실험돼지 30% 양성’, 2020년 9월 1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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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미
[브라질]
1. (2020년 8월 29일) 브라질, 2020/21 옥수수 수출량 전망치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내륙 운송 및 체선 문제에 의한 수출지연 발생으로 유지 수준
2020/21 세계 옥수수 수출량 전망치는 1억 8,426만 톤으로, 전월 전망치 대비
240만 톤(1.3%)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 정부 비축물량 감소 따라 수입수요
확대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달러화 약세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어,
5,652만 톤 수출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191만 톤(3.5%) 상향
조정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3,330만 톤 수출 전망으로, 전월 전망치 대비
30만 톤(0.9%)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지만, 브라질의 경우,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내륙 운송 및 체선 문제로 수
출지연 발생으로 전망치는 전월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았다. 브라질의
2020/21년 옥수수 수출량 전망치는 3,800만 톤일 것으로 보았으며, 전월 전망치
와 비슷한 수준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관측보)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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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1. (2020년 9월 2일) 2020년 상반기 페루 수출입동향 분석. 코로나 영향으
로 보건위생 관련 산업 수입량 급증, 과일류는 수출 증가, 곡물류는 수
입 증가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회경제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페루의 경우 2019년부터 경기악화 등으로 수축되고 있던 경제가 코로나를 맞
이하며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 됐으며, Gestion 현지 언론에 의하면, 약 50%의 영
세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하는 등 이례적인 하향세가 이어졌으며, 환율도 2019년
말 1달러당 PEN 3.34에서 2020년 7월 기준 PEN 3.50으로 급등했다. 이렇듯 대
체로 페루 경기가 감소세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새로운 상황에서 기회를 찾아 오
히려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상황들도 있다.

페루 수출입동향
수출의 경우 2013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페루의 최대 수출상대국이 됐으
며,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페루의 효자 수출국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상위 5위에 꾸준히 속했다.
품목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상반기 페루 수출은 대체로 금광속류 및 과실류
가 주를 이뤘으며, 전체 수출 중 구리가 25%를 차지하는 등 꾸준한 강세를 보였
다. 팬데믹의 여파로 대체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망고, 포도 등 과실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약 9% 증가하기도 했다.
수입의 경우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이 최대 교역파
트너이며, 두 국가의 수입 점유율 합계는 2018~2020년 평균 45.1%이다. 한국의
경우 2018년 11위, 2019년 11위, 2020년 6월 13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 수입국가
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 기준으로는 2020년 상반기 석유 제품의 수입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전체
수입의 9%를 차지했다. 이 외 옥수수, 밀, 대두류의 수입도 상위 10개 품목에 속하
였다. 특히 마스크의 경우 2018~2019년 수입량이 전무했던 것에 반해 2020년 6
월까지는 수입 상위 5위 품목에 올라 보건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지대하게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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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분석할 수 있다.

(출처) KOTRA 해외시장 뉴스, ‘2020년 상반기 페루 수출입동향 분석’, 2020년 9월 2일자 게시
- 원문자료: 페루관세청(SUNAT),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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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5 : 코로나 관련 정보 제4편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4)

Ⅲ. 유럽
[EU]
1. (2020년 8월 24일) EU 집행위원회,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에서
회복하기 위한 계획인 Recovery Plan for Europe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에서 회복하기 위한 계획인
Recovery Plan for Europe을 발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부
터 7월 20일까지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2021~2027년까지의 다년간의 예산안을 확
정하였다. 예산안의 규모는 약 1조 8243억 유로로, 2021~2024년에 추가적인 예
산을 배정한 차세대 유럽연합(Next Generation EU)이 포함된다.
세대 유럽연합의 7,5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예산은 3,900억 유로의 양여금과
3,600억 유로 규모의 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경제회복, 사적 투자 지
원 및 새로운 건강관리 체계의 도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전체 예산 중 공동농업협정(Common Agricultural Policy) 예산은 2,399억 유
로로 예산의 약 13%를 차지한다. 농업, 해양 정책 및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정책
예산으로 3,563억 유로가 배정 되었으며, 이 중 약 2,586억 유로는 직불금 및 시
장 대응 예산이다. 개정된 공동농업협정은 이전처럼 시장 대응과 직불금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Pillar Ⅰ과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Pillar Ⅱ로 구성된다.
공동농업협정에는 최대 2,399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며, 공동농업협정 예산의
40%는 기후변화대응(Climate Action)에 사용될 것이다.
Pillar Ⅰ은 직불금 제도와 매년 4억 5000만 유로 규모의 농산물 비축제도를 중
심 으로 운영된다.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 제도는 2022년은 최소
200유로/ha 수준, 2027년에는 최소 215유로/ha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직
불금 제도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제도(Basic Income Support
for Sustainability)의 직불금 상한선은 100,000유로로 설정하였다.
시장 조절 및 안정화 그리고 농업 생산 및 농산물 분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비축제도를 운영하며, 비축량 사용 시, 유럽 농업 보장 기금(European
Agriculture Guarantee Fund)의 수익을 통하여 비축량을 유지한다.
Pillar Ⅱ는 유럽 농촌 개발 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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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 ment)을 통하여 운영되며, 총 778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회원국
중 농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농촌 개발에 많이 투자한 경우 등으로
Pillar Ⅰ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 Pillar Ⅱ 예산 일부를 Pillar Ⅰ로 이전이 가능
함. 즉, 예산 이전 신청을 한 국가들은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몰타,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
니아, 포르투갈, 핀란드가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8.10.)
- 원문 출처: EU 집행위원회, “Special meeting of the European Council(17, 18, 19, 20 and
21 July 2020) – Conclusions”(2020.7.21.)

2. (2020년 9월 7일) EU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발발함에 따라 극복수
단으로 그린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태세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그린딜을 본격 추진 중이
다. 높은 환경기준 설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글로벌 환경 이슈를 주도해온
EU가 폰데어라이엔 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린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지체될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물 부족, 홍수,
식량가격 상승 등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경제6) 달성을 위해 그
린딜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탄소중립경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 정책 대응과 강력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물, 교통 등 분
야별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그린산업 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6) 경제활동으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 감축활동인 신재생에너지투자⋅탄소배출
권구입⋅조림 등을 병행하여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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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발발함에 따라 극복수단으로 그린산업 발전을 가
속화할 태세이다.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책 중 하나로 그린산업을 제시) 관련 산업 육성과 제도
정비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피해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달성을 추구
(EU 경제회복기금(EU recovery fund) 설치로 해당 정책 예산 확보) 2020년
월 특별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EU 회원국 간 피해
정도와 재정 여력 격차가 가져올 역내 불균형 완화 및 공정경쟁 훼손 예방을 위해
경제회복기금 조성 합의, 지원금 전액은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에 합치하는 방향
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EU의 산업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 및 비즈니스 전략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린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EU는 신성장동력으로 그린산업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예산집행, 세제 개편
및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예산] 기후변화 대응에 2021-2027 다년도 예산 및 경제회복기금 총액의 30%
이상인 약 5,500억 유로 투입한다. 2020년 7월 EU 특별정상회의에서 2021-2027
년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7)과 EU 경제회복기금에 합의하였다.
(지출규모) 1조 8,243억 유로: 1조 743억 유로(MFF) + 7,500억 유로(EU 경제
7)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EU의 주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EU 행정 등에 사용되는 7년
단위 중기예산계획으로 EU 예산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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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금: 보조금 3,900억 유로, 대출 3,600억 유로)
MFF 총액의 33%인 3,500억 유로를 천연자원과 환경 분야에 편성하였다. 경제
회복기금 중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지원에 6,725억 유로 편성하였으며8), 탄소
중립전환 직⋅간접 프로젝트에 각각 175억 유로, 581억 유로를 편성하였다. 이번
다년도 예산 및 경제회복기금은 EU 회원국이 탄소중립 전환과 그린산업 육성에
동의를 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제 개편] 탄소중립경제 관련 세제 신설 및 확대 추진하였다. 환경 관련 세제
신설 및 확대로 저탄소배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
고탄소배출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비용
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기업과의 가격 차를 상쇄한다.
환경요인이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마련하여 환경위험
에 대한 기업 인식을 제고한다.

8) EU 이사회는 회원국이 제출한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을 EU의 정책 권고, 그린･디지털 전환,
성장잠재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후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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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된 세수는 경제회복기금 재원 마련에 사용되어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혁신에 투자한다.
탄소중립경제 시대에는 탄소배출권 비용이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함으로 신기술
을 활용한 저탄소 배출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이다.
[기업 지원] 그린산업 지원 및 저탄소배출 기업으로의 전환이 지원한다. EU는
EU 투자은행(EIB)을 통한 대출과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2021년까지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승인된 799개의 프로젝트 중 농⋅수산⋅임업, 에너지, 교
통, 식수 및 정화 분야 313개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다.
EIB는 환경 영향 평가(EIA18))를 도입, 환경 관련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고 환경
영향 평가서 공시 의무 이행 조건으로 대출을 집행한다. EU는 회원국이 특정 사업
자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전 신고 후 EU 보조금 규정에 따라 심층조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심사규정 항목) ▲EU의 정책 방향, ▲공정경쟁 왜곡 여부, ▲EU의 결
속력 와해 여부,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기업 투자 결정과 회원국 공공 지원의
상관관계, ▲지역 경제 개발 기여, ▲고용 증대 등이 있음.

<그린경제시대, 대응 및 시사점>
1) 그린산업 육성을 위한 EU의 전방위적 지원 및 법제도 정비는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전망
EU 회원국과 기업은 MFF 및 경제회복기금 확보를 위해 그린산업에 주력하고
저탄소배출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EU의 그린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기술 및 정책 노하우 축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가 기대된
다.
탄소중립시대 도래 시 그린산업 관련 EU의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시한
다. 중국과 인도가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정비하면서 EU 사례를 활용하는 등 EU가
국제사회 제도 조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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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탄소배출 기업 및 국가의 EU 내 입지가 강화될 것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참여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전력원 선택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다. EU의 지원대상 기업은 탄소중립 목표에 합치하
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협력업체 선정 시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중시할
전망이다. BMW, Volkswagen은 공급망 기업에게도 제품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
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과 시민사회로부터 탄소중립경제로의 이행 요구가 강해지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은 그 자체로 기업에 시장경쟁력과 브랜드 가치의 향상 효과가 있다.

3) EU 및 국제사회의 그린산업 분야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가 촉진될 전망
그린산업에 대한 공공투자의 증가로 관련 산업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경우 민간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회복기금의 30%
인 2,250억 유로가 그린본드9) 발행으로 조달될 경우 전년 대비10) 글로벌 그린본
드 시장이 89% 증가하였다.
EU 은행 감독청은 은행들이 기업대출 심사 항목에 환경위험(Environmental
risks)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구입비용 및 시장환경 변화로 초
래될 탄소배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선반영하여 대출은행의 건전성을 보호한다.
그린산업 및 저탄소배출 기업의 신용도가 향상되는 효과로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
이 용이하다. 스웨덴 등 일부 EU 회원국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
지 않는 산업⋅기업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활용한다.

4) 우리 정부와 기업은 그린경제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정부는 EU의 그린산업 지원방안 및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을
반영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EU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9) 그린본드: 발행자금을 환경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그린산업과 관련해서만 사용하도록 자
금 사용처를 제한한 채권
10)2019년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액은 2,577억 달러로 전체 채권 시장의 3.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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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
벌 노력에 동참하여 미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배
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을 부각,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과정에서 통상 장벽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것
이다. EU가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
려된다.
우리 기업은 EU의 산업 변화와 규제 동향을 살피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
고 그린산업 기업은 현지진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투
자를 활성화하여 기술개발 및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하고 표준분야 전략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EU가 그린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기업도 지원하므로 이를 LG화
학 사례처럼 적극 활용하여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6(2020.9.7.)
- 원문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EU의 그린경제 가속화와 시사점
‘(KITA Market Report, 2020.8.27.)

3. (2020년 9월 14일) 코로나19 이후 수요맞춤형 서비스인 코페르니쿠스
위기관리서비스 강화
코페르니쿠스(Copernicus)의 위기관리서비스(Emergency Management Service)
는 수요맞춤형 지도 서비스(On demand mapping)와 조기경보 및 감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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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Warning & Monitoring)를 제공하고 있다. 코페르니쿠스는 유럽연합에서
운영하는 위성과 바다, 기상대 등 여러 환경에 배치된 센서들을 이용한 지구 관측
프로그램이며, 지구 및 환경 변화 감시를 통한 유럽연합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
모하고 있다. 코페르니쿠스를 이용한 위기관리서비스는 자연재해 및 인공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요맞춤형 지도] 위기관리사이클인 대비(preparedness), 예방(prevention),
재해 위험 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긴급 대응(emergency response), 복
구(recovery)의 전 과정에 필요한 지리공간정보를 제공한다. 이 중 Rapid
Mapping은 재해 발생 시, 재해 관련 정보를 수일 내로 지도로 만든 것이며, Risk
and Recovery는 재해 대비 및 발생 후 활동(post-event activities) 시 의사결정
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기경보 및 감시] 위기관리서비스에서는 홍수, 화재, 가뭄 등에 대한 유럽 혹
은 전 세계 범위의 재해 예측 및 감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홍수의 경우, 유럽홍
수경보시스템(European Flood Awareness Systems)과 세계홍수경보 시스템
(Global Flood Awareness Systems)을 통해 홍수 예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화
재의 경우, 유럽산불정보시스템(European Forest Information System)을 통하
여 실시간에 가까운 산불 정보를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제공
하고 있다. 가뭄의 경우, 가뭄관측소(Drought Observatory)를 통하여 유럽과 전
세계 범위의 임박한 가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 위기관리서비스는 홍수 피해 및 영향, 산불, 수자원 부족 등에 관한 예측
을 진행하고,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포르투갈 산불) 2020년 9월
7일에 포르투갈에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하여 9월 8일에 소방관 투입 계획을
반영한 지도를 업로드 하였다. (홍수피해예측) 홍수 발생 예측, 지도화, 영향 평가
로 구성된 홍수피해예측 시스템은 재해 대비의 중요한 요소이며, 홍수 영향권 내
인구, 피해 농경지 면적, 영향 지역 내 보호 지역 및 비보호 지역의 면적 등 사회경
제적 피해를 예측하여 제공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7(2020.9.14.)
- 원문출처: 코페르니쿠스, “위기관리서비스(Emergency Management Service)” 홈페이지 및 “New
Website for the Copernicus Emergency Management Service”(2020.7.7.)
(https://emergency.copernicus.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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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 9월 14일) EU 농업 국장, EU의 농업기금에 추가되는 7.5억 유
로 가능한 한 조기 집행 강조
EU의 Janusz Wojciechowski 농업 국장이 EU의 농업기금에 추가되는 7.5억
유로가 가능한 한 조기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Janusz Wojciechowski 국장
은 농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자금을 받길 원하고 있다며 집행위원회가 조기 집행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기금은 2~3
년 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거
듭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에 추가되는 농업 기금은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회복하기 위
해 고안된 ‘차세대 EU 복구 계획(NGEU)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7]’, 2020년 9월 14일
- 원문출처: EURACTIV, “Commission urges swift deployment of COVID-funds for farmers”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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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 (2020년 9월 3일) 英 낙농가, 원유폐기 대책으로 목장내 우유 자판기
설치. 코로나 이후 관심 높아져 새로운 사업모델 정착여부 관심
코로나에 따른 우유 공급망 붕괴로 낙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한 낙농가가 자판기를 통해 우유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난 35년간 약 24
만 평의 경작지를 기반으로 200여 두의 홀스타인 젖소 목장을 운영해 온 이 목장
은 코로나로 인한 원유공급 계약량 조정으로 매일 생산한 원유의 3%를 버려야 하
는 상황이 발생하자 새로운 판로를 찾아 나섰다.
이 목장은 8월 1일부터 매일 아침 착유한 120리터의 원유를 저온살균한 뒤, 자
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장마켓을 운영해, 제철 채소, 과일, 계란, 치즈 등 다양한 지역 농
산물도 판매하고 있다. 우유 자판기와 함께 운영되는 농장마켓을 통해 소비자들은
한 곳에서 품질 좋고 신선한 필수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우유 자판기는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중간유통과정 없이 3시간 이내에 자판
기로 옮겨 신선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뿐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
병을 사용해 폐기물 발생도 줄일 수 있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주목 받고 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이후 우유 자판기와 농장마켓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많
은 벤처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 英 낙농가, 원유폐기 대책으로 목장내 우유 자판기 설치’, 2020년 9월
3일자
- 원문 출처: devonlive.com, 8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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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 (2020년 8월 21일) 아일랜드, 총액 5,000만 유로의 비육우 생산자용
COVID-19 지원 조치를 채택
아일랜드 농업⋅식량⋅해양부는 8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을 받은 4만 2,000호 비육우 생산자
들에게 ‘비육우 생산자 지불(Beef Finishers Payment(BFP)’로 총 5,000만 유로
(63억 5,000만 엔=703억 1,400만 원, 1유로=127엔=1,406.28원11))의 소득 지원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서는 육우부문이 놓인 가격 하락과 출하처 수입 중단 등 어려움으로
생산자 단체가 정부에 대한 긴급 지원 실시를 요청하였다(아래 참조(2020년 4월
21일 발 해외 정보 참조).
아일랜드 농업⋅식량⋅해양부 Dara Calleary 장관은 이번 발표 때 COVID-19
가 육우 부문에 가져온 위기 및 농촌 경제에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도시 봉쇄
(락다운)으로 외식 산업 폐쇄에 의해, 특히 “비육 생산자들은 가격 하락과 출하 제
한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이 “COVID-19에 따른 경제적 영향 완화에 도
움이 됨과 동시에 농촌 지역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은 2020년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로 하고, 대상 비육우
와 대상 생산자의 요건도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대상 소의 주요 요건>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6월 12일까지 기간에 도축된 비육우⋅도축 시 8
개월 령 이상일 것
⋅대상 생산자가 도축 전 최저 30일 동안 소유하고 있을 것(이에 못 미치는 경
우 이전 소유자가 대상 생산자 30일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됨.)
⋅1호당 최대 100마리까지
<대상 생산자의 주요 요건>
⋅대상 기간에 도축을 위해 출하하고 있을 것.

11) 유로 대 원화 환율은 1유로=1,406.28원(2020년 8월 21일 기준 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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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럽 연합(EU) 공통농업정책(CAP)의 기본지불제도(BPS) 대상자
⋅아일랜드 정부 식량청(Bord Bia) 쇠고기, 양고기 품질보증계획 멤버 또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이 멤버가 될 사람
또한 지급 단가는 1마리당 100유로(1만 2,700엔=140,628원)을 예정하고 있지
만, 지불액이 5,000만 유로의 예산을 넘을 경우에는 이 범위에 들어가도록 단가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조치는 유럽위원회가 정하는 회원국의 잠정적인 보조 틀에 근거한 아일랜
드 국가 예산으로 실시되므로, 인가에 아일랜드 정부에서 유럽위원회에 신청 중이
다(아래 2020년 4월 8일 발 해외 정보 참조).
[참조]
• アイルランド生産者団体, ‘肉用牛農家への緊急支援の即時実施を要請. 新型コ
ロナウイルスによる影響に対応’（海外情報（2020年 4月 2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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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情報（2020年 4月 8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69.html)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海外情報, ‘総額5000万ユーロの肥育牛生産者向けCOVID-19支援措置を
採択（アイルランド）, 2020년 8월 21일자
- 원문출처: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61.html

[스페인]
1. (2020년 9월) 스페인 정부, EU 공동농업정책에 67억1,800만유로 지원
2020년 8월 5일
스페인 농업보증기금(FEG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2019년 6
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EU 공동농업정책(CAP)에 67억1,800만 유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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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럽농업농촌개발기금(FEADER)의 농촌개발사업
이 추진됨에 따라 전년 대비 8,100만 유로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동 기간 동안 유럽 농업보증기금(FEAGA)에 52억 529만
유로를, FEADER에 15억 1,272만 유로를 제공했다.
스페인 농림부와 지자체가 지원금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에 따라 COIVD-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원 액수에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
았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에 지원금 관리 및 통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스페인 정부는 CAP을 토대로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6,160
만 유로를 할당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수치이다. 스페인 정부의 지
원금을 통해 2019년에만 농민 3,334명 이 총 1,760만 유로를 제공받았으며, 이 중
청년농업인은 2,807명으로 1인당 평균 5,179유로씩 총 1,450만 유로를 지원받았
다.
(출처) FAO Korea, ‘스페인 정부, EU 공동농업정책에 67억1,800만유로 지원’, ｢세계식품과 농수산｣,
2020년 9월호

[러시아]
1. (2020년 9월 4일) 코로나바이러스를 넘어 러시아 국영 곡물상 UGC, 알
제리와 이라크를 주시
1년 만에 대형 수출업체로 탈바꿈한 러시아 국영 곡물 거래업체인 United
Grain Company(UGC)는 알제리와의 무역을 주시하고 있으며, 올 시즌 이집트 국
영 바이어에 대한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방글라데시로의 판매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UGC는 로이터통신의 질문에 “곡물 수출은 상업적인 이야기가 아
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밀 수출인 러시아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와 경쟁하고 있다.
Vladimir Putin 대통령은 농업 수출을 크게 늘리기를 원한다. UGC는 러시아 흑
해 지역에 곡물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수출 인프라에 대한 접
근이라는 경쟁 우위를 점해 왔다. UGC는 “GASC 입찰에 계속 참여할 계획이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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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월 30일 종료된 2019/20년 시즌 수출량은 270만 톤으로 두 배가량 늘
었다. UGC는 또 5년 만에 처음으로 요르단의 곡물 구매자에게 러시아 밀을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알제리와 이라크는 품질 문제로 러시아 밀을 구입하고 있지 않
지만, 이 두 시장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마지막 밀 시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로 인해 이 두 시장의 개방에 대한 협상을 지연시켰지만 UGC는 전염병이 일단 종
식되면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eyond COVID, Russia’s state grain trader UGC eyes Algeria and
Iraq‘,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9월 4일자,(http://www.kr
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468/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2. (2020년 9월 11일) 코로나 시대 캄차카 지역의 의료⋅수산⋅관광⋅운송
⋅물류분야 발전 전망
러시아 총리와 캄차카 주지사 권한 대행(블라디미르 솔로도프, Vladimir
Solodov)은 캄차카의 의료 분야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러시아 총리는 캄차카
지역을 방문해 향후 의료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의료 클러스터 조성 1단계 사업으로 진단 및 입원용 병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향후 재활 병원, 주거 시설 건설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1단계 사업비용으로
84억 루블이 예상되며, 그 중 69억 루블은 연방예산에서 소요될 계획이며, 2022
년 완공 예정이다. 또한 캄차카 주정부는 블라디보스톡 소재 태평양국가의학대학
교와 협력해 캄차카 병원에 근무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러시아 캄차카의 수산업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산업 분야 특성상 교대 근무자들의 출입이 잦고, 낮은 온도에서 오
랜 시간 작업함에 따라 나타나는 저체온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수산업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행동수칙을
권고했으며, 종사자들은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어업 및 수산업계의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캄차카 주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
다. 여행객들은 캄차카 주를 보통 7월부터 9월에 방문함.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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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광 서비스가 중단되어 수익이 95% 감소했다. 단, 캄차카 주지사는 향후 캄차
카 지역이 포스트 코로나 휴가지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캄차카 지
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친환경적이며, 북미 지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어 해상운송 및 여객운송에 용이한 허브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캄차카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항 건설을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5
년까지 관광산업과 관련한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
한, 국내 관광객 유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개최, 겨울 시즌용 관광 콘텐츠 개
발, 어업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관광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캄차카 주정부는 환경과 경제의 균형이 맞춰진 광업 관련 사업만 추진할 것이
다. 광업 관련 사업을 통해 보통 대규모 투자가 유치되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
출되며, 납부되는 세금 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적이거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익 창출이 어려운 사업이 있다. 이러한 사업의 추
진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자연부 및 로스게올로기아(Rosgeologiya, 러시아 정
부의 광물탐사공사)가 시행하는 사전 평가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균형이 맞춰진
사업만 추진할 것이다.
중앙 정부와 주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다.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주 정부는 지역 예산에서 14억 루블, 중앙 정부는 러시
아 연방 예산에서 12억 루블을 기업에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수산업 분야 관련 기
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들의 손실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러시아 중앙정부와 협력해 수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금
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북방물류리포트｣제144호 (2020.9.11)
- 원문출처: https://www.interfax-russia.ru/far-east/exclusives/glava-kamchatskogo-kraya
-vladimirsolodov-perspektivy-razvitiya-kamchatki-v-turizme-rybohozyay
stvennom-komplekse-i-transportnoy-logist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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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1. (2020년 8월 21일) 조지아 정부 계획에 따라 조지아~아르메니아 간 철
도 구간인 남 코카서스 철도 운송이 9월부터 조지아~아르메니아 간 화
물운송 일시적 중단 예정
조지아 정부는 철도 교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에 따라 9월 1일
부터 16일까지 수도인 트빌리시(Tbilisi) 철도 교량이 수리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로 가는 노선의 열차 운항이 중단될 예정이며, 아르메니아
에서 포르티(Porti) 항구와 바툼(Batumi)항구로 가는 화물 운송 또한 잠정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항구와 철도를 통해 교역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 동안
화물은 항구에 보관될 예정이다. 남 코카서스철도(SCR) 관계자는 "수리 기간 동안
상품은 항구에 보관될 예정이며, 철도 재개 후 보관화물은 즉시 아르메니아로 운
송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는 항구와 철도를 통해 휘발유, 디젤 연료, 식품
및 공산품 등을 아르메니아로 수출하고 있으며, 광물을 수입하고 있다.

자료: https://sputnik-georgia.ru/society/20200801/249118420/armyanskie-poezda-ne-smo
gut-ezdit-georgia-sentyab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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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지아 철도청은 지난 8월 1일 조지아 철도청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인해 열차 운송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조지아
국내 열차 운행이 6월 15일 재개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향후 열
차 운행 방향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화물 교역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북방물류리포트｣제141호 (2020.8.21)

[불가리아]
1. (2020년 8월 27일) EU, 불가리아에 EU기금 3차 2021~2027년 290억 유로
지원 결정
2020년 7월 21일, EU는 불가리아에 290억 유로의 3차 EU 기금을 배정했다.
EU기금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불가리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오고 있는 주요
원동력으로 한국기업은 EU기금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나 역내국
에 유리한 경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3차
EU기금 프로젝트 진출을 위해서는 ‘OP 분석을 통한 선제적 수주 노력’, ‘PPP 등의
프로젝트 수주 방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

불가리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EU기금
EU기금이란 회원국 간 사회⋅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EU가 회원국에 7년 마다 제공하는 지원금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EU 결
속정책(Cohesion

policy)12)을 추진하기 위한 EU 구조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ESIF)13)을 의미한다.

12) 결속정책(Cohesion Policy): 회원국 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 EU 단일시장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저발전지역 및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
13) ESIF는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결속기금(CF), 농촌지역개발기금(EAFRD) 그리
고 해양어업기금(EMFF)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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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는 2007년 EU 가입 이후 지금까지 1차 EU 기금(2007-2013) 89억
7,000만 유로, 2차(2014-2020) 98억4,000만 유로로 총 188억1,000만 유로를 EU
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이는 2019년 불가리아 GDP인 606억7,000만 유로의 31%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히 불가리아는 인프라 투자를 주로 지원하는 결속기금(CF)의
지원 비중이 23.1%(2차 기금 기준)으로 EU 평균인 11.5% 대비 높은 편이며, 따라
서, EU 기금을 통한 인프라 공사는 불가리아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
다.

실제, 불가리아 재무부는 2019년 하반기 ‘EU Funds in Bulgaria’ 보고서를 통
해 “EU기금이 없는 경제 시나리오 대비 불가리아의 GDP가 5.5% 더 성장한 것으
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으며, “EU기금의 유입으로 고용(8.8%), 민간소비(6.6%),
민간투자(15.5%)가 추가적으로 더 늘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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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는 2차 EU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나?
(배정 현황) 2014~2020년 불가리아에 배정된 총 2차 EU기금은 118억5,000만
유로이다. EU기금은 수혜국에 일정 비율의 자체 예산 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이
기금 중 99억5000만 유로가 순수 EU기금이며, 나머지 18억8,000만 유로는 정부
예산이다. 불가리아는 해당 기금을 활용해 8개의 OP(Operational Program)14) 및
농촌/어촌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집행 현황) 2020년 8월 기준, 총 기금의 41.39%인 49억 유로가 집행 됐으며,
2만1,677건의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참고로 2차 EU 기금은 2023
년(기금 운영기간의 최대 +3년)까지 최종 집행이 완료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잔액
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14) Operational Program(OP): 수혜국의 EU 기금 집행을 위한 일종의 마스터 플랜으로 EU는 OP내 프
로젝트 우선 순위,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시행기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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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프로젝트) 불가리아는 2차 EU 기금을 활용하여 교통, 환경, 에너지 인프
라를 구축/개선 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소피아(Sofia)시 지하철 3호
선 증설’, ‘스트루마(Struma) 고속도로 건설’, ‘불가리아-그리스 가스 파이프 라인
구축’, ‘소피아 RDF 발전소 건설’ 등이 있다.
(한국 진출 현황) 유럽 기술 사양 적용, 현지어 입찰 진행, EU 프로젝트 레퍼런
스 요구 등 역내 기업에 유리한 입찰 경쟁 구조로 인해 한국 등 역외기업이 EU기
금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우리 기업의 수주
노력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일례로 현지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올해 불가리아 보건부는 2차 EU 기금을
활용하여 62만1000유로의 한국산 방역용품(PCR 검진 키트 등)을 구입했으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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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에는 한국-불가리아 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소피아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설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다.

EU, 불가리아에 3차 EU기금(2021~2027) 290억 유로 배정
2020년 7월 21일, EU는 2021~2027년 기간 불가리아에 290억 유로 규모의 3차
EU 기금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3차 기금에는 회원국의 코로나19에 따른 보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Next Generation EU 기금이 한시적으로 새로 도입돼 지
원받는 기금의 규모가 2배 가량 늘어났다. 다만, Next Generation EU은 수혜국
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하며, 또한 동 기금의
일부는 차관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불가리아 정부가 차관 도입을 거부할 경우
3차 기금 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다. 특히 불가리아의 경우 향후 유로존 가입을 위
한 마스트리히트 기준(Maastricht Criteria) 중 ‘재정 건전성 기준’(GDP 대비 정
부 부채 비율을 60% 이내로 유지) 충족을 위해 해당 기금의 차관을 거부하거나 또
는 차관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3차 EU 기금 수원국은 2020년까지 EU로부터 OP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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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승인된 기금은 2021년부터 2030년(기금 운영기간의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불가리아 정부는 부처별로 3차 기금 OP 수립 및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Next Generation EU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20년 말부터 202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EU, 불가리아에 EU기금 290억 유로 지원 결정’, 2020년 8월 27일자
게재
- 원문자료: EU기금을 활용한 유망 프로젝트(KOTRA/2018), European Commission, https://coh
esiondata.ec.europa.eu/, EU Funds in Bulgaria(불가리아 재무부/2019), http://2020.eufund
s.bg/en,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projects/major/, Capital News, 현지 언
론 보도 종합, (썸네일) https://www.romaniajournal.ro/politics/cee-countries-might-face-e
u-fund-cuts-european-credit-rating-agency-says/, KOTRA 소피아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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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오세아니아
[호주]
1. (2020년 9월 10일) 호주, 코로나 19 대응책으로 개발한 목장 신규인력
교육용 애플리캐이션 출시. 90일간 목장관리교육 프로그램 제공...목장
주를 위한 교육지도 가이드도 제공
호주 빅토리아주 농무부가 최근 낙농목장에 신규 고용된 인력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낙농여권(Dairy
Passport)으로 알려진 이 앱은 동물관리, 착유 안전관리와 기타 목장관련 업무로
구성된 90일간의 학습모듈과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고, 아이폰과 안드로이
드 기반 휴대전화, 데스크톱 PC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앱에는 목장주가 신규 노동자에게 목장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지도 가이드와 낙농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들의 진로 탐색을 돕
기 위한 온라인 체험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빅토리아주 농무장관은 “이 앱이 제공하는 기술과 지식은 낙농업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목장주와 직원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은 호주의 낙농산업이 비전 있
는 멋진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앱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농업 및 식품가공 분야를 위한 주정부 차
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 개발에 약 천 호주달러 715(613백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2020.09.10.호
- 원문출처; miragenews.com, 9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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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1. (2020년 9월 10일) 뉴질랜드 낙농업계, 정부의 이주노동자 입국 허용
환영. 10월부터 이주노동자 비자 연장 및 신규 발급 허용...낙농업계,
숙련노동자 부족 해소 기대
뉴질랜드 정부가 워킹비자를 보유한 이주노동자들의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낙
농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근 이민부는 임시 워킹비자 소지자에게 오는
10월부터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입국을 허용하고, 향후 1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를 연장하거나 신규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비자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DairyNZ는 정부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이주노동자
들이 낙농업계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
냈다. DairyNZ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비자가 만료된 5,600명에 달하는 국내 거
주자들과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850 여명의 근로자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고, “그들은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숙련 노동자들로 뉴질랜드 낙농산업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뉴질랜드 낙농업계, 정부의 이주노동자 입국 허용 환영’, 2020년 9월 16
일자
- 원문출처; newstalkzb.co.nz, 9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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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시아
[중국]
1. (2020년 8월 28일) 중, 조미료, 육류, 조류, 계란, 야채, 수산품, 과일,
음료수, 주류, 유제품 등 식재료 포함 20개 품목의 수입관련 15년 만에
세제혜택 부활
2020년 8월 5일 중국의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공동으로 《국무원 비준
관세세칙위원회,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의 제2단계 관세청산 및 수입환절세 감면
규정 의견에 관한 통지(국발〔1994〕64호)》 중 20개 상품에 대해 '무역방식, 지
역, 기업, 단위와 개인에 관계없이 수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모두 중지한다'는 규
정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해당 공지는 발표일부터 시행하며, 현
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 규정과 공지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공지를 우
선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지에 해당되는 20개의 상품은 TV, 캠코더, VCR, VTR, 음향설비, 에어컨, 냉
장고와 냉장 쇼케이스,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프로그램 컨트롤 전화교환기(程控
电话交换机), 초소형 컴퓨터 및 외부설비, 전화기, 무선호출시스템, 팩스, 전자계산
기, 타자기 및 문자처리기 등 전자제품이며, 그 이외에도 가구, 조명, 식재료(조미
료, 육류, 조류, 계란, 야채, 수산품, 과일, 음료수, 주류, 유제품 등)가 포함된다.
해당 공지 시행 후 20개 종류의 상품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 시 구체적인 관련
수입품 세제 혜택정책에 근거해 세금 감면 여부가 확정된다. 만약 관련 세금을 신
고한 수입품이 관련 정책규정의 세금감면 상품에 포함되는 것과 동시에 규정 조건
에 부합될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에서 규정한
세금 감면 상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된다.

발표 배경
중국의 관세 및 수입 관련 세금의 감면 종류는 법정감면세(法定减免税), 특정감
면세(特定减免税), 임시감면세(临时减免税)로 나뉜다. 법정감면세 대상 품목은 주
로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 제품과 샘플,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가 무상으로 기부
한 물품, 무대가변상화물(无代价抵偿货物) 등이 있다. 특정감면세는 특정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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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혹은 특정 용도의 수출입 화물에 대해 실행하는 감면세를 말한다. 주로 TV나
라디오 방송, 기업기술개혁, 연해경제개방구, 보상(补偿)무역과 가공장비 기업, 중
외합자(합작)와 독자 경영기업의 수입설비를 말한다. 임시감면세는 법정 감면세와
정책성 감면세 이외의 기타 감면세를 말한다.
1994년 이전의 경우 중국은 주로 관세분야에서 특정 감면정책을 실시했다. 해
당 적용범위는 주로 외상투자기업과 경제특구의 생산성 프로젝트, 첨단기술, 과학
교육, 인프라 프로젝트 등이다. 1991년 국무원은 연해개발도시와 개방지역 기술개
혁 프로젝트에 필요한 설비에 대해 1991~1993년까지 관세와 상품세(증치세)를 3
년간 면제하였다.
1994년에 접어들며 중국은 관세와 수입 관련 세금, 소비세 등에 대한 거시적인
조절작용과 중앙 재정의 더 많은 수입 확보를 위해 세금감면과 수입 관련 세금의
감면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관세와 세금 감면을 청산(폐지)했다.
《국무원비준 관세세칙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제2단계 관세청산 및
수입환절세 감면 규정의견에 대한 통지(국발[1994]64호)》에서는 '중국 국내에 이
미 기술도입과 더불어 대량 생산되거나 국내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혹은
국가가 이미 많은 투자를 진행하여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상품, 수입 세율이 기본
적으로 합리적인 상품은 해당하는 감면세를 전부 취소하고 법정세율에 따라 세금
을 징수하며, 관련 목록을 작성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서 언급된 20개의 상품(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거점업체가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부품과 중요 품목은 제외)에 대해서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방식, 지역, 기업, 단
위와 개인에 관계없이 수입 세금감면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통지의
실행은 이제 막 기지개를 편 당시의 민영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다가올
미래의 중국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광범위한 발전을 위한 좋은 경쟁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시사점
중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개방 확대를 노력하
고 있다. 이번 통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 것(폐지)은 국제사
회 다자무역의 의무이자 중국 제조산업체인의 구조 보완을 위한 노력이며 향후 추
가적인 감세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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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중국 재정정책 집행정황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국의
재정 운영은 코로나19 등의 충격을 견뎌내며 경제가 안정화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이뤄진 실제 감세액 규모는 총 1조 5,000억
위안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다.
끝으로, 세금 감면 중단을 폐지하는 이번 통지에 포함된 20개의 상품 중 전자설
비, 식재료(조미료, 음료수) 등은 한국의 전통적 우세 상품으로, 중국시장 내 비교
적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음에 따라 향후 한국 제품들이 중국 시장을 지속적으
로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中, 20개 품목의 수입관련 세제혜택 부활’, 2020년 8월 28일자 게재
- 원문자료: 재정부, 관세청, 세무총국, 줘촹정보(卓创资讯), 중연망(中研网),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2. (2020년 8월 31일) 중국, 코로나19, 수해․메뚜기떼 등 피해로 올해 농작
물 수확량 크게 감소 우려, 식량안보 핵심 '대두', 미국 수출 중단 걱정
대체작물 연구 박차
‘식량안보 의식 강화 속 퀴노아 대체작물로 부상.’중국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30일 이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다이어트 식품', '건강식품'으로 세계적인 인기 식
품으로 부상한 퀴노아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 작물로 가치가 높다고 강조하였다.
이 매체는 같은 날 농업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도 퀴노아에 대한 연구 가치를 부
각하였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는 퀴노아에 대한 연구 내용과 이용 가치를 강조하
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중국 유력 매체의 '퀴노아 예찬'은 최근 한 달 이어지고
있는 중국 식량안보 이슈와 깊은 관련이 있다. 단백질이 풍부한 퀴노아가 수입에
의존하는 대두를 대체할 전략 작물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
문이다. 수입량이 절대적인 대두를 대신할 작물을 중국이 스스로 생산한다면 '식
량'이 중국을 위협하는 외국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중국에서 식량안보 이슈가 본격화된 것은 11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음식낭비 금
지 '지침'이 내려진 이후이다.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시주석은 "음식을
낭비하는 현상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라며 음식 낭비를 엄격하게 막을 것을 지시
하였다. 이후 중국 인터넷에서는 유명 BJ가 운영하는 '먹방' 채널이 삭제되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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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에서는 식당에서 적게 주문해 다 먹기를 권장하는 '식사문화 계몽운동'이 벌어
지고 있다.

◆ 식량안보 우려 대상은 사람이 아닌 '돼지'
수해복구, 내수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 해결 등 대내외 산적한 현안
을 두고 중국 정부가 식량안보 강조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
는 중국의 식량 부족 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막대한 수해 피해
그리고 메뚜기떼 등 병충해가 겹치면서 올해 농작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
다는 가능성에서이다.
그러나 중국은 비축식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농업부는 26일 기자회견
에서 중국의 농작물 공급 구조 불균형의 문제가 있지만 기본 곡물의 생산량은 충
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 중국의 연간 곡물 생산량은 6억5000만t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1인당 곡물 점유량은 472kg으로 국제 식량안전 기준의
400kg을 웃돈다. ‘중국농업산업발전보고(2020)’에 따르면 쌀⋅밀(소맥)⋅옥수수
의 3대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98.75%에 달한다.
쌀의 경우 수출을 할 정도로 수확량이 풍부하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
다(民以食为天)'라는 중국 전통의 사상에 비춰보면, 중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식
량이 풍부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수해를 입었지만 농작물 피해는 예상보다 크
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올해 중국의 쌀 생산량이
2,729만 t으로 지난해 보다 103 t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19일 보도하였다. 올
여름 수확기에도 지난해보다 많은 곡물을 거둬들여 대풍년을 실현했다고 덧붙였
다. 중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먹을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식량부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사회
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년 중국이 1억 3,000만 t
의 식량 부족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중국 정부도 나서서 식량안보 위
기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식량에 대한 위기의식은 중국 곡물 공급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
로 판단된다. 가장 대표적인 공급 부족 작물은 대두이다. 연간 8,000만 t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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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이 수입한 대두는 4,505만 t에 달한다. 같은 기간 옥수수(366
만 t)과 쌀(122만 t) 수입량보다 훨씬 많은 규모이다.
중국이 이같이 많은 양의 대두를 수입하는 것은 식용유 생산과 가축 및 양식 어
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우려하는 '식량 부족'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동물'의 먹거리에 대한 우려이다. 특히 돼지고기 소비량이 엄청난
중국에서 돼지를 먹일 사료가 부족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돼지고기는 식탁
물가를 좌우하고, 더 나아가 중국 물가상승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
요한 식재료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월 중국의 식품 물가상승률은 13.2%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돼지고기 가격은 6월 보다 86%가 급등하였다. 이토록 중요한 가축의 사
육에 쓰일 사료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서 대량의 대두를 수입해왔다. 미국과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대두 수입량 확대 전
략을 전개하고 있지만, 만약 대두 수입이 어려워지면 중국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수해가 곡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가을
수확량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가을 곡물 추수량은 연간 생산량의
3/4에 달한다. 쌀은 물론 양돈 농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옥수수와 대두의 생산량
감소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중국학자 후싱더우(胡星斗)는 홍콩 밍바오(明報)와 인터뷰에서 이러한 중국 지
도부의 '고민'을 설명했다. 그는 "국제환경이 중국에 갈수록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
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이 곡물 수출을 차단할 리스크를 걱정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무역전쟁 속에서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
외화보유액도 줄 수 있다. 언젠가 충분한 식량을 수입할 정도의 충분한 미국 달러
가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설마 달러가 충분하다 해도 상대국이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 사료 수입선 차단 우려에 자급자족 방안 탐색, 퀴노아 주목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지도부는 식량 구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요 곡물의
자급자족을 실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과 디커플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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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속에서 ‘내순환 경제’라는 구호로 내수 중심의 독립형 경제구도를 구축 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중국 농업 전문가들이 외래종인 퀴노아에 ‘갑작스러운’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대
두를 대체할 작물로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두를 수입해 식
용유를 짜내고 남은 대두박(콩 찌꺼기)을 가축 사료로 사용한다. 중국요리에 다량
의 기름이 사용되고, 양돈 및 양식장에서 대두박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대두 생산량을 늘리기 쉽지 않다.
대두는 토지집약형 농작물로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선 넓은 면적의 경작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 대두를 생산할 경작지를 마련
하기 쉽지 않다. 퀴노아는 영양적으로 대두와 비슷하면서도 대두 경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젠캉(朱健康) 중국과학원 상하이식물생물학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의 식량안
보는 사람들의 주식뿐만 아니라 가축의 사료를 아우르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퀴노아는 대두를 대체할 작물로 연구가치가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주 주임
은 “퀴노아는 외래종이지만 다른 지질에서도 쉽게 생장한다. 알칼리성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한다. 일반 작물에 비해 필요한 관개용수 양
이 절반에서 2/3이상 적어서 수자원이 부족한 중국 서북부 건조지역에서도 기를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다. 일반 곡물이 잘 자라지 않는 주변부 토지를 활
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작물의 경작규모를 줄이지 않고도 키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뉴스핌, ‘중국 식량안보 핵심 '대두', 미국 수출 중단 걱정 대체작물 연구 박차’, 2020년 8월 31일
자 기사(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831000961)

3. (2020년 9월 1일) 중국, 돼지열병에 코로나19 덮쳤는데 홍수도 터져, 7
월 돼지고기 가격 전년비 85.7% 급등
중국의 돼지고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41만 톤
에 달하는 냉동 돼지고기를 방출했지만, 치솟는 가격을 따라 잡기에는 턱없이 부
족한 상태이다. 31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최근 냉동 돼지고기 국가 비축분 8,647톤(t)을 시중에 공급했다. 평균 가
격은 킬로당 28.16위안(약 4,877원)으로 중⋅대도시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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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가 보다 55%나 저렴하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국에서 돼지고기는 킬
로당 약 60~70위안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총 30차례에 걸쳐 냉동 돼지고기 비축분을 방출했다. 그
규모는 모두 41만 톤에 달한다. 중국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냉
동 돼지고기 비축량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돼지고기 공급은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7월 식품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3.2% 상승했는데, 85.7%나 급등한 돼지
고기 가격이 주범이다. 6월과 비교해서도 돼지고기 가격은 한 달만에 10.3%나 올
랐다.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확산으로 이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덮치며 물류 대란이 일어났고, 최근에 홍수까지 터지면서 공급이
줄어들었기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돼지고기 사랑은 유별나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절반
이 중국에서 소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중국인은 2017년 한
해 동안 5,500만톤의 돼지고기를 소비했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서민들이 먹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오는 10월 초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란 점이다. 거기다 최근 들어 소고기 값도 덩달아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류융하오(劉永好) 신시왕그룹 회장은 지난 28일 한 포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
병 등 영향으로 돼지고기 재고가 부족한데다 소비 성수기에 집어들면서 연말까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양돈 규모가 계속 늘고 있어 내년 중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이데일리, ‘ASF에 물류대란⋅홍수까지..중국서 돼지고기 품귀현상’, 2020년 9월1일자 수정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621526625872896&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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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 9월 1일) 중, 코로나19⋅홍수 여파 쇠고기도 공급부족, 돈육파
동 이어 가계부담 가중, 외식산업 회복에 수요는 급증, 국경절 특수 등
으로 가격 더 오를 듯
코로나19 사태와 홍수 여파로 돼지고기에 이어 소고기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중
국 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수급 불균형과 국경절 연휴 등으로 가격이 계속 오
를 가능성이 높아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소고기 가격 오름세가 지난
달 말까지 10주째 이어지고 있다. 중국 농업농촌부가 전국 500개 현의 시장가격을
조사한 결과, kg당 평균 83.66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14.4% 상승했다. 도매가격
도 kg당 73.24위안으로 8주 연속 올랐다. 소고기 주요 산지인 허베이⋅랴오닝⋅
지린⋅산둥성 등의 평균 가격은 75위안 수준이었지만, 소비 규모가 큰 상하이와
저장⋅푸젠⋅광둥성 등은 kg당 97.83위안까지 뛴 상태다.
베이징 시청구의 한 육류 판매상은 “소고기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 500g당 2위
안 정도 오른 것 같다”며 “양고기 등 다른 육류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
다.
전문가들은 소고기 가격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를 수급 불균형에서 찾
는다. 국가통계국 통계를 살펴보면, 올 상반기 중국의 육우 출하 두수는 1,879만
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39만 마리 줄었다. 소고기 생산량도 278만 t으로 3.4% 감소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데 6월부터 홍수가 두 달 넘게 이
어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가오관(高觀) 중국육류협회 부회장은 "최근 외식 산업이 살아나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쓰즈즈(司智陟) 중국농업과학원 부연구원은 “아
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대체재인 소고기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고기 수입량이 감소한 것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비커신(畢克新) 해관
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장은 “일부 국가의 육류 기업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나타나
고 있다”며 “현재 독일과 미국, 브라질, 영국 등 23개 기업 제품의 수입을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가격은 더 오를 공산이 크다. 공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경절 연휴 등으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쓰 부연구원은 “외식 산업이 회복되고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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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가 도래하면서 소고기 수요도 크게 늘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높은 수준의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아주경제, ‘“소고기 너마저”…中, 10주째 가격 올라 서민들 울상', 2020년 9월 1일자 기사
(https://www.ajunews.com/util/popPrint.php?nid=20200901110130960)

5. (2020년 9월 7일) 8월 전 세계 육류 가격 가운데 돼지고기만 홀로 상
승. 코로나19로 도축량 감소와 일부 지역 가공공장 폐쇄 연장에 의한
국제 공급 위축 불구, 중국 수입 급증 때문
8월 세계식량지수가 주요 품목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월 대비 2.0% 상승했
다. 육류의 경우 돼지고기 가격만 나홀로 상승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는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94.3포인트) 대비 2.0% 상승한 96.1포인트를 기
록,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3월 수준이 되었다고 밝혔다.
연도별 세계식량가격지수(왼쪽) 및 품목별 가격지수(오른쪽)

올해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월 102.5포인트로 시작해 5월(91.0포인트)까지 꾸준
히 떨어지다가 지난 6월(93.1)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8월 품목별로는 육류와
유제품 가격지수는 지난달과 비슷했다. 하지만, 곡물과 유지류, 설탕 가격지수는
지난달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 육류의 경우 전월(93.1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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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 대비 0.1% 소폭 상승한 93.2포인트를 기록했다.
쇠고기 및 가금육은 주요 생산국의 도축⋅가공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추이
둔화로 가격이 하락했다. 양고기도 하락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공급이 증가하
고 있는 가운데 수입 수요가 위축된 것이 원인이다.
반면, 돼지고기 가격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하였다. 코로나19로
도축량 감소와 일부 지역의 가공공장 폐쇄 연장으로 인한 국제 공급 위축에도 불
구하고 중국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상
반기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207만4천 톤으로 2019년 전체 수입량(200만3천
톤)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돼지 부산물 70만6천 톤을 제외한 것이
다. 이를 포함하면 3백만 톤에 육박한다.
한편 FAO 세계식량가격지수는 ’90년 이후 23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73
개)을 모니터링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로 매월 작
성해 발표하는데, 2002-2004년 평균을 '100'으로 기준한다. 자료 원문은 FAO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양돈타임즈, ‘중국의 힘...8월 전 세계 육류 가격 가운데 돼지고기만 홀로 상승’, 2020년 9월 7일
자 기사

6. (2020년 9월 16일) 중국, 코로나 확진자 발생한 미 가공업체 닭고기 수
입중단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이유로 미국
의 한 닭고기 수출업체에 대해 수입 중단 조처를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
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가금류⋅계란수출협의회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19 대응을 이유로 미국 아칸소주 포트스미스에 있는 오케이푸드 사의 가금육 공장
에서 생산된 닭고기 등의 수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아칸소 주 정부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234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
했으며, 대부분 완치돼 현재 5명만 치료를 받고 있다. 세계 최대의 닭고기 생산업
체 중 하나인 오케이푸드 사는 중국 정부의 수입 중단 조처에 대해 아직 별다른 반
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미국 타이슨 사의 도살장에서 코
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도살장에서 가공된 가금육 수입을 중단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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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금류⋅계란수출협의회의 짐 섬너 회장은 "코로나19가 가금육을 통해 전
파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들 업체에 대한 수입 중단 조처는 부당한 것"이
라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근원지인 베이징 신
파디(新發地) 도매시장 내의 수입 연어를 처리한 도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후 수입 해산물과 육류, 가공식품 등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이후 미국 타이슨 사는 물론 종업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
생한 브라질,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일부 업체가 가공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수입도 중단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육류 수입국이다.
(출처) 연합뉴스, ‘중국, 코로나 확진자 발생한 미 가공업체 닭고기 수입중단’, 2020년 9월 16일 기사(ht
tps://www.yna.co.kr/view/AKR20200916044000009?input=1195m)

7. (2020년 9월 18일) 코로나19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컸던 올해 상반기 중
국에서 간편식 시장 호황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컸던 올해 상반기 중국에
서 간편식 시장이 호황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을 하기 어려웠던 환경 탓인
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을 갖춘 간편식품 시장도 성장하고 있
다.
17일 중국 언론사 신랑재경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간편식품 제조업체의 매
출액은 1,371억 위안(23조 9,000억 원)을 기록, 전년대비 4.7% 성장했다. 총 이익
은 87억 5,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난 1~5월 간편식품의 소비는
전년동기비 1.5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 자제, 셧다운이 진행됐던 지난
2월에는 사재기까지 나타나면서 증가폭이 21.3배에 달했다.
중국 라면시장 1위 기업인 캉스푸(康師傅)의 상반기 매출액은 32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 늘었다. 이중 라면 매출액은 149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
다. 퉁이(统一)의 매출액은 118억 위안인데 이중 라면 매출은 52억 위안으로 지난
해보다 22% 성장했다.
신랑재경은 최근 몇 년간 간편식품이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
는 가운데 2019년의 산업규모는 4,500억 위안에 달하고 2025년에는 6,300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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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과 영양을 생각한 기능성
간편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왕레이 코트라 난징무역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중국 비만인구가 2억
5000만 명을 넘어서며 비만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며 "사회 발전에 따라 중국 소비자의 건강의식이 높아지고 이와 함께 간편대체식
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왕 무역관은 "간편식품은 단순히 식사대체에서 과학적인 다이어트, 영양보충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기능성 간편제품의 수요는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나며
그 시장규모는 2024년 87억 8,000만 위안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코로나에 중국인 집에서 보글보글, 中라면왕 '캉스푸' 매출 껑충’, 2020년 9월 18일
자 기사

[일본]
(2020년 9월 7일) 일본, 고향세를 통한 지역 피해지원
코로나19 확산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향세를 활용한 지
역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고향세란 태어난 고향 및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
하는 제도로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환급, 주민세 공
제가 가능하고, 기부자가 기부 용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기부 대상 지역의 특산품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후루사토 초이스(고향세 납세 종합 사이트)를 운영하는 트러스트 뱅크에 의하
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기부 중 답례품을 받지 않는 기부가 2019
년 대비 금액 기준 1.8배, 건수 기준 2.4배 증가하였다.
트러스트 뱅크는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피해를 계기로 지역을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며, 기부금 사용법에 대한 의식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거버먼트 클라우드펀딩15) 이용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후루사
토 초이스를 통한 코로나19 대책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금액이 2020년 7월 말 기준
15)지자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프로젝트화, 이에 대하여 고향세를 통해 클라우드펀딩
형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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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6백만 엔을 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35호(2020.8.31.)
- 원문 출처: 일본농업신문 “ふるさと納税 “返礼品なし寄付 2倍 コロナや災害 ｢地域応援｣意識高ま
る”(2020.8.24.),

2. (2020년 9월 7일) 일본,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재고 증가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포를 해제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대
로 음식점 영업 전면 재개가 늦어지면서, 소고기 및 쌀, 버터 등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정용 식재 판매량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용 및 가공용 식재 판
매 침체가 장기화되어 전체 수요 침체를 보강하지 못하고 있다.
[소고기] 2020년 7월 연휴 전까지는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2차 전파 우려로 인
한 외식 자제에 따라 외식용 소고기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쌀] 전체 30%를 차지하는 식당 및 가공용 쌀의 수요 감소 장기화로 인해 재고
량이 예년 이상으로 늘었다.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2020년 6월 말 시점의 민간 재
고량은 201만 톤으로 4년 만에 200만 톤을 초과하였다.
[버터] J 밀크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버터 재고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3만 9천 톤에 이르며, 이는 음식점 및 특산물용 가공품 판매량이 저조한
것에서 기인한다.
[탈지분유] 코로나19로 인해 원유에서 탈지분유로 전환한 재고가 소진되지 않
아, 2020년 8월 말 재고량은 8만 톤 이상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웃돌 전망이
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35호(2020.8.31.)
- 원문 출처: 일본농업신문 “[新型コロナ] 緊急事態解除3カ月 牛肉、米‘バター’脱粉 在庫積み上がる”(2
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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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9월 7일) 일본, 코로나19로 인한 영농 불편사항 조사 외
코로나19 긴급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재 JA 조합원이 영농에 있어 가장 힘든 사항
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 감퇴로 인한 농산물 판매 감소에 따른
가격저조’52.5%, ‘부회 및 집락 좌담회 중지, 농협 직원 방문 금지로 인한 농협 정
보 감소’39.8%, ‘영농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불가’ 27.6%, ‘경영 보조금 및 정책
보조금 활용 어려움’ 18.2%, ‘자금조달, 운영자금 확보 어려움’ 17.1%, ‘농협 서비
스 이용 어려움(영농지도 등)’ 14.4%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소득감소, 외식산업 침체에 따른 향후에 대
한 우려, 직판매장 휴업으로 인한 판매처 축소, 소고기 가격 하락, 유제품 소비 감
소, 마스크로 인한 작업 불편 등이 있었다.
[문제점 및 해결책] 쌀⋅노지채소⋅시설채소⋅화훼⋅과수⋅낙농⋅번식우⋅비
육우⋅기타 작물 생산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 방법이 품목별로 다양하게 제기되었
다.

조합원의 농업 소득증가를 위한 영농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
한 농협의 다양한 판매전략이 필요하다.
- (판매전략) △농산물 직판매장 판매, △인숍(백화점이나 슈퍼 등의 내부에 있
는 전문점) 판매, △양판점 직접판매, △소비자 정기배송 판매, △인터넷 판
매 등
- (노동력 확보)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노동력 확보사업(근로자 확보⋅파견,
비농가⋅아르바이트 확보 등)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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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 대책
또한 중요하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협에 의한 △농산물 책임 판매, △농
산물 상품화(소비자 규격 패키지화 등), △농산물 운송, △모종 제공, △재배에 필
요한 농업자재 제공 및 농업기계⋅시설 공동화, △규모확대에 필요한 농지 소개,
△안전⋅안심 품질보증 재배⋅출하지도 및 정보제공, △소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손해배상 등 농협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영농지원이 필요하다.

식품 통신판매 시장조사 야노경제연구소는 2020년도 일본 국내 식품 통
신판매 시장16)을 조사하여 시장 동향, 기업 동향, 전망 등을 밝혔다.
[시장동향] 2019년도 일본 국내 식품 통신판매 시장규모는 소매 금액 기준 전년
대비 3.2% 증가한 3조 8,086억 엔으로 예상된다. 음료수 및 쌀, 주류, 건강식품
등 상비성⋅습관성이 높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품의 잠재적 수요가 높은 경향
이 있다.
2019년도 하절기는 전년도 대비 상대적으로 덜 더워 음료수 수요가 감소했으며,
소비세 증세 등 변화가 있었다. 한편,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식품 비축에 대한 인
지가 상승함에 따라 음료수 및 보존성 식품 수요가 나타났고, 통신판매를 통해 대
량으로 한 번에 구매하는 소비 형태를 보였다.
2019년 연말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슈퍼마켓 이용 감소에 따라 통신판매
를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은 2020년 4월에 발령
되었으므로 2019년도 식품 통신판매 시장 신장률은 2018년도와 비슷한 수준일 것
으로 전망하였다.
[코로나19 영향] 2020년 1월 하순부터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
었지만, 휴교가 발표된 2020년 2월 말 이후 식품 통신판매 수요에 영향이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휴교 및 재택근무, 외출 자제 등으로 집에 머무는 경우가 증가하여
식료품 사재기가 확대되었다. 집에서 식품을 받을 수 있는 식품 통신판매가 급증
하여 상품이 품절되는 등 업체에서 주문을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외식 및 여행이 힘들어짐에 따라 일상적 식품 수요뿐만이 아닌, 높은 가격
대의 식품 배달⋅디저트 수요도 증가하였다.

16) 쇼핑 사이트(카탈로그 통신판매 포함), 생협, 유기농 식품 택배 판매, 인터넷 슈퍼마켓, 편의점 택배,
식품 제조사 직판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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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2020년에는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해 식품 통신판매 수요가 급증하였으
며, 긴급사태 해지에 따라 앞으로 통신판매 형태에 따라 수요 변화가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된다. 인터넷 쇼핑몰, 제조사 직판 형태의 경우 급격히 증가한 수요가 감소
하고, 생협 및 유기농 식품판매 등의 정기배송 형태의 경우 어느 정도 수요가 정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판매 성장률은 둔화하면서도 완만한 형
태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2020년 9월 7일
- 원문출처: 일본 협동조합신문, “｢コロナ対策｣から学ぶ｢ＪＡ緊急アンケート｣を生かす(3)”(2020.9.
1.),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前年度比3.2％増 2020年度食品通販市場調査 矢野経済研究所”(20
20.8.31.)(https://www.jacom.or.jp/noukyo/tokusyu/2020/09/200901-46173.php, http
s://www.jacom.or.jp/ryutsu/news/2020/08/200831-46138.php)

4. (2020년 9월 8일) 日 낙농가, 클라우드 펀딩 활용 코로나 위기 대처.
기부자에게 유제품 답례품을 주는 방식...5월부터 두 달간 2,450만원
모금
일본에서 올해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들로부터 자금(본 기사는 기부금에 해당)을
모으는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낙농가가 이
를 활용한 캠페인으로 호응을 얻어 주목받고 있다.
시가 현의 낙농가인 린코 야마다 씨는 지난 3월 백화점들이 판매행사를 줄줄이
취소하면서 약 120두를 사육하고 있는 자신의 목장에서 우유 납품이 어려움을 겪
게 됐다. 이에 따라 5월부터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기부자들에게 유제품을 답례
품으로 제공하는 100만엔 모금 캠페인을 시작해 며칠 만에 목표를 달성하며 큰 호
응을 얻었다.
야마다 씨는 6월말까지 400여명의 기부자들로부터 210만 엔(약 2,450만 원)울
기부 받아 사료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캠페
인 이후 야마다 씨의 목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클라우드 기부펀딩의 장점은 일반인들이 소액기부로 참여할 수 있고, 플랫폼 심
사를 통과하면 누구나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11년 동
일본 대지진 이후 클라우드 기부펀딩이 처음 시작됐다.
한편 일본의 한 조사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부터 클라우드 기
부펀딩 금액이 증가하기 시작해 1월부터 7월까지 모금액은 274억 엔(3,06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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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고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2020.09.08호
- 원문출처; english.kyodonews.net, 8월 29일자

5. (2020년 9월 14일) 일, JA(일본 농협)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 설
문 조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한 JA의 업무 전자화 현황 조사
일본 정부는 JA(일본 농협)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 설문 조사에서 코로나
19 장기화 대비를 위한 JA의 업무 전자화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필요하다
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42.6%,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앞으
로 도입할 예정임’ 36.2%로 78.7%의 JA에서 업무 전자화(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사업 방식, 구
조⋅추진방식을 재검토가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1.7%로 많은 JA에서 전
자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있어 농협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업무 전자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역에 따라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시 전자 신청을 받지 않은 지
역이 있었으며, 보건소에서 감염자 수를 보고하는 데 팩스를 이용하는 등 전자화
가 뒤처져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3년 연속 EU 디지털화 지수 1위를 차지한
덴마크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로 CPR 번호(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 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 3개월 후부터 자동으로 아동
수당이 지급되는 등 전자화가 되어 있다.
설문 조사에서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교훈을 조사한 결과, 조직⋅사업 방식, 구
조⋅추진방식에 반드시 필요한 전자화 조기 구축이 필요하며, 여러 사업 분야에서
전자화가 뒤처져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급속한 전자화가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되므로 JA도 전자화를 추진해야 하며, 대면 대응 및 점포방문 방식의 영업
방법을 재검토할 기회이고, 화상회의 및 캐시리스(Cashless Society) 결제와 JA
에 대해 검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전자화를 통한 업
무 효율화로 생겨난 시간을 대면 영업 및 출장에 활용하여 사람 간의 교류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업무 전자화를 개별 JA가 추진하는 경우 비용⋅시간⋅대응 등의 낭비가 우려됨
으로 전국의 JA가 함께 조직⋅사업방식, 구조⋅진행 방법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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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와 함께 덴마크와 같이 국가전략으로써의 전자화 실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
다.
이 밖에도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소득감소, 외식산업 침체에 따른 향후에 대
한 우려, 직판매장 휴업으로 인한 판매처 축소, 소고기 가격 하락, 유제품 소비 감
소, 마스크로 인한 작업 불편 등이 있었다.
[문제점 및 해결책] 쌀⋅노지채소⋅시설채소⋅화훼⋅과수⋅낙농⋅번식우⋅비
육우⋅기타 작물 생산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 방법이 품목별로 다양하게 제기되었
다.
조합원의 농업 소득증가를 위한 영농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
한 농협의 다양한 판매전략이 필요하다. (판매전략) △농산물 직판매장 판매, △인
숍(백화점이나 슈퍼 등의 내부에 있는 전문점) 판매, △양판점 직접판매, △소비자
정기배송 판매, △인터넷 판매 등을 지적하였다. (노동력 확보)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노동력 확보사업(근로자 확보⋅파견, 비농가⋅ 아르바이트 확보 등) 등이
요구된다.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 대책
또한 중요하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협에 의한 △농산물 책임 판매, △농
산물 상품화 (소비자 규격 패키지화 등), △농산물 운송, △모종 제공, △재배에
필요한 농업 자재 제공 및 농업기계⋅시설 공동화, △규모확대에 필요한 농지 소
개, △안전⋅ 안심 품질보증 재배⋅출하지도 및 정보제공, △소비자에 대한 품질
보증 및 손해 배상 등 농협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영농지원이 필요하다고 지
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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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7(2020.9.14.)
- 원문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日本型直接支払の実施状況について”(2020.8.28.), 일본 농
업협동조합신문,“｢コロナ対策｣から学ぶ｢ＪＡ緊急アンケート｣を生かす(５)”(2020.9.4.),
(https://www.maff.go.jp/j/press/nousin/nihon/200828.html,
https://www.jacom.or.jp/noukyo/tokusyu/2020/09/200904-46263.php)

6. (2020년 9월 21일)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경기 동향지수 악화
일본정책금융공고 농림수산사업은 2020년 7월, 융자(인정농업자의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슈퍼L자금 또는 새로운 준비를 지원하는 농업개량자금 융자)를 이용하고
있는 핵심 농업경영인 대상으로 농업경황조사를 실시하였음.
[농업경제개황] 2020년 상반기 농업 경기 동향지수(▲25.9)는 전년(6.0)보다
31.9p 하락하여 크게 악화하였다. 2020년 농업 경기 동향지수(▲42.0)는 2020년
상반기 실적보다 16.1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하락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핵
심 농업경영인의 ‘설비투자예정이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57.3%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았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설 설비 투자에 대한 의욕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확대 추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대로 인한 영향] 코로나19 확대의 영향으로 판매액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적 영향이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49.5%로 약 과반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거의 변화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32.8%로 1/3 수
준이며, ‘긍정적 영향이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3.2%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업종별) ‘부정적 영향이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육우(95.6%)가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는 차(91.0%), 시설화훼(8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돈은 ‘긍정
적 영향이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33.2%로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 영향) ‘단가⋅시세 하락’이 68.4%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 판로⋅출하
경로 축소⋅정지’ 32.9%, ‘소비자 대상 직접판매(직영소 등) 축소⋅휴업’24.2% 순
으로 나타났다.
(경영 재건⋅발전을 위한 과제) ‘코로나19 지원 관련 정보 수집(정책⋅보조
금)’46.0%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밖에 판로회복, 설비투자, 고용 유지,
자금 확보 등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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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8(2020.9.21.)
- 원문출처: 일본농업신문, ‘人材育成や技術支援, 普及指導で新指針’, 農水省, 2020년 9월 16일자 기
사(https://www.agrinews.co.jp/p51897.html) 및 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 ‘コロナ禍 農業景
況ＤＩは大幅に悪化-担い手農業者の設備投資マインドは高い水準を維持-’. 農業景況調査(令和２年
７月調査, 2020년 9월 3일 발표, https://www.jfc.go.jp/n/findings/pdf/topics200903a.pdf)

[쿠웨이트]
(2020년 8월 24일) 쿠웨이트 정부, 각 정부 부처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중
5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혀
8월 4일 쿠웨이트 정부가 각 정부 부처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중 50%를 감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숙련 분야와 정부 산하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외
국인 노동자가 주요 감축 대상이며, 각 부처가 직접 고용한 뒤 산하 업체로 재배치
된 외국인 노동자 역시 하도급업체 고용인원으로 간주됨. 이번 감축 조치는 부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3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9년 12월 기준 쿠웨이트의 공공 분야에서는 약 1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만 8,000명의 인도인이 국영병원의 간호사나 국영 석유
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거주 인구의 70%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
력을 자국민으로 대체하고 자국민 고용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쿠웨이
트화(Kuwaitization)’정책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공공 분야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5만 명의 계약이 종료되었다.
현재 쿠웨이트 정부와 의회는 외국인 노동력 감축과 쿠웨이트화 추진을 위한 전
략을 검토 중이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16만 명을 자국민으
로 대체하는 한편 12만 명의 미등록 노동자와 15만 명의 60세 이상 노동자, 9만
명의 저숙련 노동자를 해고하고, 정부 디지털화와 경제구조 개편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고용되는 단순 육체노동 분야의 비중을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4]’, 2020년 8월 24일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8.20.), (Forbes, Ku
wait May Deport 360,000 Foreigners As Gulf’s Expat Exodus Continues, (2020. 08. 1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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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1. (2020년 8월 18일) 이란 대통령, 서부 국경 지대에 대규모 농업 개발
프로젝트 추진할 계획
8월 13일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이 서부 국경 지대에서 최
신식 농업 기술을 활용해 수자원⋅토양 개발 프로젝트를 대거 추진할 것이라고 발
표하였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 말까지 2만 3,000헥타르
에 달하는 지역 내 농지 규모를 3만 5,000헥타르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의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게 이란의
국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대(對) 이란 제재가 유명무실함을 깨닫게 할 좋은 기회라
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북서부 피란샤르(Piranshahr)에서 남부 지역인 호람샤
르(Khorramshahr)에 이르는 케르만샤(Kermanshah) 주와 일람(Illam) 주의 농
지를 개간하는 것이 정부의 숙원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로하니 대통령은 농지 개간 프로젝트가 국내 식량 안보를 증진하고 국경 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대통령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격
전지였던 케르만샤와 일람 지역이 매우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정부가 나서 이들
의 산업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이들 지역 내 농업 생산량을
최대 4배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위 프로젝트를 위한 목
적으로 이슬람 혁명 이후 해당 지역에 총 52개의 댐이 건설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란 국가개발기금(National Development Fund)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에 80억 달러(한화 약 9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알
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에 감사를 표하였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는 이란의 엔지니어링 기업인 하탐-알안비야(Khatam
al-Anbiya)를 비롯해 현지 기업 24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년 8월 18일)
- 원문 자료: TEHRAN TIMES, MEHR NEWS(https://bit.ly/31W9Fxp), (https://bit.ly/310m7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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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1.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가 가져온 방글라데시 소비시장의 변화, 코
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인 생필품 확보를 통해 슈퍼마켓 시장의 성장세
급등
방글라데시의 슈퍼마켓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쇼핑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편의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더 많은 슈퍼마켓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대부분의 소비를 줄이는 가운데 오히려 생필품 패
닉바잉(사재기)은 국가 록다운을 견뎌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잡았으며,
슈퍼마켓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켰다.

방글라데시 슈퍼마켓 현황
방글라데시의 첫 슈퍼마켓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9년 PQS(Price Quality Service)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고 Rahimafrooz社
에서 Agora라는 슈퍼마켓을 2001년 설립했다. 이후 소비인구의 증가에 따라
Meena Bazar(Gemcon Group), Shawpno (ACI Group) 등 대기업 자본을 활용한
다양한 소형 슈퍼마켓 체인이 등장했다.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다카의 번화가인
Gulshan을 비롯한 번화가에는 대형 슈퍼마켓(Agora, Unimart, Wholesale BD
등) 위주로, 외곽에는 중소형 슈퍼마켓(Shwapno, Meena Bazar 등)을 위주로 늘
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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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슈퍼마켓이 마주한 한계점
한편 방글라데시의 슈퍼마켓은 구매력이 높은 상위소득계층 및 중산층을 이끌
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하위 소득층의 슈퍼마켓 이용 빈도 수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방글라데시 슈퍼마켓 협회(이하 BSOA)에서는 슈퍼마켓 이용
빈도가 낮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1) 슈퍼마켓의 입지
방글라데시 내 대부분의 슈퍼마켓이 수도 다카 및 제2도시 치타공에 분포돼 있
으며, 특히 고소득 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일부 지역에만 몰려있다. 도시 외곽에는
슈퍼마켓이 없어 아직도 전통시장 의존도가 높다.
2) 판매 품목의 제한성
해외의 슈퍼마켓에 비해 방글라데시 슈퍼마켓은 아직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
특히 중심가를 제외한 나머지 슈퍼마켓의 품목은 대부분 생필품 정도만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일반 노점상 수준에 불과해 아무런 강점을 가지지 못한다. 특히 대부
분의 슈퍼마켓이 해외 수입산 제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현지 수입품 공급업체를
거치고 있는데 고급 소비재에 대한 고객의 새로운 수요에 대해 적재적소에 반응하
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위생 문제
슈퍼마켓의 위생 문제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선식품의
운반, 창고 보관 등에서 거리 노점상보다 위생관리 측면에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4) 온라인 플랫폼의 부재
해외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온라인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온라인 쇼
핑몰 이용자 숫자 또한 높은 편이다. 방글라데시는 모바일 시장의 발전으로 모바
일 사용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슈퍼마켓 경영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소홀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기 시작했으
나 기존 슈퍼마켓의 온라인 플랫폼 부재로 인해 음식 배달 업체가 쇼핑 대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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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시사점
방글라데시 정부는 슈퍼마켓의 정착을 통해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 생활필수품
의 품질 표준화를 이뤄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슈퍼마켓의 안정적
인 성장은 품질 표준화, 직업창출 등과 더불어 부가가치세(VAT) 또한 국민들에게
별도의 소득세를 걷지 않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
문이다.

BSOA의 담당자 Md Shumon은 “BSOA는 방글라데시 슈퍼마켓 퀄리티 표준화
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셧다운의 여파로 그동안 노점상
을 이용하던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필품 공급이 가능한 슈퍼마켓으로 유입
되는 특수를 누렸으며, Unimart는 4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기도
했다. 다만 로컬 생필품 공급만으로는 슈퍼마켓의 퀄리티를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
해 수입산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고 고급 소비재 품목 또한 화장품 일변도에서 벗어
나 건강보조제, 수입산 음료 등 다양한 품목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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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은 이러한 방글라데시 슈퍼마켓 시장의 변화에 발 맞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적인 업무방식을 취하는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협업하는 에
이전트가 현재 슈퍼마켓에 납품 중인 품목이 무엇인지, 새로운 제품 납품에 능동
적인지 여부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수출 품목 또한 화장품 뿐
만 아니라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봄직하다.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코로나19가 가져온 방글라데시 소비시장의 변화’, 2020년 9월 4일자 게재
- 원문출처: 방글라데시 슈퍼마켓협회(BSOA), 현지 언론(Daily Star BD, Business Standard BD),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부탄]
1. (2020년 9월 14일) 린진 도지(Rinzin Dorji) 부탄 농무부 장관은 식량농
업기구에 의해 제안된 seven umbrella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있는 투
자를 약속
9월 3일 화상 회의를 통해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회의에서 린진 도지(Rinzin Dorji) 부탄 농
무부 장관은 식량농업기구에 의해 제안된 seven umbrella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를 약속하였다. 추둥위(Qu Dongyu)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이번 프
로그램이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
인 코로나19 유행 기간 및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계 식량 관련 비상사태를 예방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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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35차 아시아-태평양 식량농업기구 회의는 부탄이 주최하고 린진 도지
농무부 장관이 의장 역할을 맡았으며, 각 정부 장관, 고위 공무원, 민간 부문과 시
민 사회 대표, 학계 및 기술 전문가 등 약 46개 국적에 달하는 식량농업기구 관계
자들이 참석하였다.
린진 도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식량농업기구 회원국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위
협에 대비하여 식량 공급을 안정화하고 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지원을 바탕으로 즉
각적인 대비책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더 나은 아이디
어와 기술,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린진 도지 장관은 부탄 당국이 농업 부문에서 생태학적으로 깨끗한 환경, 지속
가능한 개발, 경제적 자립, 민간 부문 참여 및 적절한 생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하였다. 또 부탄 당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염병이 사회 취약 계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한편,
부탄의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하였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9.9.)
- 원문 출처: KuenselOnline, New Food magazine, ReliefWeb 등 (2020.9.4.)

[스리랑카]
1. (2020년 8월 24일) 최근 수입 감소는 3월 이후 당국의 코로나19 위기로
초래될 경제위기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상품 수입제한
조치 및 국내 에너지 소비량 급격한 감소 등에 기인
스리랑카 중앙은행(Central Bank)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스리랑카에서 상품 수입 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6월 이러한 추세가 반전되
었으나, 여전히 스리랑카의 6월 상품 수입 지출은 전년 대비 24.6% 감소를 기록하
였다고 밝혔다. 6월 스리랑카의 상품 수입에 대한 지출은 10억 5,500만 달러(한화
약 1조 2,443억 7,250만 원)를 기록하였다.
최근 스리랑카에서의 수입 감소는 지난 3월 이후 스리랑카 당국이 코로나19 위
기로 초래될 경제위기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상품 수입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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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 등에 기인한 것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4]’, 2020년 8월 24일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8.20.), (Adaderana Bi
z English, Sri Lanka vehicle imports drop by 80.9% in June due to import restrictions (2
020.8.18.))

2. (2020년 9월 7일) 라자팍사 대통령, 스리랑카에서의 식품 생산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기존 식품 수입 제한 조치 유지할 것이라 밝혀
8월 31일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은 스리랑카에서의
식품 생산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 밝
혔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농민들을 구제하고 농촌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
치를 철회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식품을 수입할 경우 가격이 낮아져 농민
구제 및 농촌 경제 강화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도시 중산층의 몇 가지 생필품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
고, 스리랑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
장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비롯한 식품 가격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도시 주민들의 과중한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
적하며,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당국에
지시하였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정부가 중개자를 대신해 농산물을 농민들에게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농민들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9.3.)
- 원문 출처: EconomyNext, FreshPlaza 등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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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 (2020년 9월) 북한의 수정된 COVID-19 관련 인도주의적 대응 (2020년
5~12월)
식량안보와 농업에 대한 COVID-19의 영향
⋅북한 내 식량불안은 만연하며, 이는 농업 생산량 부족, 가계의 다양한 식품에
대한 접근 불능, 열악한 식량 활용 및 가뭄과 홍수와 같은 반복되는 자연재해
에 대처하는 역량 제한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2020년 1월 국내 사람, 상품 및 공급품 이동 제한을 포함하는 조기 조
치를 시행했다. 2020년 4월 초, 북한 정부는 COVID-19 관련 제한조치의 단
계적 완화를 시작하여 단둥-신의주 국경을 따라 중국과의 제한적 국경 간 교
역을 조심스럽게 재개했다. 그러나 일부 COVID-19 봉쇄조치는 여전히 유효
하여 경제활동과 여행, 국경지역과 해안지역의 수입 및 어업은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고, 교육 및 인식제고 캠페인을 포함한 공공보건 조치도 유지되고
있다.
⋅인근 국가들에서 발병한 COVID-19는 북한의 취약한 식량안보 상황에 추가
적인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가중시켰다. 국경이 조기에 폐쇄되고 중국과의 무
역이 중단되면서 발병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식량
수입 불능으로 이어져 전년도 수확량에 기반한 국내 식량재고가 빠르게 고갈
되었다.
(출처) FAO Korea, ‘북한의 수정된 COVID-19 관련 인도주의적 대응(2020년 5~12월) ’, ｢세계식품과
농수산｣,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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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아프리카
[케냐]
1. (2020년 8월 24일) 케냐 철도청, 나쿠루-키수무 구간 철도 복구할 계획
케냐 정부가 거의 25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나쿠루(Nakuru)-키수무(Kisumu)
구간의 구식 철도를 37억 실링(한화 약 408억 3,600만 원)을 투입해 복구할 계획
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케냐 방위군(Kenya Defense Force)과 케냐 철
도청(Kenya Railways Corporation)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피터 오도요
(Peter Odoyo) 케냐 방위군 간사장은 해당 프로젝트가 8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이
라고 밝혔다. 또한, 오도요 간사장은 이번 프로젝트에는 철로 보수, 교량 수리, 컬
버트(culvert) 건설, 구식 역사 개축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철도 교통을 개선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우후루 케냐
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쿠
루-키수무 구간 철도 복구 작업은 새로 건설된 키수무 항의 연계 교통 인프라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케냐 철도청은 철도 개⋅보수 작업이
완료되면 화물 및 승객 수송 서비스가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쿠
루-키수무 철도 인근 기업과 농업 조합들은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시장에 상품
을 운송하기 위해 더 이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며 기대를 표명하였다.
최근 케냐 철도청은 177km 길이의 나이로비(Nairobi)-난유키(Nanyuki) 구간
철도도를 개⋅보수했다. 필립 마잉가(Philip Mainga) 케냐 철도청 MD는 나이로
비-난유키 구간을 복구함으로써 화물을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게
되어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 수송량의 일부
를 철도로 대체함으로써 현지 환경 보호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년 8월 24일)
- 원문출처: Allafrica, The Star KENYA(https://bit.ly/2Qi9JlX), (https://bit.ly/34oxS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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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9월 7일) FAO, COVID-19 전염병의 영향에도 불구, 케냐의 식
량 안보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COVID-19 전염병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케냐의 식
량 안보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케냐 FAO 대표인 토비아스
다카바라샤는 나이로비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만
큼 조기에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대체 사법제도 출범과 별도로 "농촌부문은

COVID-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된 제한에 대해 면제를 받았고 케냐인들은
이를 이용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다카바라샤는 현재 이 나라의 식량 안보 상황이 현지 생산과 수입을 통해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관측했으며, 케냐가 올해 초에 시행한 경제적,
재정적 조치들 또한 케냐가 대유행의 부정적인 영향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FAO 관계자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국가는 옥수수에서 멀어져 수수, 감자,
쌀, 콩과 같은 다른 작물로 다양화하는 데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는 농
업인들에게 새로운 작물의 유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 개발뿐만 아니라 견실
한 농업 확장 서비스 등 정부 조치를 통해 성공적인 식단 다양화 또한 증진될 것이
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5]”, 2020년 9월 7일자
- 원문출처: CGTN, Kenya’s food security remains stable despite COVID-19 pandemic: UN
official (2020.8.28.)

[나이지리아]
1. (2020년 8월 28일) 나이지리아표준기구, 식량 안보 영위하고자 가축 사
육과 관련한 새 기준 마련
나이지리아표준기구(SON, Standards Organisation of Nigeria)가 식량 안보
를 영위하려는 나이지리아 연방 정부의 계획에 맞추어 국내 동물⋅가축 사육과 관
련한 새 기준을 고안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오시타 아볼로마(Osita
Aboloma) 나이지리아표준기구 사무총장은 ‘나이지리아 경제 지속가능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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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P, Nigeria Economic Sustainability Plan)’에 따라 농업을 비롯한 주요 산
업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아볼로마
사무총장은 관련 경제 부문의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표준화된 개발 기준 6
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볼로마 사무총장은 국내 농산업 발전을 위해 동물⋅가축 사육과 관련한 가치
사슬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관련 표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하였다. 사무총장은
그중에서도 효율적인 생산성 증대를 담보하고자 가축용 암염지에 대한 기준을 구
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아볼로마 사무총장은 양식업
의 단백질 소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분(魚粉)으로 사용되는 혈분(血粉)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도 마련은 관련 산업 종사자들로 하여금
가축에 영양학적으로 적합한 먹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볼로마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염소와 양 등의 가축을 위한 영양 공급 계획 또
한 제도화했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년 8월 28일)
- 원문 출처: THE GUARDIAN(https://bit.ly/34Fbj9Q)

2. (2020년 9월 1일) 나이지리아 정부, GDP 감소에도 기존 예산안 그대로 추진
자이납 아흐메드(Zainab Ahmed) 나이지리아 계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경제가
역(-)성장한 것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20년 2/4분기 나이지
리아의 경제 성장률은 –6.10%를 기록했다. 나이지리아통계청에 따르면, 석유와 비
석유 부문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국내 금융 전문가들 또한 국가 경제를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흐메드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적 지속가능성
(Economic Sustainability) 실행 계획에 따라 예산안 원안 그대로 각 정부 부처에
게 예산을 할당해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은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및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각 주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저유가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와 봉쇄로 인한 국내 경
제 활동 위축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을 12조 6,500억 나이라(한화 약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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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8,080억 원)로 잠정 책정하였다. 이는 지난 7월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서명한 원안보다 약 17.25 증가한 규모이다. 2021
년 정부의 부채 상환액은 전체 예산의 25%가 채 안 되는 3조 1,000억 나이라(한화
약 9조 5,4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1년 나이지리아 정부의 예상 재정 수입액은 7조 5,000억 나이라(한화
약 23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년 9월 1일)
- 원문 자료: Today Nigeria, Nairametrics(https://bit.ly/3gOywIV), (https://bit.ly/2QGvjkg)

3. (2020년 9월 14일) 무함마두 부하리 대통령, 국가전략곡물비축고에 보
관 중인 옥수수 5,000톤을 나이지리아 가금류협회에 공급하기로 결정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국가전략곡물비
축고(National Strategic Grains Reserve)에 보관 중인 옥수수 5,000톤을 나이지
리아 가금류협회(Poultry Association of Nigeria)에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에 따라 정부는 시장 가격보다 50% 낮은 톤당 9만 나이라(한화 약 27만 6,000원)
의 옥수수를 나이지리아가금류협회에 제공할 계획이다.
부하리 대통령은 가금류 산업이 국내농업총생산(AGDP)의 27%를 차지하고 있
으며, 총 2,000만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
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무함마두 사보 나노노(Muhammad Sabo Nanono) 나이지
리아 농림부 장관은 이외에도 가금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조 나이라(한화
약 30조 7,33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가금류와 양식어(養殖魚)의 사료로 소비되는 옥수수를 비
롯한 곡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스타터’(Starter)라는 이름의 25kg짜
리 가금류 사료는 이전보다 5% 상승해 4,200나이라(한화 약 1만 2,900원)에 달했
으며, 양식어 사료 또한 7,500나이라(한화 약 2만 3,000원)에서 8,100나이라(한
화 약 2만 4,890원)로 올랐다. 앞서 7월 나이지리아중앙은행은 현지 옥수수 생산
을 장려하기 위해 옥수수 수입을 금지했으나, 이후 8월 6일 사료 생산을 위해 26
만 2,000여 톤의 옥수수 수입을 허용했다.
부하리 대통령 또한 코로나19 위기가 재유행하는 현시점에서 곡물 가격이 상승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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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9.8.)
- 원문 출처: Premium Times, Allafrica 등 (2020.9.4.)

[이집트]
1. (2020년 8월 24일) 이집트 국제협력부, 농업 프로젝트 13건 지원
8월 18일 이집트 국제협력부가 ‘글로벌 파트너십 내러티브(Global Partnerships
Narrative)’를 통해 5억 4,542만 달러(한화 약 6,482억 7,750만 원) 규모의 농업
프로젝트 13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글로벌 파트너십 내러티브’는 유
엔이 주창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번에 추
진되는 농업 프로젝트 13건은 총 27개 지역에서 150만여 명의 수혜자를 낳았으며,
새로 창출된 일자리 수만 1만 3,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집트 국제협력부는 이집트의 농산업 개발을 목적으로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2억 달러(한
화 약 2,379억 원)의 차관 계약을 체결했다. 이집트 정부는 이 재원을 통해 현지
농민들의 친환경 농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이번 지원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기 관리를 포함한 새 농법 도입으로 이어져, 이
집트의 농업 가치 사슬이 ‘스마트 농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식량 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점을 고려하면 이집트의 식량 공급과 유통 과정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
다. 한편 이집트는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창립 회원국으로, 현재까지 농산업⋅금융
⋅제조업 등 11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65억 유로(한화 약 9조 1,165억 원)를
투자한 바 있다.
라니아 알마샤트(Rania Al Mashat) 이집트 국제협력부 장관은 지난 7월 여러
개발 기관과의 다자 협력을 추진하고자 국내 최초로 농업 다자 파트너십 플랫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알마샤트 장관은 이 플랫폼에 대해 현지 소영농들의 수입⋅생
산성 증가를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의 주요 목표인 빈곤 퇴치, 성평등, 고
용 안정 등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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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 MENAFN, Egypt Commercial News(https://bit.ly/2Qh7y1X), (https://bit.ly/2Ev
X0tm)

2. (2020년 9월 15일) 코로나바이러스, 이집트 밀 구매를 선제적으로 촉구
세계적인 밀 구매자인 이집트는 구매 시즌 첫 두 달 동안 구매량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0% 늘렸으며, 공급부는 여전히 COVID-19에 대응하여 6개월의 전략
비축량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집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2만 톤을 구매한
데 비해 7~8월 사이 국제 공급사로부터 240만 톤의 밀을 구매했다.
정치 수뇌부는 구매 증가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서면 질의에 대해 “정치 지도부
의 지시에 비추어 우리는 6개월 이상의 필수 물품의 전략적 비축량을 유지하고 있
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로 확산된 COVID-19 위기에 비춰 선제적 조치로 다양
한 상품의 재고를 확보하는 데 지난 몇 달 동안 큰 영향을 미쳤다.
이집트 대통령 Abdel Fattah al-Sisi은 지난 3월 세계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
가 높아지고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해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공급망이 혼란에 빠지
자 당국에 전략 비축량을 강화하라고 처음 지시했다. 이집트 국영 곡물 구매자인
GASC는 지난 두 달 동안 거의 매주 밀을 입찰했다. 한 유럽 무역업자는 “국제물가
는 8월 중순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집트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일로에
물량을 공급받으면서 계절적 구매를 선행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0년
7~8월 GASC가 구매한 밀의 약 85.4%가 러시아산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무역 데이
터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이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한 곳인 러시아는 국내 물자 확보가 필요할 경우
COVID-19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0년 2분기에 시범적으로 시행된 메커니즘인 곡
물 수출 쿼터를 2021년 상반기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러시아 업계 소식통은 앞서 10월 중 1~6월 쿼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러시아는
2020년 작황이 큰 만큼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부는 잠재적인
쿼터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세계 시장에 모든 상황이나 글로벌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계획을 수립할 때 항상 대안적인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
다.
한 무역업자는 “이집트는 러시아로부터 많은 밀을 구매할 수 있고 또 구매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수입국들도 프랑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의 수출 물량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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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장 소식통은 GASC가
터키와 파키스탄을 포함한 다른 지역 강국들이 물량이 고갈되기 전에 화물을 예약
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oronavirus prompts major pre-emptive Egyptian wheat buying sp
ree’,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9월 15일자,(http://www.kr
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488/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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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글로벌
1. (2020년 8월 21일) 국제농업개발기금, 나이지리아⋅케냐⋅파키스탄 영세
농에 농업 지원 프로젝트 시행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이 나이지리아⋅케냐⋅파키스탄 등 3개국 내 영세농 170만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
클 크레이머(Michael Kremer)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개발을
위한 정밀농업(PAD, Precision Agriculture for Development)’과 협력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재원은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시골 빈곤
층 부양 기금’(RPSF, Rural Poor Stimulus Facility)에서 충당된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3개국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
농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실용적인 생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농업개발기금은 휴
대전화로 농민들에게 개인별 맞춤식 농업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제농업개발
기금은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현지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재해 관
리, 시장 접근성 등 여러 부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소득
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국제농업개발기금은 1,120만 달러(한화 약 133억 1,120만 원)를 투입해 전
세계 영세 농민 670만여 명을 대상으로 11개의 농업 개발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크게 두 개 지역에서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대상 국가는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르
완다,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네팔 등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년 7월 10일)
- 원문 자료: THISDAY NEWSPAPER, Allafrica(https://bit.ly/3iWM0nr), (https://bit.ly/2CJ0MPk)

2. (2020년 8월 24일) 식품공급사슬과 COVID-19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식품 공급사슬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식품 공급사슬에 예상치 못한 영향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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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였다. 2) 생산, 가공, 운송 및 물류, 최종 수요에 이르기까지 식품 공급
사슬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상당한 사회적인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3) 식품 공급사슬에 가해진 이러한 충격은 식품 산업에도 그 충격이 전달되었다.
4) 그러나 COVID-19로 인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식품 공급사슬 내 병목현상의 원
인을 근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다.
식품 공급사슬 내 분야별 발생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노동력에 의존하는 생산
품목인 과일과 채소와 더불어 육류는 생산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곡물
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큰 혼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3) 종
자의 경우 국가 간 이동이 많은 품목인데, COVID-19로 인해 이동에 제한이 생기
면서 파종 시기 이전에 종자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향후 농업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운송 수단별로도 발생하는 문제가 다르게 나
타나고 있는데, 선박이나 철도로 주로 운송되는 식품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나, 이동 횟수가 급감한 항공으로 운송되는 식품은 운송량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전년대비 유럽과 남미 간 항공 노선은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와 미국의 도로 운송은 약 20% 가량 줄어
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유럽에서는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국가별로 최고
50% 이상의 도로운송량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빠른 운송 수단에 의존하는 과일과 채소의 운송 및 물류 문제가 발생하여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COVID-19가 가져온 식품 공급사슬 내 소비자 수요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COVID-19는 식당, 음식 서비스 등 “집 밖의 음식”으로부터 가정에서 소비되는 식
품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야기한다. 2) 레스토랑 예약의 급격한 감소와 종업
원수의 감소로 인해 식품 공급사슬의 운영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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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VID-19에 따른 주요 국가의 식당 예약 변화

3) 그 중에서도 특히, 냉동, 냉장 등 포장 식품의 판매 수요는 급증하였다. 4)
프랑스의 경우, 3월 식품 소매 수요는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독일에서는
56% 증가가 나타나는 등 주요 국가에서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다.

688

특집 5 : 코로나 관련 정보 제4편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4)

그림 2. 식품별 전년대비 소매 판매 추이

식품 공급사슬 내 문제점과 해결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된다. 1) 식당
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단위, 포장, 품질이 집에서 소비하는 식품과는 차이가 나타
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식품 공급사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특히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에 따라 소매업체별로 식품이 품절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이
로 인한 사회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3) 상대적으로 사회 안전망이 잘 발달되
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식품 공급사슬의 갑작스러운 불안정으로 식량 위
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4) 적절한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은 식품 공급사슬의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음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수급 불안정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사
전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4]’ 2020년 8월 24일
- 원문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물류기술통합정보시스템(2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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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9월 7일) 세계 식량가격 지수 3개월 째 상승…코로나 초기 수준
회복. 생산 감소⋅수요 증가에 곡물⋅유지류⋅설탕 가격 올라
세계 식량가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수준까지 회
복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8월 세계식량
지수가 전월 대비 2.0% 상승한 96.1포인트(P)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식량가격지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월부터 급감했다. 올해 1월 102.5였던 식
량가격지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월 99.4, 3월 95.1로 떨어졌고, 5월에는
91.0까지 낮아졌다. 이후 6월부터 조금씩 회복한 식량가격지수는 3개월 연속 오름
세를 보이며 2~3월 수준까지 올라섰다.
▲연도별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품목별로 육류와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곡물과 유
지류, 설탕은 상승했다. 곡물은 전월 96.9P에서 1.9% 올랐다. 살은 국제 공급량이
적은 계절인 데다가 아프리카 지역의 수요가 증가해 3개월 만에 가격이 상승했다.
밀도 유럽의 생산 감소 전망과 수요 증가로 8월 말부터 가격이 상승했고,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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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근 아이오와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미국의 생산 감소 우려가 가격을 올렸다.
보리는 중국의 아르헨티나산 보리 수입이 증가했고, 수수 역시 중국의 수입 수
요가 크게 증가한 것을 반영해 각각 가격이 올랐다. 유지류는 전원대비 5.9% 상승
한 98.8P를 기록했다. 보리는 중국의 아르헨티나산 보리 수입이 증가했고, 수수
역시 중국의 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을 반영 가격이 상승했다. 설탕은 7월 대
비 6.7%가 오른 81.1P로 집계됐다. 기상 악화로 인해 세계 2위 수출국인 태국과
유럽연합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내 소비 증가로 수입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육류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쇠고기와 가금육은 생산량이 줄었지만
수입이 둔화됐고, 양고기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공급이 증가한 반면 수요는 위축
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4개월 연속 가격이 하락하던 돼지고기는 도축량 감소에
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 급증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유제품은 전월과 동일안
102.0P를 기록했다. 치즈와 전지분유는 가격이 하락했고, 버터는 폭염에 따른 우
유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한편 FAO는 2020⋅2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7억 6,4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곡물 소비량도 27억7464만 톤으로 전
년보다 12.4%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출처) 이투데이, ‘세계 식량가격 지수 3개월 째 상승…코로나 초기 수준 회복’, (2020년 9월 7일자 기사)

4. (2020년 9월 9일) GDT 유제품 시세 1.0% 하락...올 1월 대비 –13.5%,
8월 유제품 가격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
9월 1일 실시된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1.0% 떨
어지며 7월 반등 이후 4회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로나 이전인 올해 1월 대비
△ 13.5%, 코로나 이후 반등했던 7월에 비해서는 △8.3% 떨어진 수치다.
품목별로는 전지분유가 2,884달러/톤(3,430원/kg)로 △2.0%, 버터가 3,334달
러/톤(3,690원/kg)로 △1.2%, 체다치즈가 3,428달러/톤(4,070원/kg)으로 △
0.4% 떨어졌고, 탈지분유는 2,663달러/톤(3,160원/kg)으로 1.8% 올랐다.
시장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남미, 아프리카, 인도 등에서 유행하고 있고, 유럽
과 미국 등에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등 수요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해,
바이어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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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AO의 8월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월과 같은 102.0을 기록하며 코로나 이
전인 1월 103.8 수준을 거의 획복하였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2020.09.09호
- 원문출처: globaldairytrade.info, 9월 1일, fao.org, 9월 3일자

5. (2020년 9월 9일) IDF, 9월 중 5차례의 웨비나 개최 예정. 세계학교우
유의 날 기념행사, 낙농정책경제 분과 세미나 등 5건
IDF(국제낙농연맹)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9월에도 각종 행사를 웨비나(온
라인 세미나)로 개최할 계획임을 회원국에 알려왔다. 특히 9월 마지막 주 수요일
(30일) 제21회 세계학교우유의 날을 맞아 지난 3월 발간된 “세계 각국의 학교우유
운영현황”블레틴의 출간기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IDF회장
주디스 브라이언스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책자 소개와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의
학교우유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6일에는 낙농정책경제 분과(SCDPE) 주관으로 코로나19 팬데
믹이 유제품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웨비나를 통해 코로나가 낙농업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원유생산 가공 유통판매 및 교역부문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마케
팅 측면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뉴질랜드 리뎃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지속가능한 영양 업무(9/9), 미
국의 식생활 지침 개정(9/21)과 코로나가 향후 유제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9/22)
을 주제로 한 웨비나가 개최될 예정이며, 회원국 관계자와 참여를 희망하는 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2020.09.09호
- 국제낙농연맹(IDF), 9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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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0년 9월) FAO, COVID-19가 농촌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FAO 관
련 노력
1) COVID-19가 농촌 고용에 미치는 영향
비공식 근로자 및 농촌 청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글로벌 실업과 관련해, 2019년 1억 8,800만 명의 실업자
외에도 COVID-19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530만 명(‘최소’시나리오)에서
2,470만 명(‘최대’시나리오) 추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7) 또한, 최근의 세계적
인 조사18)에서는 조사대상 청년 6명 중 1명이 COVID-19가 시작된 이후 일을 중
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가 비공식 경제 규모가 큰 지역(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 동남아, 중남미)으로 확산됨에 따라, 더 많은 비공식 근로자들이 일자리와
소득을 잃게 되어 빈곤과 식량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근로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와 그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이미 농업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식량 가용성과 시장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부와 수확 기간 중 이주 근로자 부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어 세계적인 식량공급에 있어 이주민들이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는 지가
강조되고 있다.19)20)
2) FAO의 COVID-19 대응: 청년중심, 일관성, 녹색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FAO는 농식품시스템 내 청년들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농기업가들의 필요와 우려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니셔티브를

17) ILO. 2020.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Impact and policy responses”. ILO Monitor 1st
Edition. ILO, Geneva.
18) ILO. 2020. “Youth & COVID-19: Impacts on jobs, education, rights and mental well-being”. ILO,
Geneva.
19) FAO. 2020. “COVID-19 and the risk to food supply chains: How to respond?”. FAO, Rome.
20) Cappelli, A. and E. Cini. 2020. “Will the COVID-19 pandemic make us reconsider the relevance
of short food supply chains and local productions?”. Trends in Food Science & Technology, 99,
56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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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했다.
KOICA가 자금을 지원한 동티모르, 짐바브웨, 시에라리온에서의 녹색일자리 프
로그램은 특히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이 큰 농촌지역에서 공공고용 프로그램의 비
율을 높인다.
지원 정책 및 조치
FAO는 기구차원에서 정책 분석과 COVID-19가 세계 식량농업, 가치사슬, 식량
가격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활
용했다. 정책자문, 데이터 및 증거생성, 식품정책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COVID-19 관련 긴급 필요사항에 대응하는 데 있어 FAO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식량농업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 이해 및 완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식량안보 및 생계 보호
⋅바이러스의 기원과 확산에 대한 이해
⋅단일의 One Health 접근법 보장
녹색복구 계획 지원
COVID-19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공공 및 민간 투자 부족에 의한 어려움을
겪는 농촌과 농업부문에 존재하는 기존 취약성이 심화되었다. 일부 선진국들은 식
품시스템 연계를 통해 다른 경제 부문과 얽혀 있는 농촌경제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경제적⋅환경적 개발목표를 동시에 해결하는‘녹색복구’계획21)을 이행한
다.
(출처) FAO Korea, ‘COVID-19가 농촌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FAO 관련 노력’, ｢세계식품과 농수산｣,
2020년 9월호

21) 예를 들어, EU, 영국, 모든 54개 아프리카 국가(Global Center on Adaptation 및 African Adaptation
Initiative의 ‘보다 나은 재건’ 대응에 의거)는 COVID-19 복구 계획을 녹색화 조치와 적극적으로 결합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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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accelerates US maize buying with record purchase
중국은 기록적인 구매로 미국산 옥수수 수입을 가속화
중국은 미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산 옥수수
구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또 다른 조치를 취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수출업체들이 중국에 약 193만 7천 톤의 옥수수 곡물을
판매하면서 3번째로 큰 곡물 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는 이달 초 176만
2천 톤을 예약한 중국에 대한 이전의 기록적인 판매를 넘어섰다.
중국은 호주와 보리 작물 운송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가축 사료 원료 수입을 늘
렸다. 지난 3월부터 미국산 옥수수 구매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USDA 자료에 따르면, 8월 31일 종료하는 시즌에는 약 130만 톤의 미국산 옥수
수가 판매되었고, 목요일 발표된 판매량을 포함하여 다음 시즌에 약 572만 톤이
선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연간 옥수수 수입 쿼터인 720만 톤에 도달
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
중국은 여전히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올해만 365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을 사들여야 하며, 2017년 240억 달러에서 증가한 수준이다. 구매가 가속화되면
중국은 목표치에 더욱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치에 도달하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중국과의 무역협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선거를 앞두고 주요 팜벨
트 지역에서 농민들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시카고선물시
장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12월 인도분 옥수수는 약 1% 증가하였다. 가격은 약 한 달 만에 최저치에 가까
워졌다. 미국의 양호한 작황 상황으로 대규모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7.30.).
* sujung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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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 hopes for ‘magnificent’ wheat crop in pandemic
economy
호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위기 가운데 밀 작황 호조 기대
호주는 지난 3년간 이어진 가뭄 이후 비가 내려 곡물 밭은 활기를 찾았다. 밀
풍작이 기대되며, 트랙터 판매가 늘어나고 대출도 증가하면서 그 동안 타격을 입
은 농업 부문이 살아나고 있다.
주요 동부 곡물 재배 지역에서 중생 농작물은 일부 업계 베테랑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풍부하며, 이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몇 안 되는 희망적인 소식
이다.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 주요 곡물 재배 지역인 퀴린디(Quirindi)에서 트랙
터 딜러인 로저 모일란씨는 “30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했는데 이렇게 작황이 좋은
것은 처음이다. 밀과 보리가 어디서든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North West Farm Machinery의 모일란씨는 곡물을 트럭에서 사일로로 옮기는
데 사용하는 트랙터와 오거(auger) 판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만약 오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 곡물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
했다.
호주는 계속되는 심각한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기 전까지 세계 4위의
밀 수출국이었다.
호주의 주요 상품 예측 전문가는 최근에 2020-21년 밀 생산량 전망치를 2,670
만 톤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전년도 수준보다 75% 이상 높으며, 2016-17년
호주의 기록적인 수치인 3,513만 톤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호주의 밀 생산량 10년 평균은 2,400만 톤을 조금 넘는다(2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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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Sea wheat moves markets lower, but spring wheat a
watch point
흑해산 밀 시장으로 이동 저조, 봄 밀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이번 시즌은 최근 대부분의 시즌과 마찬가지로 흑해 지역의 곡물 공급이 글로벌
시장이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흑해 지역의 곡물 생산량 추정치에 대한 조정은 특히 북반구에서 미국과 유럽연
합(EU), 우크라이나 생산자들이 소규모의 밀 생산을 위해 설정된 해에 국내 및 국
제 가격에 대한 분위기를 설정한다.
이번 주는 그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월요일 세계 밀 선물 시장은 타격을 입었으
며, 파리와 영국의 신곡(new crop) 시장(각각 12월 20일, 11월 20일)은 일주일 내
내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공통 주제는 무엇인가? 러시아 밀 재배 면적 추정치 증가.
러시아 공식 통계청은 2020년 밀 재배 면적 추정치를 2,940만 헥타르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70년대 이후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농업시장연구소(IKAR)는 7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7,650만 톤까지 떨어졌던 생산량 추정치를 7,800만 톤으로 수정했다. 글로
벌 예측가들이 사용하는 지역 수치에 따라, 러시아는 향후 몇 주 동안 생산 전망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 수확과 농작물 개발은 시장 동향, 특히 러시아에서 봄철 밀 생산량
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베리아는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될 것이다.
시베리아의 기온은 최근에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향후 2주 동안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지역에 봄 밀이 개화하면서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이는 면적 수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예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밀 시장 동향에서 또 다른 핵심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농
업컨설팅사인 Ukragroconsult의 최근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밀 수확이 7월 23일
에 53% 완료되었다고 강조했다. 평균 단수는 3.62t/ha로 같은 기간에는 3.82t/ha
이다. 만약 단수가 같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생산량은 2,430만 톤에 달할 것이
다. 지난 시즌 수확량은 2,850만 톤이었다(2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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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C projects increased flour trade in 2020-21
국제곡물이사회, 2020-21년 밀가루 무역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제곡물이사회(International Grains Council)는 7월 24일 발표한 월간 곡물
시장 보고서를 통해 2020-21년 세계 밀가루 교역량은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
스탄으로의 수출 회복이 전망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지난 4월 전망치인 1,510만 톤에서 1,500만 톤으로 다소 하향 조정했
다.
IGC는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2019-20년에 밀가루를 평균보다 적게
수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말 추정치에 따르면, 아프
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각각 190만 톤, 55만 톤을 수입하였다. 내년에 양국은
각각 250만 톤과 75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에서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수입 요건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수
확이 기대된다고 이사회는 밝혔다. 불과 3년 전에 262만 7천 톤의 밀가루를 수입
했던 이라크는 2020-21년에는 2백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도
보다 10만 톤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시리아는 2019-20년 수입량에서 변동 없는 45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보
인다.
IGC는 예멘이 2년 연속으로 90만 톤의 밀가루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
며, 이는 분쟁으로 인한 지역 농업 및 가공 능력의 중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
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사회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입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일부 국가에서 수입 구매가 약화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영
향으로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은 지역을 포함하여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터키는 2019-20년 출하량에서 10만 톤 증가한 490만 톤으로 최대 밀가루 수출
국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터키 선적의 대부분은 중동(전체 물량의 약 3분의 2 정도)로 가게 될 것이며, 이
라크와 시리아 등 일부 전통적인 시장은 국내 수확물로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
상된다고 이사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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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터키는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일부 국가의 수입 구매가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최대 공급 업체라고 전했다.
카자흐스탄의 밀가루 수출은 지난 시즌보다 수확 상황이 좋아지면, 우즈베키스
탄과 아프가니스탄으로의 대량 선적을 포함해 2백만 톤에서 24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이사회는 분석했다.
다른 상위 밀가루 수출국 중에서 아르헨티나는 67만 5천 톤, 유럽연합(EU) 65
만 톤, 러시아 42만 톤으로 모두 2019-20년과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크
라이나는 전년도보다 50만 톤 줄어든 42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500만 톤의 세계 밀가루 교역량 전망치가 실현된다면, 세계 밀가루 교역량이
증가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2016-17년 사상 최고치인 1,769만 9천 톤에 도
달한 이후, 전 세계 밀가루 무역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감소하였다.
2014-15년 1,410만 톤 이후 지난해에는 총 1,440만 톤으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2020.7.28.).

▮ Brazil expected to import more wheat from outside Mercosur
this year to meet demand
브라질, 수요 충족 위해 올해는 메르코수르 외부에서 밀 수입 늘릴
것으로 전망
7월에 러시아는 총 6만 톤의 밀을 브라질에 판매하였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들어 브라질에서 러시아산 제품을 처음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거래에 참여한 두 무역업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의 러시아산 곡
물 구매는 상대적으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그 이유로는 브라질은 남미공동시
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에서 곡물 관세 없이 대부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산 제품은 브라질 식물위생법상의 이유로 항구 내에 위치한 제분
소에서만 가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약에 제한을 받다. 일반적으로 북미지역의
제품들이 상업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처리될 때 더 제한이 많았다.
브라질 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브라질은 러시아에서 91,700
톤을 수입했다고 나타났다. 2018년에는 26,200톤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산 밀 제품에 대하여 최소 두 건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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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최근에 종료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는 없다.
올해 브라질에서는 북반구의 공급업체와 거래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2019년
말에 메르코수르 외부 시장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0%의 관
세 부과 없이 연간 75만 톤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할당량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밀 제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브라질은 2020년에 730만 톤의 기록적인 수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상반기에 약 350만 톤의 밀을 수입했으며, 2019년 동기간 대비 15만
톤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에 약 312만 톤의 밀을 수출한 주요
공급 업체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296만 톤을 수출하였다.
미국은 172,000톤(2019년 상반기에는 72,000톤)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파라
과이와 우루과이가 각각 97,000톤, 80,000톤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달러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세
계 최대 곡물 수입국 중 하나인 브라질의 밀 산업은 6월에 수입 관세 부가 없이
메르코수르 외부 시장에서 약 45만 톤의 추가 수입 쿼터를 확보하였다
(2020.7.22.).

▮ Dryness, which has caused ‘some panic’, cuts Kazakh wheat
export hopes
카자흐스탄, 건조한 날씨로 소맥 수출 기대감 하락
카자흐스탄의 2020-21년 밀 수출은 5년 만에 최저치에서 크게 반등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미국 관계자들은 전하였다. 또한, 미국 관계자들은 조기 파종한 경작
지들이 최대 50%의 비율로 실패하면서 건조한 날씨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경고하
였다.
미국 농무부(USDA)의 카자흐스탄 아스타나(Astana) 사무국은 9~8월 기준으로
2020-21년 카자흐스탄의 밀 수출량은 620만 톤으로 집계하였다. 이는 USDA가
공식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710만 톤과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AO)
등의 추정치인 750만 톤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2019-20년 시즌의 예상 출하량은 6백만 톤에서 다소 회복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전년 대비 230만 톤 줄어든 것이며, 지난해 가뭄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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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사무국은 겨울에 내린 비로 토양 수분 수준이 재충전되었
지만, 최근 몇 주 동안 건조한 날씨로 인해 수율 회복 가능성이 제한되었다고 지적
했다.
그리고 6월 초에 비가 부족해 토양 수분 수준이 낮아져 농가에서는 올여름 가뭄
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곡물과 콩과 작물 재배 면적의 3%만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고하였으며, 현재 작물 상태에 대한 농민들의 견해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사무국은 올해 카자흐스탄 밀 수확량을 전년 대비 130만 톤 증가한 1,280만 톤
으로 집계하였다. 그러나 USDA 공식 추정치인 1,350만 톤에는 미치지 못했다.
2019년을 제외하면, 1,280만 톤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아스타나 사무국은 수확 전망치는 위성과 토양 수분 데이터뿐만 아니라,
열악한 기상 조건이 초기 밀 파종에 영향을 미친다는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고 전
했다. 농민들은 조기 파종이 최대 50%까지 실패한다고 보고하였다.
생산량 감소는 주요 밀 수출국들의 밀 생산 희망에 대한 최근의 어려움들 중 가
장 큰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헨티나, 유럽연합(EU), 러시아 등 주요
밀 수출국들의 수확에 대한 시장 기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화요일과 별도로, 프랑스 농산물 컨설팅업체인 아그리텔(Agritel)은 러시아 곡
물 수확량이 8백만 헥타르에 이르며, 현재까지 헥타르당 평균 단수는 3.47톤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이 단계에서 최근 6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부 지역에서 초기 단수는 헥타르당 5톤을 초과할 가능성과 함께 좋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농산물시장민간연구소인 소브에콘(SovEcon)은 시장은 이미 러시아 남
부 지역의 저조한 수확량을 소화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다른 지역의 곡물과
지역 수치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호주 캔버라 지부의 USDA 담당자는 2020년 말 호주의 밀 수확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하였다(2020.7.21.).

▮ Saudi Arabia liberalises wheat imports
사우디아라비아, 밀 수입 자유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곡물 기구인 SAGO에 따르면, 제분소를 인수한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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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자국 내 곡물 부문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해 국제 시장에서 밀을 직접 수입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환경을 개편하기 위해 자국의 제분소 기업 전체를 민영화
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고 있다. 제분소 기업의 민영화는 오랜 기간 예상되어 왔다.
세계 최대 곡물 구매 업체 중 하나인 SAGO는 지금까지 국가의 모든 밀 구매를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제분소가 민영화된다면, 이들은 특히 SAGO처럼 완벽하
게 국제 시장에서 밀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밀 구매 가치는 제분소의 수익 마진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번 민영화 조
치는 구매자들에게 흥미로운 제분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일 것이라고 한 독일 상인
은 전했다.
사우디 제분업 부문의 민영화 제1단계는 30일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되었다. 사우
디와 걸프의 무역업자들이 2개의 제분 기업을 매입하였다.
카이로에 기반을 둔 지역 곡물 컨설턴트는 “SAGO의 초기 전략은 밀 수입을 유
지하는 것이고, 밀가루 및 빵 시장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다”고 언급
했다.
그리고 SAGO는 제분소를 인수하는 민간 컨소시엄의 경험에 더 편안함을 느끼
지만, SAGO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상당한 전략적 보유분에 기본 안전망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rcher Daniels Midland Co) 및 번기(Bunge Ltd)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조직들이 민영화에 대해 첫 번째
로 관심을 가졌다. 이들 기업은 이번 제분소 민영화를 다른 대규모 자산 매입을 고
려하는 리트머스 시험대로 삼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수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국내 밀 생산을 늘리기
위한 30년 계획 프로그램을 포기했으며, 국제 공급업체로부터 곡물을 확보하는 것
을 고려하고 있다(2020.7.21.).

▮ Swarms of locusts may blow into Brazil from Argentina
메뚜기 떼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로 이동
아르헨티나 북부의 메뚜기 떼는 거대한 구름을 형성한 채 국경을 넘어 브라질로
이동할 수 있는 기상 조건이 형성될 수 있어, 브라질의 겨울 작물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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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루 Somar Meteorologia의 기상 전문가는 수요일에 바람을 타고
메뚜기 떼가 브라질로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메뚜기 떼는 남부 리오그
란데 도 술(Rio Grande do Sul) 주 경계에서 약 100km(62마일) 떨어져 있는 상황
이다. 그리고 메뚜기 떼는 주(州) 서부 지역에서 밀과 카놀라, 보리 작물 뿐만 아
니라, 자생 초목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월 말, 브라질 농업부는 관계자들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남부 두 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메뚜기는 5월 파라과이에 도착한 이후 아직 아르헨
티나 영토에 남아 있다. 두 번째 메뚜기 떼 구름은 국경에서 약 300km 떨어진 파
라과이에 머물러 있다고 아르헨티나 관계자는 전했다.
대규모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와 파키스탄에서 밭을 황폐화시켜 농작물에 피해
를 끼치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 같은 현상은 남아메리카에서 항상 나
타났지만, 올해는 극심한 건조와 따듯한 기온으로 더욱 번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위생국인 Senasa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최근 메뚜기 떼의 침략은 2019
년과 2017년이었다. 메뚜기는 하루에 150km까지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심지어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0.7.20.).

▮ Argentina farm minister says no plan to hike grains export taxes
아르헨티나 농업부 장관, 곡물 수출 관세 인상할 계획 없다고 발표
아르헨티나의 루이스 바스테라 농업부 장관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
해 국가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면서 정부에 세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곡물 수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광대한 팜파스 곡물 벨트 지역에서 농민들은 국채 650억 달러의 복잡한 구조조
정에 휘말린 재정난에 처한 정부가 밀과 옥수수, 대두 수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아르헨티나 농업부 장관은 세금 인
상이 아니라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달러 수요를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작물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재배 면적을 늘리고, 투자를 늘려줄 재배자가 필요하
다고 전했다.
그리고 농업부 장관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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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밀, 옥수수, 대두 주요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대두박 공급국이다.
가축 사료 원료인 대두박은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돼지, 가금류 및 소 등 가축 사
료로 사용된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밀 수출 관세는 12%이며, 옥수수 12%, 대두 33%, 대두박
3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사태로 인해 3월에 시작된
락다운의 압박을 받아 올해 민간 분석가들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12%가량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020.7.15.).

▮ Nigeria’ s central bank cuts forex access for maize imports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옥수수 수입에 대한 외환 거래 접근 차단
나이지리아의 중앙은행은 이미 급증하는 식량 인플레이션에 가중될 것으로 예
상되지만, 국내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옥수수 수입에 대한 외환 거래 접근을
차단하였다.
중앙은행은 월요일(현지시간) 자사 웹사이트에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공인 딜
러들은 옥수수 수입에 사용되는 경화(hard currency)에 대한 요청 처리를 즉각 중
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연료와 식품 및 공장용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이지리아경
제에서 로컬 농업과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최근 노력 중 하나로 보
인다.
나이지리아 외환 수입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유가 하락으로 경화 유입이
줄어들면서 나이지리아의 경제 활동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국내 선적 비용이 증
가했다.
월요일 발표한 외환 거래 중단은 국내 생산량을 늘리고, 빠른 경제 회복을 촉진
하고, 시골의 생계를 보호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
라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은행은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쌀 밀수를 막기 위해 나이지리아는 인접 국가와의 국경을 차단하
고, 후에 국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움
직임으로 결국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옥수수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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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매년 40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고 미 농무부(USDA)는 밝혔다.
서아프리카 국가의 복수환율제도는 일부 수입업체들이 비록 훨씬 더 높은 환율
이지만, 여전히 병행 시장(parallel market)에서 달러에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해준
다. 이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여 이미 2년 동안 최고치인 15%에 도달한 식
량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에 위치한 Meristem Securities의 애널리스트는 물
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은 이 정책을 시행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물가 상승률은 5년
동안 목표 범위인 6%에서 9%를 상회하였고, 7월 15일 보고서를 보면 6월에는 12.7%까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차입 비용을 삭감하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예상치 못하
게 기준금리를 인하했다(2020.7.14.).

▮ Coronavirus prompts major pre-emptive Egyptian wheat buying
spree
(코로나바이러스, 이집트 밀 구매를 선제적으로 촉구)
세계적인 밀 구매자인 이집트는 구매 시즌 첫 두 달 동안 구매량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0% 늘렸으며, 공급부는 여전히 COVID-19에 대응하여 6개월의 전략
비축량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집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2만 톤을 구매한
데 비해 7~8월 사이 국제 공급사로부터 240만 톤의 밀을 구매했다.
정치 수뇌부는 구매 증가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서면 질의에 대해 "정치 지도부
의 지시에 비추어 우리는 6개월 이상의 필수 물품의 전략적 비축량을 유지하고 있
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로 확산된 COVID-19 위기에 비춰 선제적 조치로 다양
한 상품의 재고를 확보하는 데 지난 몇 달 동안 큰 영향을 미쳤다. 이집트 대통령
Abdel Fattah al-Sisi은 지난 3월 세계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전염병
을 억제하기 위해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공급망이 혼란에 빠지자 당국에 전략 비축
량을 강화하라고 처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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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국영 곡물 구매자인 GASC는 지난 두 달 동안 거의 매주 밀을 입찰했다.
한 유럽 무역업자는 "국제물가는 8월 중순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집트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일로에 물량을 공급받으면서 계절적 구매를 선행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0년 7~8월 GASC가 구매한 밀의 약 85.4%가 러시아산
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무역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이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한 곳인 러시아는 국내 물자 확보가 필요할 경우
COVID-19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0년 2분기에 시범적으로 시행된 메커니즘인 곡
물 수출 쿼터를 2021년 상반기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러시아 업계 소식통
은 앞서 10월 중 1~6월 쿼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러시아는 2020년 작황이 큰 만
큼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부는 잠재적인 쿼터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세계 시장에 모든 상황이나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계획을 수립할 때 항상 대안적인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무역업자는 "이집트는 러시아로부터 많은 밀을 구매할 수 있고 또 구매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수입국들도 프랑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의 수출 물량이 적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장 소식통은 GASC가
터키와 파키스탄을 포함한 다른 지역 강국들이 물량이 고갈되기 전에 화물을 예약
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0. 09. 15).

▮ Brazil should consider eliminating import tariffs on corn, soy
(브라질은 옥수수, 대두에 대한 수입 관세 철폐를 고려해야)
브라질 식품 공급 통계 기관 Conab의 청장 Guilherme Bastos은 로이터통신과
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정부는 대두와 옥수수 같은 식품 주요 식량에 대한 수입 관
세를 한시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Bastos은 수요일 오
후 인터뷰에서 “관세 철폐는 역사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높은 국내 곡물 가격을
낮추는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된 메르코수르 외곽에서 수입되는 옥
수수와 대두에 대한 부과금은 8%이다. 그는 브라질이 12월 31일까지 40만 톤의 쌀
쿼터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폐지하면서 이 조치를 제안했다. 농업부 장관 Tereza
Cristina Dias은 한시적인 수입관세 면제가 미국과 태국에서 수입되는 쌀에 혜택
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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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tos은 관세가 떨어지면 브라질은 이제 수확을 시작하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
서 대두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국제무역의 유입을 허용하지 않는
가?”라고 말하면서 옥수수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astos
은 브라질의 메르코수르 협정으로 국내에서 수급 조절이 가능한 ‘오픈 프런티어
(open frontiers)’에 찬성하고 있다.
오일시드의 경우 내부 가격이 높아 국내 소비용 바이오디젤과 대두유를 생산하
는 파쇄 산업에 대한 비용이 상승한다. 브라질은 생산되는 대부분의 대두를 중국
에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옥수수
를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에도 옥수수 가격 상승이 문제다. 메르코
수르 외곽에서 들어오는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이른바 ‘역외공통관세’의 한시적 감
축은 지난달 정부가 논의했지만 결정되지 않았다(2020. 09. 11).

▮ Dry weather complicates winter grain sowing in Russia, Ukraine
for 2nd year in a row
(건조한 날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2년 연속 겨울 곡물 파종
작업을 복잡하게 만들어)
흑해 곡물 상위 수출국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는 2021년 작물을 위한 겨울 곡물
파종이 지연되고 있고 이웃 러시아도 작년의 속도를 앞서가고 있지만 비가 필요하
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농민들이 건조한 토양에 겨울 곡
물을 파종했던 지난해 가을을 연상케 한다.
좋은 겨울 날씨로 인해 수분 보유량이 증가했다. 농업부는 우크라이나의 농민들
은 건조한 날씨 때문에 아직 파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는 1년 전 같은 날짜에 계획 면적의 5%를 파종했다. 올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캠페
인은 9월 하반기에 시작되어 여전히 최적의 기간 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농부들은 이미 계획 면적의 35%인 630만 ha에 겨울 곡물을 파종했다.
러시아 남부 지역의 한 농부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러시
아의 주요 밀 생산 및 수출 지역인 크라스노다르, 로스토프, 스타브로폴의 토양은
수분 보유량이 적다고 덧붙였다. 농업 컨설팅업체 IKAR의 책임자 Dmitry Rylko
는 “이 3개 지역은 비가 올 시간이 아직 충분하며 최적의 파종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Rylko는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부 지역과 볼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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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치명적인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2020. 09. 10).

▮ Iowa crops suffer in most widespread drought since 2013
(아이오와 주 작물은 2013년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어)
미국의 주 농업장관 Mike Naig은 미국 최대 옥수수 생산지인 아이오와 주가
2013년 9월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가뭄을 겪고 있다고 금요일 말했다. 이 가뭄은
COVID-19으로 인한 파급 효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부들에게 농작물 수확량
과 곡물 품질을 더욱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아이오와 주 옥수수는 상품 시장과 세
계 식량 공급망의 핵심이다.
중국이 곡물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면
미국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 Naig은 “이곳과 특이한 점은 아이오와 주의 넓은
지역에 걸쳐 악천후를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곡물 품질 전문가 Charles Hurburgh는 8월 10일 발생한
폭풍으로 옥수수 식물의 성장이 저해되었으며,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이 멈추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가뭄모니터는 아이오와
주의 96%가 1주일 전 88%에 비해 증가해 화요일 현재 비정상적으로 건조하다고
밝혔다. Hurburgh는 가뭄이 곡물 생산을 제한하고 곰팡이가 품질을 해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폭풍우 derecho는 아이오와 지역의 57%인 약 1,400
만 에이커에 영향을 미쳤다. Naig은 “우리는 일부 밭이 완전히 손실되었다고 보고
있고, 농부들이 농작물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0. 08. 31).

▮ Brazil plan to nix import tariffs on soybeans, corn, rice concerns
Mercosur partners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파트너들에 대해 대두, 옥수수, 쌀 수입 관세
철폐 계획)
브라질 정부는 쌀, 옥수수, 대두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고 농업부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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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쌀, 대두, 옥수수 가격이 올랐다. 농업부는 이
러한 제품의 잠재적 부족 징후는 없다고 밝혔지만, 거의 모든 대두를 수출해 올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입세를 면제받고 있는 남미 메르코수르 무역권의 브라질 파트너들은 브
라질의 움직임에 깜짝 놀라며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는 브라질산 대두 수입 증가, 우루과이는 쌀 수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보이지만, 브라질이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낮추면 미국을 중심으로 손해를 보
게 된다.
파라과이 농업부 차관인 Santiago Bertoni은 “브라질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변
경할 수 없다. 다른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
다”고 말했다. CIARA-CEC의 소장 Gustavo Idigoras은 “공통 외부관세 인하는
반드시 메르코수르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면제는 오는 9월 Gecex
로 알려진 브라질 무역관리위원회에서 경제부가 주재할 예정이다(2020. 08. 28).

▮ EU re-introduces maize import tariff with 5.48 euro/T levy
(EU, 톤당 5.48유로 부과하는 옥수수 수입 관세 재도입)
유럽연합은 수요일 공식 저널을 통해 옥수수 수입세를 다시 도입해 톤당 5.48유
로(약 6.42달러)의 부과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수요일부로 발효되는 이 관세는
호밀과 수수 수입품에도 적용될 것이다.
지난 4월 말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과 관련하여 미국 물가가 10년 만에 최저치
로 폭락하자 유럽연합은 수입세를 부과해 관세 제로 기간을 연장했다. 그 후 유럽
연합은 옥수수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부과금을 단계적으로 0으로 낮추기 전에
10.40유로까지 인상했다.
미국산 옥수수와 해상 운송료는 지난 한 달 새 다시 하락해 미국산 수입품 가격
이 10일 연속 규제 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유럽연합은 10일 연속 수입가격의 평균
이 달라져 관세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관세를 폐지할 수 있
다.($1=0.8530유로) (2020.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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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dline extended for U.S. farmers seeking federal aid from
COVID-19 damage
(COVID-19 피해로 인해 연방 지원을 받으려는 미국 농민들의 기한
연장)
세계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셧다운의 영향을 받은 미국 농
민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에 신청할 시간이 늘어났다. 미 농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식품 지원 프로그램(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 CFAP)을 통한 직
불금 신청 기한을 9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화요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7일 수십 개의 농민 단체들이 신청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이후 나온 것이다.
미국 농장관리국 연맹의 Zippy Duvall 회장은 “열심히 일하는 많은 농장들은
이전에 연방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 프로그램을 거치는 데 도움이 필요
하다. 우리는 미 농무부가 홍보 활동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금조달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 농무부는 처음에 승인된 지급액의 80%만을 농민들에
게 공개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시작 9주 만에 배정된 160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가 지급되었다. 농무부는 초기 지불에서 보류된 약 18억 달러를 지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농무부는 또한 바나나, 천도복숭아, 마이크로그린(무순과 같이 잎사귀가 매
우 작은 녹색 채소), 양, 연어, 틸라피아, 양묘목 작물 및 절화 등을 포함하여 42개
의 새로운 작물과 15개의 새로운 가축 또는 양식 분류를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미 농무부 장관 Sonny Perdue는 “CFAP는 생산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의 영향을 견뎌내도록 돕는 많은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이다. 미 농무부는 대출금 상
환 연기에서부터 농작물 보험에 탄력성을 더하고 마감일을 연장하는 등 생산자들
을 열심히 돕고 있다”고 밝혔다(2020.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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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이충식(국제엔지오, “WTIT-타지키스탄” 프로그램 담당자)*

1)

1. 미국
▮ 2020년 7월
7월 중순(7월 12일~7월 18일), 중서부에서 더 많은 옥수수와 대두가 생식기에
진입하거나 지나고 있는 중에, 강우가 고르지는 않았지만 미시시피 계곡의 중간 및
위쪽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내렸다. 그러나 인디애나, 미시간 및 오하이오 등의 큰
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옥수수 벨트의 동부 일부는 여전히 좋지 못하게 건조했다.
한편 텍사스 북서쪽 구석만큼 먼 남쪽까지 평원 중앙 전역에 유익한 비가 내렸
다. 평원 북부 전역은 대체로 유리한 재배 조건을 보였던(산발적인 소나기와 평년
에 근접하거나 평년보다 낮은 기온) 반면, 평원 남부는 대조적으로 강렬한 열과 악
화되고 있는 가뭄을 보였다. 실제로, 작열하는 열(주간 기온이 평년 대비 평균
5~10°F 이상)이 로키산맥과 고원의 남쪽 구역을 계속해서 바싹 말렸다. 몬순 순환
과 관련된 소나기 활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열이 남
서쪽으로도 뻗어갔다. 서쪽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배했다.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덥고 습한 날씨가 미국 남부와 동부 대부분에 영
향을 미쳤다. 열과 습기가 강해지면서 멕시코 만 서부 및 중부 연안 주들을 포함해
서 여러 지역에서 가축에 대한 스트레스성 환경 조건이 발달했다. 주간 평균 기온
이 평년에 가까웠지만, 주중 늦게 일시적으로 열과 습도가 중서부에 퍼졌다. 지속
적으로 선선한 조건이 고원 북부와 북서부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곳의 평균 기
온이 평년보다 5°F 정도 낮았다. 다른 곳은, 북동부에 내린 소나기가 이전의 건조
한 조건을 해소해주었고, 남부에는 루이지애나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멕시코 만
을 따라 그 근처에서 가장 심한 비가 내렸다.

* leecs24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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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29), July. 21. 2020.

7월 중하순(7월 19일~7월 25일), 허리케인 한나가 인구 밀도가 낮은 텍사스 주
케네디 카운티에서 시속 90마일에 가까운 바람이 계속 부는 가운데, 7월 25일 오
후에 사태를 일으켰다. 농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딥 사우스 텍사스 전역이
었는데 이곳에는 면화 꼬투리가 많이 개화했고, 옥수수와 수수 같은 작물들의 수
확 활동이 진행 중이었다. 몇 곳에는 10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고, 시속 50 마일을
넘는 돌풍이 불었다.
한편, 미국 중부와 동부의 나머지 지역은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와 뇌우의 영
향을 받았는데, 이 수분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여름작물에게 아주 적기
에 온 것이었다. 7월 26일 현재 미국 옥수수와 콩의 72%는 양호-우수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같은 날짜에 쌀 (76%)과 땅콩 (74%)의 약 4분의 3이 양호-우수하다
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서부의 가뭄에 영향을 받은 지역들 중에서 가뭄이 해소된 곳은 몬순 순
환의 발달과 관련하여 대체로 포 코너스 지역 주들의 일부로 한정되었다. 캘리포
니아 북부에서 로키산맥 북부까지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넓게 흩뿌려졌지만, 강우
량은 대체로 적었다. 미국 서부의 3분의 2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대체로 평년에
가까웠으나, 대서양 중부와 북부 주들에서는 더운 날씨가 지배적이었다. 북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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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에서 서쪽으로 오하이오 계곡 중부까지 평균 기온 수치는 평년보다 최소
5°F 높았다. 평년보다 더 시원한 상태를 가진 포켓들은 대체로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 및 오대호 상부에만 있었다.
그림 2.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30), July. 28. 2020.

7월 하순(7월 26일~8월 1일), 주초에 허리케인 한나의 여파로 텍사스 남부에
호우가 발생했다. 그 후, 강한 소나기의 중심이 북쪽, 주로 중앙 평원에서부터 대
서양 중부까지 뻗어 있는 한랭전선 근처로 이동했다. 한랭전선의 남쪽은 따뜻하고
습한 날씨로 인해 흩날리는 비가 내렸고, 작물이 빠르게 발달했다.
일부 더 강한 소나기가 멕시코 연안을 따라 및 그 인근에 내렸다. 일주일이 지나
면서 더 차가운 공기가 전선을 따라 평원과 중서부로 퍼졌다. 사실상, 캔자스와 오
클라호마에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F 정도 낮았다. 중서부 위쪽은 기온이
주간 내내 90°F 이하에 머물러서 옥수수와 대두가 열 스트레스 없이 발달할 수 있
었다.
전선 북쪽으로 평원 북부에서부터 북동부까지 대체로 가벼운 비가 내렸다. 그렇
지만, 옥수수 벨트 동부에는 가뭄 우려를 완화시킬 만큼 비가 충분히 내렸다. 그러
나 네브라스카 북동부에서부터 아이오와 중앙까지 눈에 띌 만큼 큰 가뭄 포켓 하
나가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 밖에, 주초에 남서부 몬순과 관련된 소나기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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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면서 온도가 급상승했다.
사실, 일주일의 대부분 기간 동안 덥고 건조한 날씨가 서부 지역을 지배하여
소곡류 수확을 도왔으나 토양 수분을 줄였고, 방목지와 목초지에 대한 스트레스
를 가중시켰다. 워싱턴과 오레곤 주 일부의 기온은 평년보다 5~10°F 높은 범위
안에 있었다. 대서양 중부 주들로부터 뉴 잉글랜드 사이에 있는 여러 곳에서 평
균 기온의 수치는 평년보다 최소 5°F 이상 높았다.
그림 3.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31), August. 04. 2020.

▮ 2020년 8월
8월 초순(8월 2일~8월 8일), 허리케인 이사이아스가 8월 3일 11:10 pm 경 (동부
하절기 시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오션 아일 비치 근처에 상륙했고, 최대 지
속 풍속은 85 마일 가량이었다. 이사이아스의 경로를 따라 및 주변에 폭우가 내
렸는데, 이사이아스는 8월 4일 북-북동쪽으로 가속하면서 워싱턴 D.C.의 동쪽,
뉴욕시의 서쪽을 지나갔다. 허리케인 회전 중심의 동쪽으로, 바람 피해와 정전이
대서양 해안 평원을 가로질러 뉴 잉글랜드처럼 먼 북쪽까지 널리 퍼졌다.
나라의 다른 지역은 비교적 평온한 날씨가 우세한 편이었다. 예를 들면, 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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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주 후반에 소나기 활동이 증가했지만, 옥수수 벨트는 며칠 동안 선선하고
건조한 날씨로 뒤덮였다. 한편, 여전히 가뭄 영향을 겪고 있는 고평원 지구들을
제외하고, 평원에 소나기와 뇌우를 주기적으로 뿌리면서 미성숙 여름작물에 대
해서 대체로 유리한 재배 조건을 유지해주었다. 그밖에 서부는 날씨가 건조하여
야외 작업은 유리했지만 방목지와 목초지에 가하던 스트레스는 계속되었다.
올 여름 남서부는 제대로 활동하지 않은 몬순에 더해서 더위가 방목지의 상태
를 악화시켰다. 한 주 동안 인터마운틴 웨스트 및 애리조나 남동부에서 서부 텍
사스까지 여러 지역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F 이상 높았다. 지속적인 온
기도 북대서양 연안을 따라 퍼졌다. 대조적으로, 선선한 공기가 로키산맥과 애팔
래치아 산맥 사이에 있는 지역들로 퍼져서, 평원 남동부에서 오대호 지역 일부로
기온이 평년보다 5°F 이상 낮게 유지됐다.
그림 4.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32), August. 11. 2020.

8월 중순(8월 9일~8월 15일), 8월 10일, 폭풍(데레코)이 약 14시간 동안 약 770
마일 가량을 뒤덮으며 중서부를 휩쓸었다. 아이오와 주 중부의 3분의 1 가량을 가
로지르는 서동부 지역이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하나였는데, 마셜 타
운, 앙키니, 디모인 및 데번포트 같은 지역 사회에서 시속 75~100 마일의 광범위
한 돌풍이 발생했다. 대체로 네브라스카 동부에서 오하이오 서부까지 뻗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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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지역에는 큰 우박과 국지성 토네이도들의 포켓을 따라 부는 시속 60 마일
이 넘는 강풍이 눈에 띄었다. 아이오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대에서 찍은
위성 영상에서는 옥수수가 쓰러져 있거나 부러져 있는 등의 큰 식생 변화가 포착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데레코가 아이오와와 오하이오 주 일부를 포함하는 중서부의
가뭄 지역의 가뭄을 최소한이나마 해소해주었다는 것이다. 남동부에는 훨씬 더 많
은 비가 내렸는데, 이 지역에 내린 폭우가 목초지와 미성숙 여름작물들에게 유리한
재배 조건을 유지해주었지만 야외 작업을 방해했고, 지역 홍수를 일으켰다. 대조적
으로 북동부와 태평양 연안에서 고평원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방목지와 천수답 여름작물들에게 미치는 열 및 가뭄 관련 영향은 대체로 미국
서부 절반에서 악화되었다. 사실 평년에 가깝거나 높은 기온이 전국 대부분을 덮
었고, 평년보다 낮은 기온은 주로 북서부로 제한되었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면
서 현저하게 더 차가운 공기가 중서부를 덮쳤고 고원 남부와 남서부에서 지속되던
열기가 나중에 서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캘리포니아 대부분과 애리조나 남
부에서 고원 중부 및 남부까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F 이상 높았다. 오대
호 지역 일부와 북동부 대부분에도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최소 5°F 높았다.
그림 5.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33), August.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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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하순(8월 16일~8월 22일), 서부의 역사적인 더위와 대체로 건조한 환경
때문에, 특히 8월 16~19일에 캘리포니아 일부에서 번개로 불이 발생한 이후에, 산
불이 일어났고, 대기질이 악화되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말까지 24회가 넘는 산불
이 1백만 에이커 이상의 초목을 불태웠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화재로 기록된 가장 큰 두 개의 산불(LNU와 SCU 번개 복합 화재)이 각각 약
34만 8,000 및 34만 4,000 에이커를 태웠다. 서부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수십 건
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현대 역사상 콜로라도에서 두 번째로 큰 화재가 눈
에 띄었다.
8월 23일까지 콜로라도 주 ‘그랜드 정션’에서 북쪽으로 거의 12만 7,000 에이커
를 태운 ‘파인 굴취 화재’는 면적 기준으로 볼 때 2002년 13만 7,760 에이커를 태
운 헤이만 화재 다음으로 컸다. 한편 서부의 이글거리는 더위(평년보다 5~10°F 높
은 기온)가 - 특히 가뭄 피해 지역에서 - 방목지, 목초지 및 미성숙 여름작물들에
게 계속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했다.
‘미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8월 18일 현재, 서부 지역의 11개 주 중에서 거의
3분의 2 (65.6%)가 가뭄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늦여름 더위가 평원 북부를 가로
질러 동쪽으로 확대되었지만, 중남부, 중서부 아래쪽 및 평원 남동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뒤덮였다. 사실, 오자크 고원과 주변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F 정도 낮았다.
평원과 중서부 전역에 점점이 내린 소나기들이 야외 작업과 작물 발달에 도움이
되었지만, 아이오와 일부를 포함해서 가뭄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서는 계속해서 스
트레스가 되었다. 그 밖에 멕시코 만 서부 지역의 생산자들은 열대성 기상활동에
앞서서 벼를 수확했으며, 지역적인 폭우가 남동부를 흠뻑 적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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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34), August. 25. 2020.

8월 하순(8월 23일~8월 29일), 제 4 등급 허리케인 ‘로라’가 8월 27일 하절기
중부표준시 오전 1시에 LA 카메론 근처에 상륙하여 강풍과 해안 폭풍 해일로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 상륙 당시의 로라는 거의 시속 150 마일에 가까
운 풍속을 유지한 바람이 특징이었는데, 1856년의 ‘더니어스 제도’폭풍 이후로 루
이지애나에 상륙했었던 허리케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었다. 상당한
바람 피해가 내륙으로까지 확산되었는데, 특히 LA의 레이크 찰스에서 시속 130
마일 이상의 돌풍이 발생하는 등 두드러진 피해가 나타났다.
로라와 관련된 폭우와 돌풍이 아칸소처럼 먼 북쪽까지 이르기는 했지만, 대서양
중부 연안을 향하여 동쪽으로 선회한 후에 빠르게 약화되었다. 한편, 폭우가 오대
호 지역에서 북동부까지 퍼졌지만, 가뭄에 시달린 옥수수 벨트 서부 구역은 우회
했다. 서쪽으로 더 가서 태평양 연안에서 고원 지대까지 점점이 내린 소나기는 토
양 수분 감소, 방목지와 목초지에 대한 스트레스 및 동시다발 산불의 원인이 된 광
범위한 가뭄 상태를 거의 해소해주지 못했다. 늦여름의 더위는 서부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지역도 지배했다.
사실, 평년 이하의 기온을 경험한 유일한 주요 지역은 뉴 잉글랜드 북부였다. 옥
수수 벨트 일부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의 10°F 이상이어서, 가뭄 피해 지역의 토
양 수분 부족 또는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영향을 더욱 악화시켰다. 8월 10일 드레

722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초에서 아직도 회복 중인 아이오와는 여전히 중서부 가뭄의 중심지였다. 극심한
더위 (평년보다 최대 10°F 이상)가 와이오밍, 캘리포니아 남부, 그레이트 베이슨
및 포 코너스 주들 일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림 7.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35), September. 01. 2020.

8월 하순~9월 초순(8월 30일~9월 5일), 태평양 연안에서 고원 지대에 이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건조로 인해, 특히 기록적으로 비정상적인 기온
과 결합된 곳에서는, 가뭄이 더욱 심해졌다. 한편, 평원 남동부와 중남부를 가로질
러 폭우가 발달하거나 지속되었다. 일부 홍수는 주로 지난 주에 허리케인 로라의
남은 세력이 폭우를 쏟아낸 아칸소와 주변 지역에서 발생했다.
또, 지역적으로 심한 소나기가 테네시 계곡에서 대서양 중부 주까지 가로질러
동쪽으로 확장했다. 큰 소나기가 몇 차례 내렸던 기타 지역들 중에는 플로리다 반
도와 중서부 북부 지역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오와 서부를 포함하여 옥수수
벨트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들 중에서 일부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뉴 잉글
랜드의 대부분도 불리한 건조 상태를 유지했다.
여름과 같은 더위가 나라 대부분을 덮고 있어서 멕시코 만 연안의 서부 지역에
서부터 대서양 연안 남부까지의 많은 곳, 리오 그란데 계곡 및 극서 전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F 이상 높았다. 대체로 중서부의 북부만 날씨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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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보다 선선했다(온도가 평년보다 5°F 정도 낮음).
일주일이 지나는 중에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었던 서부의 더위에 돌풍, 낮은 습
도 수준 및 가뭄 악화가 겹치면서 새로운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9월 4일에,
발화된 지 3일 이내의 크리크 화재(캘리포니아 프레스도의 북동쪽)가 거의 8만 에
이커에 달하는 초목을 불태웠다. 다른 곳에서는 루이지애나 남서부의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특히 전기와 상수도 공급이 복구되지 못한 지역들에서, 허리케인의
복구 노력이 꼬였다.
그림 8.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7(No.36), September. 08. 2020.

2. 유럽

▮ 2020년 7월
7월 중순(7월 12일~7월 18일), 중부 및 동부 유럽은 소나기가 내리는 시원한 날
씨였고,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 대륙의 서쪽 일부에는 단기 가뭄이 증가하고 있었
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부터 동쪽으로 내린 총 강우량 5~55 mm의 비가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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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및 콩에 대한 수분 공급을 유지 또는 개선해주었다.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서부는 물론이고 발칸 반
도 남동부에는 건조한 조건이 우세했다. 불가리아 북부, 이탈리아 서중앙부 및 독
일 중앙지역에서 발생한 지역적인 단기 건조(3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미만)를
제외하면 중앙 및 동부의 재배지 대부분에서 수분 공급이 여름작물들에게 여전히
유리했다. 중유럽과 동유럽 전역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C 낮아서 온도에
민감한 생식기를 거치고 있는 여름작물을 위해 최적에 가까운 조건을 유지했다.
한편, 단기 가뭄 포켓 (6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미만) 으로 생식기 여름작물
을 위한 토양 수분이 감소된 스페인과 프랑스에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5 mm 이
하)가 우세했다. 건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선선한 기온(평년보다 최대 3°C 낮
은)이 수분 결핍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베리아 반도 서부 전역에서
지역적으로 더운 조건(평년 대비 최대 7°C 높은) 이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해바라기와 면화에게 (해바라기보다는 덜한 정도로) 가해지는 가뭄 스트레스를 배
가시켰다.
7월 중하순(7월 19일~7월 25일), 동유럽 전역은 서늘하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
었지만, 대조적으로 유럽 대륙의 서부 지역은 단기 가뭄이 강해졌다. 연속된 둘째
주에 폴란드 서부에서 유럽 남동부까지에 내린 소나기의 총 강우량은 5~50 mm였
는데(지역적으로 더 많이), 북해와 발트해에 인접한 농경지 중에서 중간-강한 비
(10~50 mm)가 내린 또 한 지역이 눈에 띄었다. 이런 습한 날씨가 생식기 봄 곡류
와 여름작물들을 위해서 적당하거나 지역적으로 풍부한 토양 수분을 유지해주었
고, 같은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의 최대 2°C 이하였다.
발칸 반도에서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의 수확량 전망은 양호-우수한 상태를
유지했지만, 불가리아 동부와 인근에는 지역적으로 건조한 조건(30일 강우량이 평
년의 50% 미만)이 발달했다. 한편 스페인에서 독일 중부까지 대체로 건조한 날씨
(5 mm 이하)가 우세했고, 프랑스 서부 및 남서부의 주요 여름작물 재배지에서 급
성 단기 가뭄 (60일 강우량이 지역적으로 평년의 50 % 미만)이 발달했다.
또한 유럽 남서부에는 평균 기온이 평년의 2~4°C 이상이었고 남프랑스에서는
폭염이 올라가면서 생식기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수분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한
편, 북이탈리아에서는 아주 다양한 수준으로 내린 소나기와 뇌우(5~65 mm)가 생
식기 옥수수와 대두에게 유익을 주었는데, 이탈리아의 주요 해바라기 재배지(이탈
리아 중서부)는 건조한 채로 있었다. 후자 지역에 내린 30일 총 강수량은 평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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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하에 불과했지만 지하 수분은 아직 양호한 상태에 있었다.
7월 하순(7월 26일~8월 1일), 급성 단기 건조기 최고점에서 발생한 극심한 열
이 서부 및 남동부 재배지역의 여름작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최근의 시원한
날씨 기간이 지난 후에 서유럽과 남유럽 대부분에 걸쳐서 기온이 섭씨 높은 30도
대로 치솟았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의 중앙 및 남부에서 낮 최고 기온이 40°C에 근
접하거나 40°C를 찍었다.
생식기-종실비대기 여름작물들에 대한 열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었던 단기 건조
와 가뭄으로 악화되었다. 프랑스 서부 및 남서부의 주요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
지역들에서 30일 강우량은 평년의 겨우 10% 미만을 기록했고, 60일 강우량은 지
역적으로 평년의 50% 미만이었다. 스페인 남반부 전역에서도 비슷한 건조가 보고
되어서 미관개 여름작물들의 수확량 잠재력을 낮추었던 한편,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해바라기, 옥수수 및 면화의 관개 수요가 평년보다 올라갔다.
다뉴브 강 하류를 따라 및 바로 남쪽에서 비슷한 조건들이 관측되기도 했는데,
단기 가뭄(30일 강우량이 평년의 10% 미만)과 결부되면서 기온이 38°C로 올라가
서, 불가리아 동부와 루마니아의 최남단 지역에서 생식기-종실비대기 옥수수와
대두에 대해서 이전에 양호했던 수확량 전망치가 삭감되었다.
한편, 짧았던 폭염과 최근에 있었던 평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강우가 생식기종실비대기 봄 곡류와 유지작물에 미치는 잠재 영향을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7월
31일 잉글랜드 남동부 전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C를 찍었다. 그 밖에 프랑스
북부에서부터 폴란드와 발칸 반도 북부까지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 (2~25 mm)
로 인해 옥수수, 해바라기 및 대두는 물론이고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봄
곡류와 유지 작물에 대한 수확 전망이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되었다.

▮ 2020년 8월
8월 초순(8월 2일~8월 8일), 최고조에 오른 극심한 단기 가뭄 시에 발생한 극단
적인 폭염이 생식기-종실비대기 여름작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연속된 두 번
째 주에 서유럽과 최남동부 유럽 대부분에서 기온이 높은 30도 대(섭씨)로 치솟았
고, 프랑스와 스페인 남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0°C에 이르렀다.
계속되는 단기 건조와 가뭄으로 폭염이 생식기-종실비대기 여름작물에게 미치
는 영향이 악화되었다. 프랑스 서부와 남서부의 주요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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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내린 30일 강우량은 평년의 10% 이하로 집계되었으며, 60일 강우량은 지역
적으로 평년의 50% 미만이었다.
스페인의 남부 지역에도 비슷한 건조가 보고되어서 종실비대기의 해바라기, 옥
수수 및 면화의 관수 수요는 평년보다 높아졌다. 다뉴브 강 하류를 따라 그리고 바
로 남쪽에서 비슷한 상태가 관찰되었는데, 단기 가뭄(30일 강우량이 평년의 5% 미
만)과 연결된 38°C 가량의 높은 기온이 불가리아 동부와 루마니아의 최남단 지역
의 생식기-종실비대기 옥수수와 대두의 지역 수확량 전망을 깎아내렸다.
한편, 주말에는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다시 낮은-중간 30
도에까지 도달했는데, 일일 이상 고온 수치가 평년보다 최대 10°C 상승했다. 건조
하고 더운 날씨가 독일 북부와 서부로도 확산되었고, 단기 강우 부족으로 인해서
수분 공급이 독일의 중부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반대로, 앞서 언급한 다뉴브 강 계
곡 아래쪽의 작물재배지는 여전히 건조한 채로 있었지만, 이탈리아와 독일 남부에
서부터 동유럽 대부분까지 적시는 비 (10~8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생식기
-종실비대기 여름작물들에 대한 수분 공급을 상승시켰다.
8월 중순(8월 9일~8월 15일), 주초에 서부 지역에서 급성 단기 가뭄이 최절정
에 올랐을 때의 극심한 열기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던 여름작물들에게 더
욱 영향을 미쳤다. 주간이 진행됨에 따라 비정상적인 온기가 (평년의 4~8°C이상)
가 북쪽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유럽 대부분에서 강한 한랭 전선을 앞에 두고
기온이 다시 높은 30도 대 (섭씨)로 치솟았다.
모니터링 기간 중에 서쪽에서 도착한 한랭 전선이 스페인, 프랑스 및 잉글랜드
전역에서, 매우 가변적이기는 했지만,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 (1~45 mm)를 촉
발시켰다. 비가 오기 전에 프랑스에서 열이 생식기-종실비대기 여름작물에게 미
친 영향은 단기 건조와 가뭄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프랑스 남서부 옥수
수와 해바라기 지역은 6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평년의 30 % 미만의 강우량을
보고했는데, 이 시기는 대체로 작물의 주요 발달기와 일치한다.
불가리아 동부와 루마니아의 최남단 일부에서 열이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33~35°C), 지난 30일 동안 다뉴브 강을 따라 그리고 바로 남쪽에서 유사한 건조
가 관찰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60일 동안 광범위한 소나기(2~50 mm, 지역적으
로 더 많이)와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많은 양의 강우가 열에 더 잘 견딜 수 있
게 해주기는 했지만, 독일, 폴란드 및 나머지 발칸반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낮은~중간 30도대에 도달했다. 주로 유럽 북동부에만 건조했기 때문에 날씨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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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작물의 발달과 초겨울 유채 파종을 촉진해주었다.
8월 중하순(8월 16일~8월 22일), 따뜻하지만 젖은 날씨가 겨울작물 파종에 필
요한 토양 수분을 상승시켜주었지만, 프랑스의 종실비대 및 성숙 중인 여름작물들
에게는 대체로 너무 늦었다. 강력한 폭풍 전선 하나가 아일랜드, 영국 및 노르웨이
에 폭우(25~75 mm)와 돌풍을 일으켜서 야외 작업을 늦추고 저지대에 홍수를 일
으켰다.
더 남쪽으로 - 최남단을 제외하고 - 유럽의 나머지 대부분에는 광범위한 소나
기들 (3~50 mm)이 내려서 겨울 유채와 밀 파종을 위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지난 주에 내린 강우가 대륙의 남동부 지역에서 30일 총강
우량을 지역적으로 평년의 200 % 이상으로 밀어 올렸으며, 영국 전역과 독일 중부
및 남부에서 동쪽으로 발칸 반도까지는 강우 총량이 평년에 가까웠다.
이번 주의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60일 강우량은 평년의 50% 이하 (지
역적으로는 25% 미만)를 기록했으며, 여름작물들은 이번 여름의 가뭄과 극심한
열의 유입으로 악영향을 받았다. 더욱이 인공위성에서 얻는 식생 건강 데이터는
전국 대부분에서 아주 열악한 상태를 나타내어,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크게
악화되었다.
위와 비슷하게, 발칸 반도 나머지에 대한 여름작물의 전망은 여전히 유망했지
만, 불가리아 북동부와 루마니아의 인접한 경작지에서 국지적이지만 뚜렷했던 건
조가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의 수확 잠재력을 낮추었다. 습한 기상 패턴에도 불
구하고 지중해 인근의 조건은 건조하여 여름작물의 건조와 수확을 촉진했다. 이번
주의 비가 늦게 발달 중인 여름작물에 대한 잠재 스트레스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유럽 대부분에서 늦여름 더위 (평년의 2~6°C 이상)가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의
성숙을 가속화했다.
8월 하순(8월 23일~8월 29일), 프랑스와 발칸반도 남부에는 건조 포켓들과 가
뭄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광범위한 소나기가 겨울작물 파종을 위한 수분 공급을
유지 또는 개선했다. 일련의 교란이 동쪽으로 대륙의 북부와 남부를 가로질러 지
나갔다. 뒤이어 영국과 프랑스 북부에서 발트해 연안 국가들까지 적당하거나 강한
비 (10~8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렸고, 프랑스 남부에서 동쪽으로 동유럽
과 유럽 남동부까지에도 비슷한 강수 지역을 볼 수 있었다. 그 두 지역 사이에 더
가벼운 소나기 (10 mm 미만) 이기는 했지만, 널리 퍼져 내렸다.
프랑스 중부, 독일 동부 및 폴란드 북서부 일부에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기는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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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결과적으로 토양 수분 공급이 겨울작물 파종에 대체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더욱이, 불가리아 북부와 루마니아 남동부에는 급성 가뭄이 지속되어 지역에서 겨
울작물의 파종과 출현에 필요한 토양 수분 공급을 더욱 감소시켰다. 여름작물들은
대체로 종실비대-성숙기 후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비가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의 수확량 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먼 북쪽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2°C 낮았으며, 이탈리아에서 다뉴브 강
계곡 하부까지는 늦여름 더위 (낮 최고 기온이 38°C에 이르러 평년보다 최대 3°C
높음)가 두드러졌다.
8월 하순~9월 초순(8월 30일~9월 5일), 프랑스에서는 국지적인 건조가 지속되
었지만, 광범위한 비가 내려서 겨울작물 파종을 위한 수분을 유지 또는 개선했다.
유럽 중부와 동부의 대부분에서 적당하거나 강한 비 (10~95 mm)가 보고되어 겨
울작물 파종을 위한 토양 수분 공급을 증가시켰지만, 야외 작업과 여름작물 건조
는 방해했다.
지난 주와 달리 소나기 (5~50 mm)가 불가리아 북동부와 루마니아 남동부로 확
대되면서 가뭄을 완화해주었고, 겨울작물 파종과 출현에 아주 필요한 토양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동유럽 전역의 여름작물들은 대체로 종실비대 및 성숙기의 후반기
중에 있었고, 이번 주에 내린 비가 옥수수, 콩 및 해바라기에 대한 수확량 전망에
의미있는 영향을 거의 주지 못했다.
프랑스에는 소나기가 더 가볍게 내렸고(대체로 5 mm 미만), 3월 중순에 시작된
오락가락한 가뭄으로 발생한 토양 수분 부족으로 계속 씨름했다. 밀과 유채가 균
일하게 활착하려면 비가 곧 내려야 할 것이다. 대개 9월 말에 선선한 우기가 시작
되는 스페인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다. 유럽 남동부에는 늦여름 더위 (낮 최
고 기온이 38°C에 도달하여 평년보다 최대 4°C 높은)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대
륙 대부분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2°C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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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소련(서부)
▮ 2020년 7월
7월 중순(7월 12일~7월 18일), 동부 재배지역에 예외적인 폭염이 남아 있기는
했지만, 훨씬 더 시원한 날씨가 오면서 비가 내렸다. 한랭 전선 하나가 동쪽으로
꾸준히 이동하여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및 서러시아의 많은 주요 여름작물재배지
에서 중간-강한 소나기와 뇌우(1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를 촉발했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비가 훨씬 더 선선한 날씨(평년의 1~3°C 이하)의 신호탄이
었다는 것이다. 서러시아는 7월의 첫 10일간 자주 발생했던 작열하는 폭염(최고
기온이 낮은 섭씨 40도 대에 도달)의 해소가 너무나 간절했었다. 농민들이 포장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여름작물에 미친 영향의 파악은 안 되겠지만, 러시아의 남
쪽 구역의 가장 건조한 지역들에 있는 생식기 옥수수에게는 잠재 수확량이 다소
손실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옥수수와 해바라기(해바라기가 열과 가뭄에
더 내성이 강함)의 수확량 전망은 여전히 ‘양호-우수’ 수준에 있었고, 러시아는 남
부의 ‘적당-불량’에서 중앙 구역의 최북단의 ‘아주 우수’까지 다양한 범위에 있었
다.
반대로, 이 지역의 동부 일부는, 생식기 봄 곡류가 낮 기온이 41°C인 날씨에 영
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극심한 폭염(볼가 구역의 남동부는 평년 대비 최대 9°C
높음)에 시달리고 있었다. 볼가 구역 남동부에서 현저했던 단기 가뭄기(60일 강우
량이 평년의 50% 미만)에 가장 더운 날씨가 발생했는데, 그 결과 생식기 봄 곡류
와 여름작물들의 잠재 수확량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
7월 중하순(7월 19일~7월 25일), 러시아 최남단 일부에 폭염이 남아 있기는 했
지만, 비가 북쪽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대부분에 더 건조하고 시원한 날씨
가 찾아왔다. 강한 폭풍 전선 하나와 여기에 따라붙은 한랭 전선이 볼가 구역 남동
부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느리게 움직이면서, 평년 이하의 기온(평년의 1~3°C 이
하)이 벨라루스, 서러시아 및 북우크라이나에 정착했다.
그런 더 서늘한 날씨가 특히 서러시아에서 환영을 받았는데, 이곳은 7월 초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옥수수와 해바라기가 빠르게 생식기에 들어갔고, 더 남쪽에서
생장이 더 진전된 여름작물들에 대한 수확량 전망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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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러시아의 카프카스 북부 구역과 인접 지역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의
1~3°C 이상이었다. 이 남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주초에 40°C까지 치솟아서 스
타프로폴(북 카프카스 구역)은 7월 1일 이후로 35°C 이상이 14일이었다. 이 폭염
기는 옥수수의 수술 출현기 및 수염기와 거의 일치했다. 반대로, 남부 구역의 남서
부에 있는 크라스노다르(7월 1일 이후로 35°C 이상이 8일이었지만 7월 14일 이후
로는 1일에 불과)에서부터 중앙구역 남부 (7월 1일 이후로 35°C 이상이 5일이었지
만, 7월 8일 이후로는 없었음)까지 폭염이 누그러졌다. 최근의 수분 결핍 (30일 강
우량이 평년의 50 % 미만)이 북 카프카스 지구에서 북쪽으로 볼가 지구 남부까지
계속되기는 했지만, 흑해 연안에 인접해서 약한-중간 수준의 소나기 (2~30 mm)
가 단기 건조를 다소 해소해주었다.
한편, 장기적으로 수분 공급이 양호했고 옥수수, 해바라기 및 대두가 생식기로
발달하고 있는 중에 제철을 벗어난 폭염이 없었던 덕분에 - 지난 30일간 지역적으
로 나라의 서중앙 일부가 건조하기는 했지만 - 우크라이나에서의 여름작물의 전
망은 계속 양호했다. 그러나 위성-유래 식생 건강 데이터는 - 폭염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여름 옥수수가 영양기에 있었지만 -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7월 초 폭염
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지역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7월 하순(7월 26일~8월 1일), 우크라이나 일부에서는 지역적으로 건조한 날씨
가 우세했지만, 광범위하고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여름작
물을 위해 조건들을 안정화 또는 개선했다. 느리게 움직이던 한랭전선으로 인해
흑해 연안에서부터 서러시아 대부분에 걸쳐서 북동쪽까지 10~90 mm의 비가 내
렸다. 그 결과, 비록 최남단 재배지역(북카프카즈 구역과 최인접 지역들)에 있는
여름작물들은 7월 상반기 중에 이글거리는 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수확량 손실
을 입었겠지만, 러시아는 7월 초 폭염과 건조에서 계속 회복되어 생식기(북부) 및
종실비대기 (남부)에 있는 옥수수와 해바라기는 유익을 얻었다.
그러나 러시아 서중앙부 나머지 전역의 여름작물 전망은, 특히 중앙 구역 (주요
옥수수 생산지)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대체로 7월초의
과도한 열을 피했던 우크라이나에서는 소나기와 뇌우(2~40 mm)로 인해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의 옥수수, 해바라기 및 대두에 대한 조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서중부와 몰도바 북부에서는 건조한 날씨 (5 mm
미만)가 계속되어 표토 수분을 지역적으로 제한하여 작물의 수확 전망을 다소 진
정시킬 수 있다. 일주일간 평균 기온은, 최대 기온이 대부분의 주요 재배 지역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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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5°C 이하로 유지되었지만, 평년보다 최대 2°C 높았다.

▮ 2020년 8월
8월 초순(8월 2일~8월 8일), 우크라이나는 점차 건조해졌지만 대조적으로 러시
아 서중부에는 유익한 소나기가 내렸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건조가 확대되어
지난 주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에 있는, 많은 주요 여름작물 재배지에 내린 30일 총강우량이 평년의 50% 미
만이었고, 어떤 지역은 25 % 정도로 낮았다.
옥수수와 대두는 생식기-종실비대기에 있었는데, 재배기를 양호하게 시작했던
이들 여름작물의 수확량 전망이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이런 핵심 발달기 중 낮 최
고 기온은 대체로 35°C 또는 그 이하로 유지되어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완
화했다. 더 동쪽으로 러시아 서중부에는 산발적인 소나기(2~35 mm)가 내려서 생
식기 옥수수와 해바라기에 대한 수분 공급을 양호하게 유지했다.
7월 중하순에 내린 폭우가 여름작물의 전망을 안정화 또는 개선했지만, 더 남쪽
으로 러시아의 남부 지구의 대부분에는 건조한 날씨가 정착했다. 하지만 북카프카
즈지구(스타프로폴)의 북부와 인근 지역의 여름작물은 7월의 극심한 더위와 건조
때문에, 이번 주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해당 지구의 주요 재배지역의 남부와 동부에
비 (10 mm 이상)가 내린 중에도 대체로 회복 불가능한 수확량 손실을 입었다.
8월 중순(8월 9일~8월 15일), 우크라이나는 대체로 건조했지만 러시아 서중앙
부는 추가로 소나기가 내려서 대조적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중부와 동부 여름작물
지역에 있는, 가벼운 비(1~7 mm)를 내리는 포켓이 최근의 국지적 단기 건조를 거
의 해소해주지 못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중부에서 30일 총강우량은, 변동성이 매
우 크기는 했지만, 평년의 50% 미만이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중부의
남서부에서 북동부(체르카시에서 폴타바 오블라스트)까지 내린 강수량은 평년의
25~140% 범위 내에 있었다.
옥수수와 대두는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는데 재배기를 양호하게 시작했
던 이 여름작물들은 약간의 수확 잠재력을 잃었다. 그러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C 낮아서 건조 영향을 다소 완화했다. 러시아의 더 먼 동쪽에서는 쌀쌀한 날
씨 (평년보다 최대 5°C 낮음)가 우세했고 남서부 재배 지역에 변동적인 소나기
(1~17 mm)가 내렸고, 더 북쪽의 경작지에 보통-강한 비(10~70 mm)가 널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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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작물 전망은 여전히 복잡하여 남러시아는 식생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위성 데이터 상으로), 여름 비가 더 일정하게 내린 먼 북쪽
은 상태가 양호했다.
8월 중하순(8월 16일~8월 22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서부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다소 늦게 발달하고 있는 여름작물들에 대한 수확 전망 수준을 계속 낮
추었다.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소나기(1~20 mm, 북쪽은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에서 벨라루스와 러시아 북서부까지 종실비대 중인 옥수수
와 해바라기에게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하지만, 그 지역의 나머지 주요 여름작물
지대에는 건조한 날씨가 만연하여,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은 단기 가뭄 (60일 강우
량이 평년의 50% 미만)이 종실 비대 중인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4°C 높아서 작물의 물 수요량
이 올라갔고, 단기 가뭄의 영향이 악화되었다. 러시아 서부 지역의 상태는 매우 가
변적이었고, 북카프카즈 지구 북부에서 중앙 지구 남동부까지는 지난 60일간 비슷
한 건조 상태를 유지했다. 대조적으로, 중앙 및 볼가 구역의 서부 및 북부 지역뿐
만 아니라 남쪽 구역의 서부 전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은 60일 강우
량이 여름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위성 영상에 따르면, 몰도바에서 동쪽으로
우크라이나의 중부 및 남부까지 불량한 식생 건강 지역이 확장되고 있었던 반면,
러시아는 북쪽은 양호했지만 북카프카즈 구역은 극히 불량한 등 다양한 상태를 보
여주었다.
8월 하순(8월 23일~8월 29일), 중부 및 동부 재배지역은 날씨가 대체로 건조했
지만, 대조적으로 서부와 북부에는 광범위한 비가 내렸다. 흑해 연안에서 러시아
서중부까지 뻗어있는 광대한 고기압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유지하면서도 기
온이 거의 평년 수준이어서, 토양 수분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종실비대 및 성숙 중
인 여름작물들의 발달을 촉진했다.
그러나 심화되는 가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서중부와 동부는, 러시아 서부 일부
는 물론이고, 종실비대 중인 여름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이 계속 감소했다. 이 지역
들에서 지역적인 90일 총 강우량은 평년의 50 % 미만이었다. 건조한 양상의 날씨
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인 소나기(2~15 mm)가 러시아 서부 지역에 점점이 내려서
지역적으로 토양 수분을 유지했다. 한편, 적당하거나 강한 비 (10~75 mm, 지역적
으로 더 많이)가 그 지역의 서부 및 북부를 휩쓸면서, 서우크라이나에서 나중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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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여름작물들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개선하여 벨라루스에서 러시아 북서부
까지 수분 공급량을 적당하거나 풍부하게 유지했다.
8월 하순~9월 초순(8월 30일~9월 5일), 이 지역의 많은 곳에서 늦여름 더위와
건조가 가뭄을 악화시켰다. 흑해 연안에서 중앙 러시아까지 고기압이 뻗어 있는
광대한 지역이 맑은 하늘과 평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 토양 수분이 충분한 지
역에서는 종실비대 및 성숙 중인 여름작물들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심화되
는 가뭄으로 인해서 러시아 서부의 일부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의 중서부 및 동
부에서 늦은 발현은 여름작물들에 대한 수확량 전망이 더욱 삭감되었다.
많은 지역에서 90일 총 강우량은 평년의 50% 이하였던 반면 30일 강우량은 지
역적으로 평년의 30%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그 지역의 남쪽 절반 전역에
서 낮 최고 기온이 35°C를 찍으면서 평년보다 최대 7°C 높은 기온이 토양 수분 손
실을 악화시켰다. 대개 연중 이 시기 중에 나타나는 최고 기온은 20도 대(섭씨) 중
반 대였다.
주말에 북서쪽에서 다가온 한랭 전선 하나가 그 지역의 최북단 및 최서단에서
중간 수준의 또는 강한 소나기와 뇌우(10~70 mm)를 촉발시켰는데, 9월 8일 현재
위성 및 레이더 영상은 소나기 활동이 동쪽으로 우크라이나 북부와 러시아 중서부
전역을 휩쓸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앙 및 남부 재배 지역에서 겨울 밀의
파종 및 활착을 위해서는 조만간 광범위한 비가 필요할 것이다.

4. 동아시아
▮ 2020년 7월
7월 중순(7월 12일~7월 18일), 더 건조한 날씨가 홍수 타격을 입어서 절실했던
중국 남동부를 구제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더 많은 호우가 내리고 있어서 400 mm
이상의 강우가 보고된 양쯔 계곡 아래쪽에서는 홍수를 악화시켰다. 양쯔 계곡 아
래쪽 대부분에서 6월 1일 이후로 내린 강우 총량은 1,000 mm(평년의 2.5 배 이
상)에 육박하고 있어서 벼와 기타 여름작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한편 북동부에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발생했다. 계절의 상반기 내내 북동부(랴
오닝 제외)에 계속 비가 와서 작물에게 물 공급이 잘 되었지만, 최근의 폭염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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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생식기 옥수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다. 그밖에 북한에는 북중국과 비
슷한 조건이 보고되었고, 남한과 일본에는 25~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렸다.
7월 중하순(7월 19일~7월 25일), 동중국 양쯔 계곡 아래쪽에 보고된 다소 더 건
조한 날씨가 과도한 습도와 홍수를 완화했다. 그러나 총 강우량 25~100 mm의 비
가 밭을 일부 침수시키기는 했지만, 넓은 지역에 걸쳐 작물들이 계속 잠길 정도는
아니었다.
가장 심한 비가 북쪽을 향하여 북중국 평원의 남쪽 구역으로 이동했는데, 거기
에서 100 mm 이상 내려서 생식기 여름작물들에 대해 지나치게 습한 조건을 만들
었다. 한편, 소나기(10~50 mm)가 북동부 대부분에서 계속되었는데, 랴오닝 동부
의 건조한 지역에서 특히 유익했다. 반면, 헤이룽장성, 길림, 랴오닝의 가장 서쪽
현들과 북동부 내몽골에 인접한 현들에서는 시기 적절하지 못했던 폭염(35°C 이상
의 낮 최고 기온)과 건조가 생식기 옥수수와 대두에게 스트레스를 가했다.
그밖에 한반도를 가로질러 일본의 최북단을 제외한 일본의 모든 지역까지 뻗어
서 강한 소나기 (50~100 mm 또는 그 이상)가 내렸다. 그런 습한 날씨는 북한 내
부 및 남한의 국경 지역을 따라 가뭄 조건을 완화시켰다.
7월 하순(7월 26일~8월 1일), 중국 북동쪽에 다시 소나기가 내려서 생식기 옥
수수와 대두에게 아주 필요했던 수분이 공급되었다. 초기 생식 단계 중에 좋지 못
했던 때에 건조와 열이 발생한 이후에 내린 10~50 mm 이상의 비가 대부분의 현
에서 작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강우 이후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4°C까지 계속해
서 올라갔다. 게다가, 길림 서부에서는 더 건조한 날씨 포켓 하나가 옥수수 수확량
잠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더 남쪽으로 북중국 평원에 내
린 소나기(25~100 mm)가 옥수수와 기타 여름작물들에게 유리한 토양 수분을 유
지해주었다.
양쯔 계곡과 대부분의 남부 성들에서 비슷한 강우량이 발생했고, 양쯔 계곡 아
래쪽에서 홍수가 줄어든 것으로 여겨지는 중에 그 지역은 여전히 과습한 상태를
유지했다. 다른 곳에서는 한반도와 일본 대부분에서 강한 소나기(50~200 mm)가
보고되어, 벼와 기타 여름작물들의 수분 공급을 상승시켰지만 국지적인 홍수를 일
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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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8월 초순(8월 2일~8월 8일), 주중에 태풍 하구핏이 중국의 동부 해안가를 따라
서 지나다가 황해로 들어가 한반도를 가로질렀다. 저장성 양쯔강 바로 남쪽을 강
타한 폭풍의 풍속은 70 노트를 넘었다. 하구핏은 빠르게 약화되었지만 상륙한 부
근에 강한 소나기 (50~150 mm)를 발생시켰고, 북중국 평원에는 강우량을 더 증
가시켰다(50~150 mm 또는 그 이상). 북중국 평원에서는 그 수분이 생식기 여름
작물들에게 유익이 되었지만, 저장성과 장쑤성 남부에서는 강한 소나기로 벼와 기
타 작물들이 너무 과도하게 젖었다.
게다가 약해지고 있었던 폭풍이 중국 북동부에서는 강우량을 올려주어서
(25~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한반도 위에서 소멸되기 전에 생식기 옥수수
와 대두에게 적시에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남북한의 폭풍 관련 강우의 주간 강우
량은 많은 지역에서 총 200 mm 이상이었다. 그 밖에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건조
한 날씨와 평년보다 최대 4°C 높은 기온으로 작물의 과도한 축축함이 완화되었다.
8월 중순(8월 9일~8월 15일), 강우의 파동이 동중국 대부분을 밀고 지나가면서
남부 일부는 물론이고, 북동부와 동중부 지역의 작물들에게 광범위하게 수분을 내
려주었다. 북동쪽에서는 소멸되는 열대성 저기압(장미)에 의해 소나기가 강화되어
100 mm 이상의 비를 내렸다. 그 수분은 생식 후기에 있는 옥수수와 대두에게 도
움이 되었으며, 7월 중에 겪은 극심한 건조를 완화했다.
한편, 북중국 평원에 보고된 50~100 mm(지역적으로 200 mm 이상)의 폭우가
여름작물들에게 물을 잘 공급해주었지만, 비가 가장 심하게 내렸던 지역에서는 국
지성 홍수를 일으켰다. 먼 남쪽에는 약한 열대성 저기압(멕칼라)의 소나기가 양쯔
계곡 일부로 밀려 들어가, 6월과 7월의 대홍수로 인해 계속되던 극심한 축축함을
악화시켰다.
그밖에 한반도 전역에도 장미와 관련된 폭우(100 mm 이상)가 보고되었는데, 벼
와 기타 작물에 내린 60일 총 강우량을 평년 이상으로 밀어 올렸다. 대조적으로
일본 대부분은 먼 남쪽과 북쪽에 약간의 산발적인 소나기만이 있었을 뿐 건조했
다.
8월 중하순(8월 16일~8월 22일), 중국 동부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가 생식기
여름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을 유지 또는 상승시켰다. 북동부의 강우량은 흑룡강
성과 길림 성 서부 대부분의 10 mm 미만에서 요녕성 일부의 100 mm 이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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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했다. 특히, 요녕성은 최근 습한 날씨가 60일 강우 부족을 해소하여 대두의
전망을 개선했으나, 이미 종실비대 중인 옥수수에게는 너무 늦어서 큰 유익을 주
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 남쪽으로 또 한 차례의 비(10~50 mm 또는 그 이상)가 온 뒤로 북중국의 여
름작물들에 대해서 양호한 수분 조건이 유지되었으며, 다소 더 건조한 날씨로 양
쯔 계곡의 과도하게 습한 조건이 완화되었다. 한편 주 중반에 열대 저기압(히고스)
이 중국 최남단에 상륙하여 보통의 또는 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에 아주 필요
했던 강우 (50~150 mm)를 내려주었다. 그밖에, 북한과 남한 국경지역에 폭우
(50~10 mm 이상)가 계속되어 늦철 토양 수분을 양호하게 유지했으나, 지역적으
로 홍수를 일으켰다.
8월 하순(8월 23일~8월 29일), 태풍 바비가 주중에 황해로 이동했고, 주말로
가면서 북한에 상륙했다. 바비의 지속적인 바람은 상륙하기 전에 100 노트에 가까
웠는데, 중앙부 기압 기준으로 이번 계절에서 가장 강력한 폭풍이었다. 게다가 그
폭풍은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그리고 북동부 대부분에 50~200 mm의 비를 내렸
고, 북한 일부는 200 mm 이상으로 적셨다.
남한 대부분에는 비가 100 mm 미만으로 내렸다. 그 강우가 지역의 수분 부족을
완화시켰지만, 대부분의 여름작물들은 성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건조한 날씨
가 더 좋을 것이다.
한편, 화북 평원과 중부 양쯔 계곡에 있는 더 건조한 커다란 날씨 포켓이 여름작
물이 성숙하도록 도왔다. 그 밖에, 계절을 벗어난 건조가 일본 대부분에서 계속되
어 벼의 관개 공급을 더욱 감소시켰다.
8월 하순~9월 초순(8월 30일~9월 5일), 태풍 마이삭은 주간 초에 필리핀 동쪽
에서 형성되다가 급격히 강해져서 9월 1일에는 최대 지속 풍속이 125 노트에 도달
했다. 그 폭풍은 북쪽으로 나아가다 남한 남동부에 상륙했고, 한반도 동쪽을 따라
움직이다가 중국 북동부에서 소멸되었다. 마이삭은 풍속, 압력 및 축적된 선풍 에
너지 측면으로 볼 때 이번 계절에서 가장 강한 폭풍이었다.
또한, 마이삭은 남북한 동부 해안을 따라 그러나 대부분의 벼 재배 지역은 벗어
난 중에 홍수를 일으키는 비(거의 400 mm)를 발생시켰다. 한반도의 나머지 지역
전체와 중국 북동부 대부분에 걸쳐서 폭우가 보고되었는데, 대체로 이 비가 철을
지나 너무 늦게 와서 대부분의 작물들에게 그다지 유익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미
성숙 작물들에게는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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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 (25~100 mm)가 일본 일부 지역에도 유입되어서 북부에서는 장기간 계속
되던 수분 결핍을 완화시켜주었지만, 남부는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비가
와야 한다. 그밖에 중국 동중부와 남부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작물의 성숙이
진전되었고 수확이 시작되었다.

5. 호주
▮ 2020년 7월
7월 중순(7월 12일~7월 18일), 비(대체로 15~25 mm)가 서호주의 밀 벨트를 뒤
덮어 영양기 밀, 보리 및 캐놀라를 위해 표토 수분을 고맙게 상승시켜주었다. 반대
로, 남호주, 빅토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및 퀸슬랜드 남부에 내린 국지성 소
나기(지역적으로 10 mm 이상)는 영양기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을 위해서 추가
수분을 거의 공급하지 않았다.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을 유지하려면 이들 지역에 더
광범위하면서 많은 양의 비가 필요하다.
그 밖에 호주 동부에는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에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가 겨
울작물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작물들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유지했다. 밀
벨트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은 평년의 1°C 내외에 있었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섭씨
10도 대에 있었다.
7월 중하순(7월 19일~7월 25일), 밀 벨트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1~10 mm)가 먼 남쪽 지역에 있는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에게 물을
적절하게 공급했다. 대조적으로 더 멀리 있는 내륙의 주요 겨울작물 재배지에는
국지성 소나기(대체로 5 mm 미만)가 내려서 영양기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들에게
추가 수분을 거의 공급하지 못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밀 벨트 대부분에서 강우량이 평년을 밑도는 경향이 있었다. 영
양기 생장을 촉진하고 수확량 잠재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더 많이 비가
와야 할 것이다. 밀 벨트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은 평년의 2°C 이내였고, 최고 기온
은 대체로 섭씨 높은 10도 대와 낮은 20도 대에 있었다.
7월 하순(7월 26일~8월 1일), 호주 동부에서 소나기(5~25 mm, 지역적으로 50
mm 가까이)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퀸즐랜드 남부의 밀 및 기타 겨울작물들에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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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표토 수분을 상승시켜주었다. 그 비는 뉴 사우스 웨일즈의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서, 대부분의 주에서 작물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면 빅토리아와 남호주에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5 mm 미만)가 우세하여 겨울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더 줄었다. 영양기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의 발달
을 촉진하려면 이 주들에 비가 더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호주에서는 산발적
으로 내린 비(5~15 mm)가 밀 벨트의 남부와 서부의 밀, 보리 및 캐놀라에게 유익
을 주었지만, 북부와 동부 지역은 더 건조한 날씨로 뒤덮였다. 서호주는 평균 기온
이 평년보다 2~3°C 높았고, 호주 남부와 동부는 평년과 비슷했다(평년의 2°C 이
내).

▮ 2020년 8월
8월 초순(8월 2일~8월 8일), 밀 벨트의 대부분을 가로질러 내린 비는 동쪽에서
작물들이 대체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비는 최근에 평년보
다 더 건조한 경향을 보였던 많은 지역들을 포함해서 남부와 서부의 영양기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게도 유익이 되었다. 가장 강한 비가 서호주의 남부에 내렸는
데, 그 해안 근처 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50 mm를 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
호주의 에어 반도와 요크 반도에는 5 mm 미만의 비가 내려서 겨울작물을 유지하
려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것이다.
밀 벨트의 다른 곳은 대체로 총 5~25 mm의 비가 내렸고 지역적으로는 더 많은
양을 기록했다. 호주 남부와 서부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3°C 낮았고, 동부는
평년의 2°C 이내였다.
8월 중순(8월 9일~8월 15일), 연속된 두 번째 주간 동안에 밀 벨트 대부분에 비
(5~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려서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을 위한 수분 공
급량을 더욱 상승시켰다. 밀과 기타 겨울작물들이 생식기에 접근하거나 진입하고
있었던 퀸즐랜드 남부에서 그 수분은 시기적절했다.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그
비가 영양기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에 대한 작물 전망을 양호하게 또는 우수하게
유지해주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으로서 빅토리아, 남호주 및 서호주에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
려서 밀, 보리 및 캐놀라의 발달에 도움을 주어 지역의 수확 잠재력을 유지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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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해주었다. 밀 벨트 전체적으로 기온이 평년 부근 또는 평년보다 다소 높아서(평
년보다 최대 2°C 높음), 작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으면서 영양 생상을 촉진
했다.
8월 중하순(8월 16일~8월 22일), 호주 남부와 서부의 일부에 비가 비교적 가볍
게 내리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주요 겨울작물 생산 지역들에는 많은 양의 비
(10~30 mm)가 내려서 서호주, 남호주 및 빅토리아의 밀, 보리 및 캐놀라 전망이
더욱 개선되었다. 마찬가지로 뉴 사우스 웨일즈의 중부와 남부에 광범위한 소나기
(10~30 mm)가 영양기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 대한 수확 전망을 양호한 또는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대조적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 남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퍼져서
밀과 기타 겨울작물들에 대한 수분 공급을 감소시켰다. 이 두 지역은 현재는 표토
수분이 작물 성장을 촉진하는데 적당한 수준이지만, 작물들이 생식기를 지나고 있
어서 발달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이 심각한 장기 가뭄에서 계속 회복하려면
후속적인 비가 필요할 것이다. 밀 벨트 전체의 평균 기온은 평년 수준과 가깝거나
다소 낮은 수준(평년보다 최대 1°C 낮음) 이었고, 스트레스성 열이나 과도하게 추
운 날씨는 관측되지 않았다.
8월 하순(8월 23일~8월 29일), 먼 남쪽과 동쪽에 집중된 비(5~25 mm)를 제외
하면, 밀 벨트 전체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만연했다. 날씨가 비교적 건조했지만,
맑은 하늘과 대체로 적당한 수분 공급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겨울 곡류와 유지 작
물의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지역의 우수한 수확량 전망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강우량이 평년 수준보다 낮았고, 장기 가뭄에서 계속 회복되고 있는 퀸
즐랜드 남부의 작물들이 생식기로 진입하여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에게 더 많은 비가 내린다면 환영받을 것이다.
호주 동부에는 평년보다 더 서늘한 날씨(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4°C 낮음)가
자리 잡으면서 작물 발달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밀 벨트 북부 지역의 작물들에게 격리된 동결 상해를 입
혔을 수 있다. 그 밖에, 서호주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C 높았다.
8월 하순~9월 초순(8월 30일~9월 5일), 서호주에서 계속 내린 산발적인 소나
기(5~20 mm)가 밀, 보리 및 캐놀라의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작물의 상태와
전망을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에 국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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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10 mm 미만)가 내렸지만,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을 위해서 추가 수분을 거
의 공급해주지 못했다.
작물들이 생식기 중에 있거나 생식기에 근접하고 있는 남호주, 빅토리아 및 뉴
사우스 웨일즈는 맑은 하늘과 대체로 적당한 수분 공급이 겨울작물의 발달을 촉진
했다. 이들 주에서 수확량 전망은 여전히 양호했다. 대조적으로 평년보다 더 건조
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서 밀과 기타 겨울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이 느리지만 계속
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퀸즐랜드 남부에는 더 많은 비가 필요했다.
밀 벨트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에 가깝거나 다소 높아서 작물의 성
장에 박차를 가했다. 호주의 남동부 일부에 국지적인 서리 (-2°C 가량의 기온)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서 아직 발달 중에 있는 지역의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아르헨티나
▮ 2020년 7월
7월 중순(7월 12일~7월 18일), 겨울 곡류의 발아를 위해 수분이 필요한 몇몇 지
역들이 있기는 하지만, 계절 야외 작업은 거의 끝났다.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대는
건조했고, 불과 몇 개의 국지적인 장소에서 측정 가능한 비가 내렸을 뿐 이었다(1
mm 이상).
아르헨티나 중앙부의 주요 생산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이었는데,
낮 최고 기온은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섭씨 높은 10도 대부터 코르도바와
산타페 남쪽 구역의 낮은 20대 범위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 동일 지역에서
기록된 밤 최저 기온은 -5°C이어서 출현 중인 곡류의 성장을 제한하였다.
엔트레 리오스에서 북쪽으로는 보다 따뜻한 조건(최고 기온이 낮은 30도 대에서
중간 30도 대 사이)이 우세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7월 16일 현재 옥수수
는 92% 수확되어 작년보다 16 포인트 앞섰다. 서부 생산 지역에서 건조가 파종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밀은 작년의 89% 대비 91% 파종되었다. 마찬
가지로 보리는 작년의 84% 대비 82% 파종되었다.
7월 중하순(7월 19일~7월 25일), 아르헨티나의 남부 경작지에서 계절을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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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소나기가 출현 중인 겨울 곡류를 위한 수분을 증가시켰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의 다수확 밀 지역에 내린 총강우량은 10~50 mm 였는 데, 비슷한 양이라 팜
파의 소수 경작지에도 내렸다. 적당한 비(10 mm 이상)가 내린 몇 개의 포켓을 제
외하면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에서 볼리비아 및 파라과이와의 국경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나라의 주요 농업지대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근처 또는 평년 이상이었고 엔
트레 리오스에서 포르모사 동부까지 평년에서 가장 많이 벗어난 수치 (+4°C)를 보
여주었다. 낮 최고 기온은 앞서 언급한 남부 겨울 곡류 벨트의 섭씨 10도 대에서부
터 차코 및 포르모사 인접의 30도 대 중반까지 다양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7월 23일 현재 94% 수확되어 작년보다 12
포인트 앞섰다. 밀은 작년의 89 % 대비 94 % 파종되었고 보리는 작년의 92% 대비
91% 파종되었다.
7월 하순(7월 26일~8월 1일), 서부 생산 지역에서 발아에 필요한 수분이 제한
적이기는 했지만, 맑은 하늘이 겨울 곡류의 발달을 도왔다. 이따금씩 몇 차례 내렸
던 소나기들(대체로 5 mm 이하의 강우)을 제외하면, 전국의 주요 농업 지역이 완
전히 건조했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 또는 그 이하였고, 낮 최고 기온은 부
에노스아이레스 남부의 높은 섭씨 10도 대에서 차코와 포르모사 인접 지역의 중간
30도 대 사이에 있었다. 차코 같이 먼 북쪽은 밤 최저 기온이 –5°C까지 기록되었
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7월 30일 현재 옥수수는 96% 수확되어 작년보다 7
포인트 앞섰다. 밀과 보리는 각각 96% 및 93% 파종되었다. 겨울 곡류는, 코르도
바에서 파종 최종 단계를 위해서 추가 수분의 필요성이 주목되기는 했지만, 대체
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2020년 8월
8월 초순(8월 2일~8월 8일),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월동하는 곡류에게 유리
했다. 다만, 서부 생산 지역에는 건조가 계속되어 마지막 파종 단계를 방해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부와 동부에 내린 몇 차례의 산발적인
소나기(지역적으로 10 mm 이상)를 제외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라 팜파에
서 북쪽으로 뻗어 있는 넓은 지역 한 곳은 완전히 건조한 채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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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8°C 이상이었고, 낮 최고 기온은 라 팜파와 부에
노스 낮은 20도 대(섭씨)에서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에서 북쪽으로 중간 30도 대까
지 다양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8월 6일 현재 98% 수확되었다. 밀과 보리
는 각각 97% 및 96% 파종되었다. 밀은 코르도바에서 97% 파종되었다고 하고, 건
조한 토양 때문에 7월 16일 이후로 변화가 없었다.
8월 중순(8월 9일~8월 15일), 전국의 주요 생산 지역에서 날씨가 시원하고 화
창하여 월동 중인 밀과 보리에게 도움이 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와 먼
북동부 (코리엔테스와 미시오네스 동부)에 국지성 소나기(10 mm 이상)가 몇 차례
내린 것을 제외하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 코르도바와 기타 서부 생산 지역은 장기
건조 영향에 대응하려면 여전히 비가 필요했다.
대부분의 남부 및 서부 농업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부근 또는 그 이하
로 떨어졌고, 여러 밤 동안 영하로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서 식물 성장이 느려졌
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8월 13일 현재 각각 99% 및 98% 밀과 보리 파종
이 끝났다.
8월 중하순(8월 16일~8월 22일), 국가의 주요 재배 지역은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배하여 겨울 곡류와 보리의 발달을 억제했다. 대부분의 지역은 완전히 건조했
고, 지역 전체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C 낮았다. 남서부와 일부 북부
농업 지역에서는 밤 최저 기온이 -5°C 이하로 떨어졌다. 계절을 벗어난 추위는 장
기 건조와 합쳐지면서 건조한 서부 지역에서 활착이 불량했던 겨울 곡류에게 추가
적인 스트레스를 가한 동시에 일찍 심은 여름작물들의 발아도 늦추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8월 20일 현재 해바라기는 11% 파종되었다. 북부 생
산 지역에서는 야외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곳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4°C 낮았
다. 게다가 코르도바에서는 밀이 대부분 분얼 중이고 추운 날씨에 덜 취약하다고
알려졌지만, 밀이 건조와 혹독한 동결로 인한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고 있었고, 좀
더 자란 밭들 가운데 일부는 피해를 받았을 수 있다.
8월 하순(8월 23일~8월 29일), 아르헨티나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서 지난 주
의 동결 이후 겨울 곡류의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중앙 아르헨티나(라 팜파, 부에
노스아이레스 및 코르도바, 산타페 및 엔트레 리오스를 아우르는 남부 농업 지역)
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C까지 올라가면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5°C 높
았다. 밤 최저 기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5°C 이하로 떨어졌고, 서리가 발생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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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있지만 기온은 대체로 영상을 유지했다.
아르헨티나 북부 전역은 따뜻한 날씨가 우세했다(낮 최고 기온은 40°C에 육박
하면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7°C 높았음). 소나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서 밀과 보리를 위한 수분을 증가시켰지만,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건조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8월 27일 현재 해바라기는 12% 파종되어 (작년의
41% 대비) 48%를 심은 산타 페의 뒤를 이었다. 아르헨티나의 다른 보고서들은 건
조와 동결이 겹치면서 눈에 띄는 손상을 입었다고 묘사했다.
8월 하순~9월 초순(8월 30일~9월 5일), 소나기가 중앙 아르헨티나에서의 가뭄
을 다소 해소해주었지만, 남부 농장 지대는 다시 결빙 온도로 떨어졌다. 코르도바
동부에서 우루과이 전체에 내린 총 강우량은 10~50 mm 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동부 대부분을 덮을 정도로 남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북부의 많은 곳을 포함하여 다른 곳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라 팜파, 코르도바 남부의 인근 지역 및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많은 곳들에 다시 결
빙(밤 최저 기온이 -5°C 이하로 강하)이 일어나면서 지역 전체의 주간 평균 기온
이 평년보다 2~4°C 낮아졌다. 8월말 동결 이후 겨울 곡물을 발달시킨 일주일 간
의 더 따뜻한 조건 이후에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9월 3일 현재 해바라기는 13% 파종되어 작년 속도
보다 11 포인트 뒤처졌다. 산타페는 선두를 달리면서 53% 파종되었다(작년의 70%
대비).

7. 브라질
▮ 2020년 7월
7월 중순(7월 12일~7월 18일), 남부 생산 지역에서 최근 유익했던 강우기 이후
에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날씨가 밀의 출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리오 그란데
도 술과 산타 카타리나에서 지역적으로 내린 강우 총량은 10 mm 이상이었지만,
다른 곳은 건조하고 대체로 따뜻한 날씨(낮 최고 기온이 섭씨 중간 및 높은 20도
대, 낮은 서리 위험)가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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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는 7월 13일 현재, 11% 수확되었고, 나
머지 작물의 71%는 성숙기 중에 있었다. 밀은 99% 파종되었다. 비슷하게 7월 16
일 현재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밀이 97% 파종되었다.
그밖에, 브라질의 중앙 및 북동부 내륙에서는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날씨가 옥
수수와 면화의 빠른 성장을 촉진했고, 동부 해안을 따라 대체로 가벼운 소나기가
내렸다(지역적으로 25 mm 이상). 마토 그롯소에서 7월 17일 현재 2차 작물 옥수
수가 76% 수확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10 포인트 늦춰진 것이었
다. 한편 면화는 작년(14%)과 비슷하게 15% 수확되었다.
7월 중하순(7월 19일~7월 25일), 브라질 중부와 남부의 주요 생산 지역에서 맑
고 대체로 따뜻한 날씨가 옥수수, 면화 및 밀의 빠른 성장을 촉진했다. 리오 그란
데 도 술과 북동부 해안을 따라 있는 몇 개의 국지적인 강우 포켓(10 mm 이상)을
제외하면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마토 그롯소까지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 또는 평년 이상이었는데, 북동부 내륙은 다소 온화한 조건
을 보였다.
파라나 북부에서 북쪽으로 마토 그롯소와 바히아 서부에 인접한 면화 지역까지
낮 최고 기온이 섭씨 낮은 30도 대까지 올라갔는데, 파라나와 리오 그란데 도 술
전역은 기온이 대체로 20도 대로 제한되었다. 결빙은 보고되지 않았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7월 20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는 17%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78%는 성숙기에 있었다. 파라나와 리오 그란데 도 술 모두 밀 파종이 사실
상 완료되었다. 한편, 2차 작물 옥수수는 7월 24일 현재 마토 그롯소에서 87% 수
확되었다고 보고되어 작년보다 7 포인트 뒤쳐졌으나, 면화는 27% 수확되어 작년
(25%) 대비 약간 앞섰다.
7월 하순(7월 26일~8월 1일), 브라질 중부와 남부의 주요 생산 지역의 조건은
옥수수와 면화의 건조와 수확에 유리했다. 리오 그란데 도 술과 북동부 해안을 따
라서만 총 5 mm의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몇 곳에는 25 mm 이상을 기록했다. 주
간 평균 기온은 평년 수준 가까이 또는 평년 이하였다.
파라나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대체로 섭씨 낮은 20도 대에
서 높은 20도 대 범위에 있었다. 남부 생산 지역에서는 밤 최저 기온이 5°C 이하
로 떨어졌지만, 서리는 지역의 작물들이 서리 피해에 민감하지 않았던 리오 그란
데 도 술에만 내렸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7월 27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는 26% 수확되었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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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물의 82%는 성숙기에 있었다. 밀의 절반 이상이 성숙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몇 주간의 건조기 이후 추가 수분이 환영받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의 밀은 7월 29일 현재 생식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7월 31일 현재 마토
그롯소에서는 옥수수와 면화가 각각 94% 및 40% 수확되었다.

▮ 2020년 8월
8월 초순(8월 2일~8월 8일), 남쪽에서 기후학적으로 더 습한 지역을 포함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 지역을 계속 지배했다. 내륙의 주요 상업 생산 지역에는 완벽한
건조가 우세한 가운데 측정이 가능한 강우(지역적으로 25 mm 이상)는 동해안을
따라 있는 농경지로 제한되었다.
브라질 중부에서는 건조함과 여름 더위(낮 최고 기온이 낮은 섭씨 30도 대와 중
간 30도 대에 도달함)가 2차 여름작물의 건조와 수확에 유리했다. 마토 그롯소 정
부에 따르면, 8월 7일 현재 옥수수와 면화가 각각 98% 및 58% 수확되었다.
대조적으로 남부의 건조는 계절과 어울리지 않았고,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다(낮 최고 기온은 결빙이 보고되지 않은 중에 대체로 중간 및 높은 20도 대).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는 8월 3일 현재 37% 수확되었고, 남은 작
물의 83%는 성숙기 중에 있었다. 밀의 60% 이상이 성숙되었고, 몇 주 동안의 건
조 이후로 추가 수분이 필요할 것이다. 나중에 밀을 심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8월 6일 현재 2%가 생식기에 도달했다.
8월 중순(8월 9일~8월 15일), 남부 농업 지역에서 비가 수 주간의 건조 이후에
토양 수분을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밀에게 유익했다. 파라나 남부와 리우 그
란데 두술 북부에 내린 강우 총량은 10~25 mm였고, 이들 주의 다른 곳에는 더
적은 양이 내렸다. 날씨가 평년보다 더 따뜻했고(낮 최고 기온이 30°C에 육박) 결
빙이 없어서 곡물 발달이 촉진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8월 10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는 51 % 수확되었고, 남
은 작물의 88 %가 성숙기에 있었다. 밀은 70 % 이상이 생식기에 이르러서 수 주간
의 건조 이후로 추가 수분이 주어지면 좋을 것이다. 나중에 밀을 심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8월 13일 현재 11 %가 생식기에 도달했다.
그 밖에 브라질의 중부 및 북동부 내륙에서는 여름의 따뜻함과 건조가 2차 여름
작물들의 건조와 수확을 촉진했다. 마토 그롯소 정부에 따르면, 8월 14일 현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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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수확은 거의 끝났다. 면화는 74 % 수확되어 작년속도 보다 거의 10 포인트
앞섰다. 한편, 동부 해안을 따라 가벼운 소나기(지역적으로 10 mm 이상)가 계속
되었다.
8월 중하순(8월 16일~8월 22일), 소나기가 남부 농장 지역의 밀에 유익을 주었
지만 결빙은 생식기 작물에 잠재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켰다. 총
10~50 mm의 강우가 파라나와 파라과이 동부에 집중되었고, 북부 리오 그란데 도
술을 포함한 다른 주의 인근 지역에는 더 가벼운 소나기(10~25 mm)가 내렸다.
파라나의 강우량은 1월 이후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하여 수분 보유량을 보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과 파라나의 남부 농장 지역에서는 주
후반에 동결이 기록되어 지역 밀 피해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밀은 63%가 8월 17일 현재 생식기 또는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하지만 서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남부 지역은 작물의 발달이 훨씬 뒤쳐졌
다고 한다. 늦게 밀을 심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8월 20일 현재 22%가 생식기
에 도달했다.
그밖에 브라질의 중앙 및 북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여름의 더위와 건조 덕분에
빠른 건조와 2차 여름작물의 수확이 촉진되었다. 마토 그롯소 정부에 따르면, 8월
21일 현재 면화는 89% 수확되었다. 한편 동부 해안을 따라 소나기(불과 몇 지역에
서 10 mm 이상)가 드물데 내렸다.
8월 하순(8월 23일~8월 29일), 남부 농장 지역은 날씨가 따뜻하고 맑아서 생산
자들이 지난 주에 입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서리 피해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었
다. 마토 그롯소에서 리오 그란데 도 술까지 남쪽으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대에 이르고 결빙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4°C 높았
다.
비는 대체로 밀 주산지의 북쪽에 있는 리오 그란데 도 술 남부에만 내렸다. 파라
나 정부에 따르면, 8월 24일 현재 생식기에 도달하지 못한 밀은 전체의 20%에 불
과했다. 밀을 늦게 심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8월 27일 현재 40%가 생식기에
도달했다. 그 주(州)의 보고서는 생식기-종실비대기 밀에서 약간의 피해가 발생했
는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 밖의 지역은 건조한 날씨 덕에 계절 야외 작업이 원활했다. 마토 그롯소 정부
에 따르면, 8월 28일 현재 면화는 95% 수확되었다. 마토 그롯소에서는 일반적으
로 9월 말에 우기가 시작되는데, 대규모 대두 파종을 받쳐주려면 우기가 적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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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어야 한다.
8월 하순~9월 초순(8월 30일~9월 5일),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이 지역을 지배
하여 밀의 수확을 지원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했다. 대략 리오 그란데 도 술의 남부
와 북동부 해안을 따라 산재하고 있는 곳들에만 소나기(5~25 mm)가 내렸다. 리
오 그란데 도 술과 북동부의 많은 곳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지만, 결
빙은 보고되지 않았다. 마토 그롯소에서 남동쪽으로 산타 카타리나와 리오 데 자
네이로까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우세하여, 파라나처럼 먼 남쪽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대 중반에 이르렀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8월 31일 현재 밀은 3% 수확되었고, 남은 밀의 85%는
종실비대 및 성숙기에 있었다. 한편, 2차 작물 옥수수는 78% 수확되었다. 밀을 늦
게 심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9월 3일 현재 55%가 생식기에 도달했다. 9월 4
일 현재 마토 그롯소에서는 면화 수확이 사실상 완료되었다. 마토 그롯소에서는
우기가 대개 9월말에 시작하는데 대규모 콩 파종을 지지하려면 우기가 적시에 시
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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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 통계

세계 곡물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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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37
162,371
160,509
163,393
1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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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054
481,334
482,713
477,132
491,515
494,844
49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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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15
46,900
4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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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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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220
472,216
473,097
467,919
477,383
480,731
4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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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219
142,528
150,375
164,171
17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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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86

495,934

40,088

42,343

488,885

181,675

4.61

162,365

499,577

42,209

44,497

494,132

184,832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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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194
220,001
221,340
224,013
222,399
218,593
2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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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554
716,600
730,412
738,144
756,313
763,024
73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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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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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68
165,927
164,222
172,624
183,489
182,614
1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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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483
653,348
690,913
687,454
690,263
700,514
713,076
734,417
740,365
73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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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600
200,752
201,459
182,576
201,743
226,796
249,031
267,124
288,302
283,985

216,940

764,025

183,749

191,378

740,602

299,779

3.52

222,288

770,490

185,288

189,436

746,754

319,367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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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곡물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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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729
188,078
188,811
188,090
194,904
191,527
1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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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760
1,027,295
1,057,639
1,015,178
1,127,624
1,078,621
1,12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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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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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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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508
950,758
975,319
1,001,646
1,062,758
1,091,390
1,12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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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841
214,737
279,782
312,386
352,219
341,182
32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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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74

1,112,837

167,476

170,334

1,121,369

309,149

5.76

196,759

1,162,380

179,342

186,026

1,158,051

306,794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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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45
119,559
124,342
12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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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699
320,489
315,458
349,771
342,929
36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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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240
133,530
144,382
153,573
14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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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319
132,593
147,563
153,102
14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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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631
316,092
331,236
338,411
343,346

122,647

337,298

163,499

165,903

351,986

96,006

2.75

127,586

369,742

163,248

166,336

369,071

93,589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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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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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22
78,101
78,404
93,758
98,747
11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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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2.70
2.62
2.93
2.76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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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00

0

27,000

3,280

1,863

32,325

0

29,000

3,400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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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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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7,500

18,085

2,320

35,275

20

16,800

18,5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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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55

544

12,519

34,382

363

46,629

363

12,247

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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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0

50

1,450

5,490

310

8,000

50

2,070

6,05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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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11,407

18,012

177

29,419

886

2000/2001

13,310

17,776

253

30,910

809

2001/2002

14,243

20,011

332

33,657

1,074

2002/2003

13,123

20,633

346

33,594

890

2003/2004

11,221

22,128

399

32,982

858

2004/2005

11,408

22,019

533

32,893

859

2005/2006

10,904

22,947

714

33,126

870

2006/2007

11,693

22,362

544

33,525

856

2007/2008

11,808

24,619

422

35,432

1,429

2008/2009

10,223

21,153

464

31,836

505

2009/2010

9,950

20,879

471

30,359

504

2010/2011

9,741

21,877

609

30,842

671

2011/2012

9,164

20,872

884

29,342

481

2012/2013

10,033

16,941

536

26,742

177

2013/2014

10,349

18,140

296

28,042

328

2014/2015

11,416

19,623

362

30,142

863

2015/2016

11,811

19,213

304

30,642

941

2016/2017

11,376

18,794

334

30,242

535

2017/2018

11,811

18,354

395

30,092

213

2018/2019

12,324

18,756

374

30,442

477

2019/2020
(추정치)

12,640

18,200

350

30,792

175

2020/2021
(전망치)

12,561

18,750

300

31,017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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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0

0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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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0

2,329

200

5,800

2,3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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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1,210

7,390

280

8,750

30

1,200

7,57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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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5

147

1,247

10,183

837

11,460

159

1,179

10,433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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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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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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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3,350

8

4,854

140

3,236

8

5,026

142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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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1999/2000

2,567

84

954

1,702

227

2000/2001

3,033

29

889

2,186

214

2001/2002

3,245

62

894

2,336

291

2002/2003

2,990

30

711

2,345

255

2003/2004

2,557

67

557

2,142

180

2004/2005

2,599

182

526

2,214

221

2005/2006

2,512

719

273

2,925

254

2006/2007

2,694

978

244

3,412

270

2007/2008

2,720

1,038

335

3,205

488

2008/2009

2,350

795

398

2,797

438

2009/2010

2,290

547

386

2,760

129

2010/2011

2,343

906

463

2,400

515

2011/2012

2,204

386

742

2,050

313

2012/2013

2,413

322

1,011

1,850

187

2013/2014

2,489

329

766

1,990

249

2014/2015

2,746

253

1,010

2,040

198

2015/2016

2,841

325

915

2,285

164

2016/2017

2,736

285

819

2,215

151

2017/2018

2,841

284

902

2,225

149

2018/2019

2,964

416

788

2,455

286

2019/2020
(추정치)

3,040

450

825

2,465

486

2020/2021
(전망치)

3,021

415

825

2,640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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