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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련(해외곡물시장 담당자)*

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1.1. 곡물 전체1)
세계 곡물 전체 생산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3월 전망
에 의하면, 전체 곡물 생산량은 27억 2,600만 톤으로 예상되었다. 소비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7억 2,300만 톤으로 추정되었고, 재고율은 29.3%로 전망되었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단위: 백만 톤, %)

구분

1995/96

2000/01

2005/06

2010/11

2015/16

2019/2020

생산량

1,708

1,845

2,016

2,214

2,519

2,673

2020/21
(3월 전망)
2,726

소비량
재고율

1,741
25.1

1,860
30.4

2,021
19.5

2,240
20.2

2,469
30.0

2,657
30.5

2,723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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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율
은 30% 후반 대를 유지해오다 2000년대 중후반 20%대까지 하락하였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2020/21년 3월 생산량 5억 4백만 톤, 소비량 5억 2백만
톤, 재고율 35.4%로 전망되었다.
세계 밀 생산량과 소비량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밀
재고율은 30% 내외를 유지하다 최근에는 30%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2020/21년 3월
현재 생산량 7억 7,700만 톤, 소비량 7억 7천만 톤, 재고율 39.1%로 전망되었다.
세계 옥수수 재고율은 2000년대 중반 10%대로 급감하였다가 최근 다시 원래의 수
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1년 3월 생산량 11억 3,600만 톤, 소비량
11억 4,500만 톤, 재고율 25.1%로 전망되었다.
세계 대두 재고율은 과거 20% 초반을 유지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1년 3월 전망에서는 생산량 3억 6,200만 톤, 소비량 3
억 7,100만 톤, 재고율 22.6%로 전망되었다.
<표 2> 품목별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

품목

쌀

밀

옥수수

대두

1995/96

2000/01

2005/06

2010/11

2015/16

생산량

369

399

418

452

477

498

504

소비량

366

394

413

444

468

496

502

재고율

32.2

37.3

18.5

22.9

30.5

35.9

35.4

생산량

537

537

583

619

650

736

777

소비량

544

544

584

616

653

708

770

재고율

28.7

35.3

24.9

30.7

34.8

40.5

39.1

생산량

517

591

700

849

1,015

1,117

1,136

소비량

532

609

707

868

1,002

1,128

1,145

재고율

25.1

28.8

17.5

13.3

31.2

26.9

25.1

생산량

125

176

221

265

315

339

362

소비량

132

171

216

253

316

357

371

재고율

14.1

20.0

25.7

28.9

24.8

26.9

22.6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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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2020/21
(3월 전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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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곡물 선물/현물(FOB) 가격 동향
곡물 선물가격의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점차 상승해오다가 2000년대 후
반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대 말에 이르러 곡물 모두 하락하는 추세
를 보였다.
2월 미국 평원지역의 한파로 2021/22시즌 겨울밀 작황 우려가 커지면서 밀 선물가
격은 상승하였고, 3월에는 미국 평원지역의 기상 여건 개선에 따른 긍정적 작황 기대
감으로 하락하였다.
2월 브라질의 제2기작 옥수수 파종 지연에 대한 우려로 옥수수 선물가격은 상승하
였고, 3월에는 미국 농무부의 월간 수급보고서가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차익실현 움
직임을 보이며 하락하였다.
2월과 3월에 남미의 기상 악화에 따른 수확 부진에 대한 우려로 대두 선물가격은
상승하였다<그림 2, 표 3>.
곡물 현물가격의 추이를 보면, 최근 밀, 옥수수, 대두 모두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4, 5, 표 4>. 최근 쌀 현물가격 태국 장립종 쌀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인 반
면,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6, 표 5>.
<그림 2>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선물가격 동향(2010.01~2021.03)
(단위: 달러/톤)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0/1

11/1

12/1

13/1

14/1

15/1

16/1

17/1

18/1

19/1

20/1

21/1

주: 1)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March and ERS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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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곡물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2020.03

2021.02

2021.03

증감률(%)

밀1)
옥수수2)

170
143

179
150

169
141

240
216

237
214

전년 대비
5.0
4.9

대두2)

354

324

320

508

520

-8.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40.4
-1.0
51.8
-0.9
62.3

2.4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1년 3월 가격은 22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1년 3월 가격은 22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USDA AMS March and ERS March

<그림 3> 밀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10.01-2021.03)

<그림 4> 옥수수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10.01-2021.03)

주: 1) 밀 선물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밀 현물은 US HRW Gulf
자료: USDA AMS March and ERS March, IGC
Market Data

주: 1) 옥수수 선물은 Chicago Yellow Corn 2등급
2) 옥수수 현물은 US 3YC Gulf
자료: USDA AMS March and ERS March, IGC
Market Data

<그림 5> 대두 월별 선물/현물 가격 동향
(2010.01-2021.03)

<그림 6> 쌀 월별 현물 가격 동향
(2010.01-2021.02)

주: 1) 대두 선물은 Chicago 1등급
2) 대두 현물은 US 2Y Gulf
자료: USDA AMS March and ERS March, IGC
Marke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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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태국 100% 장립종 B등급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자료: USDA Rice Outlook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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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밀, 옥수수, 대두 현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2020.03 2021.02 2021.03
1)

밀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228

234

236

270

284

2.2

20.3

5.4

169

174

177

220

243

2.8

37.1

10.2

378

338

361

486

543

-10.4

50.5

11.7

태국

418

399

439

514

522

-4.7

18.9

1.6

캘리포니아

868

866

825

835

835

-0.2

1.2

0.0

2)

옥수수
2)

대두
쌀3)

증감률(%)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21년 3월 가격은 19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21년 3월 가격은 19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IGC Market Data March 2021.

<표 5> 쌀 현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7/18 2018/19 2020.02 2021.01 2021.02
1)

밀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228

234

236

270

284

2.2

20.3

5.4

169

174

177

220

243

2.8

37.1

10.2

378

338

361

486

543

-10.4

50.5

11.7

태국

418

399

439

514

522

-4.7

18.9

1.6

캘리포니아

868

866

825

835

835

-0.2

1.2

0.0

2)

옥수수
2)

대두
쌀3)

증감률(%)

주: 쌀의 곡물연도는 8-7월이며 2021년 2월 가격은 10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USDA Rice Outlook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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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

2)

펀더멘털 상의 변동 요인으로 인해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옥수수와 대두
선물 가격은 2월 초중반의 연내 최고점을 재차 경신하지 못하고 있으나, 상당히 높은 가격
에서 거래되고 있다. 반면 밀 시장은 2월 후반 연내 최고점을 찍은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 옥수수 및 대두 소비량과 수출량 증가로 인해 기말 재고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
는 점과 남미 시장의 생산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라질에서의 기상 악화로 대두 수확 및 2기작 옥수수의 파종이 지연되고 있으나, 주요
분석기관들은 높은 생산량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
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춘절 이후 중국의 곡물 구매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곡물 시장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
으나, 최근 들어 옥수수를 중심으로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
병(ASF) 재발로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던 양돈산업은 다시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그로 인해 사료용 원료인 대두박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나 대두
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식용유 공급 감소
로 인해 캐나다 카놀라, 유럽 유채, 말레이시아 팜유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곡물들과 달리 밀 가격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러시아를 비롯해 인도, 캐
나다, 호주의 생산량이 늘어나 세계 밀 공급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곡물 수
출을 제한하고 있는 점은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러시아 정부는 머지않아 곡물
수출시장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켜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상기하면서 이하에서는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
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하는 수급 자료들을 통해 세계 쌀, 밀, 옥수수, 대두 수급
전망을 다룬다. 주요 국가의 품목별 수급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농무부가 3월 9일에 발표
한 ‘세계곡물수급전망(WASDE)’ 보고서와 각종 뉴스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agsco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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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물 전체1)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0/21
년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세 기관 모두 2019/20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USDA는 27억 2,600만 톤으로 2.0%, IGC는 27억 1,900만 톤으로
1.4%, FAO는 27억 6,100만 톤으로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초 재고량과 생
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35억
3,600만 톤으로 1.6%, IGC는 35억 1,100만 톤으로 0.9%, FAO는 35억 8,000만 톤으로
1.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27억 3,900만 톤으로
2.5%, IGC는 27억 2,400만 톤으로 1.3%, FAO는 27억 6,600만 톤으로 2.0% 증가할 것
으로 내다보았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4
억 7,400만 톤으로 7.0%, IGC는 4억 5,800만 톤으로 4.8%, FAO는 4억 6,400만 톤으로
5.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공급량 대비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7억 9,700만 톤으로 1.6%, IGC는 7억 8,700만 톤으로 0.5%, FAO
는 8억 1,100만 톤으로 1.0%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의 경
우, USDA는 29.1%, IGC는 28.9%, FAO는 29.3%이며 2019/20년 대비 각각 1.2%p,
0.5%p, 0.9%p 하락하였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2019/20 2020/21
(추정)
(3월 전망)
2,673
3,482
2,671
443
810
30.3

2,726
3,536
2,739
474
797
29.1

IGC
전년
대비
2.0
1.6
2.5
7.0
-1.6

2019/20 2020/21
(추정)
(2월 전망)
2,682
3,481
2,689
437
791
29.4

2,719
3,511
2,724
458
787
28.9

FAO-AMIS
전년
대비
1.4
0.9
1.3
4.8
-0.5

2019/20 2020/21 전년
(추정) (3월 전망) 대비
2,709
3,541
2,712
440
819
30.2

2,761
3,580
2,766
464
811
29.3

1.9
1.1
2.0
5.5
-1.0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1) 곡물 전체는 쌀, 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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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
2.1 세계 수급
기관별로 세계 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FAO 모두 2019/20년 대비 생
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USDA는 5억 400만 톤으로 1.2%, IGC도 5억 400
만 톤으로 1.4%, FAO는 5억 1,300만 톤으로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초 재
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
는 6억 8,300만 톤으로 1.3%, IGC는 6억 7,800만 톤으로 0.7%, FAO는 6억 9,500만 톤
으로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5억 500만 톤으로
1.8%, IGC는 5억 200만 톤으로 0.6%, FAO는 5억 1,400만 톤으로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4,600만
톤으로 7.0%, IGC는 4,600만 톤으로 4.5%, FAO는 4,800만 톤으로 6.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IGC는 1억 7,600만 톤으로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USDA는 1억 7800만 톤, FAO는 1억 8,20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게 전망하였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의 경우, IGC는 35.1%로 2019/20년 대비 0.2%p 올렸으나, USDA
는 35.2%로 2019/20년 대비 0.7%p, FAO는 35.4%로 2019/20년 대비 0.7%p 내렸다.
<표 2> 세계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2019/20 2020/21
(추정)
(3월 전망)

IGC
전년
대비

2019/20 2020/21
(추정)
(2월 전망)

전년
대비

2019/20 2020/21
(추정) (3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498

504

1.2

497

504

1.4

503

513

2.0

공급량

674

683

1.3

673

678

0.7

688

695

1.0

소비량

496

505

1.8

499

502

0.6

504

514

2.0

교역량

43

46

7.0

44

46

4.5

45

48

6.7

기말 재고량

178

178

0.0

174

176

1.1

182

182

0.0

기말 재고율

35.9

35.2

34.9

35.1

36.1

35.4

※ 기말 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IGC, FAO-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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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별 수급2)
2.2.1 수출 시장
인도의 올해 쌀 생산량은 역대 최고인 1억 2,10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
비 213만 톤, 2018/19년 대비 45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생산 면적은 4,400
만 ha로 전년 대비 34만 ha 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4.13톤으로 2019/20년
대비 0.05톤 늘겠다. 소비량은 1억 6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2만 톤, 2018/19넌
대비 734만 톤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쌀 수출량은 1,5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1만 톤, 2018/19년 대비 508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쌀 생산량 증가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인해
남미(페루,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동부(앙골라, 탄자니아), 동남아(베트남, 캄보디아)
국가들이 인도산 쌀에 대한 의존율을 높이고 있다.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과 수출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2,89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0만 톤,
2018/19넌 대비 60만 톤 감소하겠다.
태국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에 2,058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에는 1,8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1,030만 ha로 2019/20년 대비 41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 또한 ha 당
2.74톤으로 2019/20년 대비 0.03톤 늘겠다. 소비량은 1,2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60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6/17년 1,162
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610만 톤으로 2019/20년 대
비 39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4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와의 쌀 수출 경쟁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간 거래로 인도네시
아에 쌀을 수출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수요량 대비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42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만 톤, 2018/19년 대비 20만 톤 증가하겠다.
베트남의 쌀 생산량은 2014/15년에 2,817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2,71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739만 ha로 2019/20년 대비 1만 ha 증가하겠으
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5.87톤으로 2019/20년 대비 0.01톤 줄겠다. 소비량은

2) 국가별 쌀 생산량은 백미(milled rice) 기준이므로 도정 전의 쌀 생산량 즉 생산 면적과 단위당 수확량을 고
려한 수확량(rough production)과는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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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년 2,25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2,125만 톤으
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5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량도
2011/12년에는 772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640만 톤
으로 2019/20년 대비 23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8만 톤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1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3만 톤 증가하겠다.
파키스탄의 쌀 생산량은 76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40만 톤, 2018/19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300만 ha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80톤으로 2019/20년 대비 0.20톤 늘
겠다. 소비량은 2017/18년 340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에
는 330만 톤으로 회복되어 2019/20년 대비 2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량은
2018/19년 449만 톤까지 늘었으나, 2020/21년에는 410만 톤으로 줄어들겠다. 기말 재
고량은 12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30민 톤 증가하겠다.
미얀마의 쌀 생산량은 2018/19년 1,320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2019/20년 1,270만
톤으로 떨어졌으며, 2020/21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1,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생산 면적은 705만 ha로 2019/20년 대비 15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88톤으로 2019/20년과 같겠다. 소비량은 1,050만 톤으로 역대 최고인 2009/10
년의 1,089만 톤에 근접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5만 톤, 2018/19년 대비 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6/17년에 335만 톤까지 늘었으나, 2020/21년에
는 24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이 더 늘어나, 기말 재고량은 12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만 톤, 2018/19년 대비
17만 톤 증가하겠다.
<표 3> 수출 시장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인도

121.00 (▲2.13/▲4.52) 106.50 (▲0.52/▲7.34) 15.50 (▲3.01/▲5.08) 28.90 (▼1.00/▼0.60)

태국

18.60 (▲0.94/▼1.74) 12.40 (▲0.10/▲0.60)

베트남

6.10 (▲0.39/▼1.46)

4.28 (▲0.30/▲0.20)

27.10 (0.00/▼0.24)

21.25 (0.00/▲0.05)

6.40 (▲0.23/▼0.18)

1.13 (▼0.05/▲0.03)

파키스탄 7.60 (▲0.40/▲0.30)

3.30 (▲0.02/0.00)

4.10 (▲0.28/▼0.39)

1.23 (▲0.20/▲0.30)

2.40 (▲0.10/▼0.30)

1.24 (▲0.11/▲0.17)

미얀마 13.00 (▲0.30/▼0.20) 10.50 (▲0.15/▲0.25)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10 M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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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227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만 톤 감
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2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621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6만 톤, 2018/19년 대비 3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입량은 37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8만 톤, 2018/19년 대비 2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의 쌀 생산량은 47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1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325만 ha로
2019/20년 대비 25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31톤으로 0.02톤 증
가할 전망이다. 나이지리아의 쌀 소비량은 2019/20년 685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2020/21년에는 670만 톤으로 15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011/12년
320만 톤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20/21년에는 18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40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27개국과 영국 포함)의 쌀 생산량은 198만 톤에 머무르는 반면, 소비량은
41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수입량은 2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만 톤 감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
서는 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2008/09년 3,831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
나, 2020/21년에는 3,5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0만 톤, 2018/19년 대비 1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1,180만 ha로 2019/20년 대비 20만 ha 증가하겠
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4.74톤으로 2019/20년 대비 0.03톤 늘겠다. 소비량도
2013/14년 3,850만 톤까지 오른 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3,5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쌀에 대한 자급자족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공급 부족분을 메우기 위
해 쌀을 수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2020/21년 쌀 수입량은 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태국과 정부 간 거래를 통해 쌀 수입을 추진하
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리핀의 쌀 생산량은 2017/18년 1,224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에는 상당량 회복되었으며, 1,2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7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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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년 대비 4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470만 ha로 2019/20년
대비 6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4.12톤으로 2019/20년 대비 0.04톤
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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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에
서 360만 톤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2020/21년에는 220만 톤으로 14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수매 정책을 통해 쌀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2020/21년 쌀 생산량은 1억
4,8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7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쌀에 대해 최저수매가격을 올리는 것
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1억 4,900만 톤으
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 2019/20년 대비 377만 톤, 2018/19년 대비 60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017/18년 550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어 2020/21년에
는 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쌀 생산량은 19만 톤으로 미미한 가운데 소비량은 96만 톤으로 2019/20
년 대비 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9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만
톤, 2018/19년 대비 3만 톤 증가하겠다. 수입량은 2016/17년 87만 톤까지 오른 이후
줄어, 2020/21년에는 8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며, 2018/19년 대비해서는 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쌀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1,000만 톤을 넘었으나, 이후 계속해서 줄
어 2020/21년에는 762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1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1,000만
톤을 넘었던 소비량도 계속해서 줄어 2020/21년에는 827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
년 대비 8만 톤, 2018/19년 대비 1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쌀 수입 관
세화 이후 수입량은 70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69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의 쌀 생산량은 1980년대까지 600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계속해서 줄어
2017/18년부터 400만 톤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0/21년에는 351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3만 톤, 2018/19년 대비 3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00만 톤으
로 2019/20년 대비 10만 톤, 2018/19년 대비 57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율의
할당관세물량(TRQ)을 합해, 2020/21년 수입량은 45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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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입 시장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27 (▼0.07/▲0.26)

6.21 (▲0.06/▲0.31)

3.70 (▼0.28/▼0.23)

1.20 (▼0.24/▼0.07)

나이지리아

4.73 (▼0.31/▲0.19)

6.70 (▼0.15/▼0.10)

1.80 (▲0.40/▼0.10)

0.64 (▼0.17/▼0.58)

유럽연합

1.98 (▲0.01/▲0.01)

4.15 (▲0.10/▲0.35)

2.40 (▼0.04/▲0.25)

1.15 (▼0.09/▼0.04)

인도네시아 35.50 (▲0.80/▲1.30) 35.80 (▼0.20/▼0.50) 0.50 (▼0.05/▼0.10)

3.51 (▲0.20/▼0.55)

필리핀
중국

12.20 (▲0.27/▲0.47) 14.40 (▲0.10/▲0.30) 2.20 (▼0.25/▼1.40)

3.60 (0.00/▲0.08)

148.30 (▲1.57/▼0.19) 149.00 (▲3.77/▲6.08) 3.00 (▲0.40/▼0.20) 116.40 (▼0.10/▲1.40)

멕시코

0.19 (▲0.01/0.00)

0.96 (▲0.02/▲0.03)

0.80 (0.00/▲0.03)

0.20 (▲0.02/▲0.05)

일본

7.62 (▲0.01/▼0.04)

8.27 (▼0.08/▼0.13)

0.69 (▼0.02/▲0.06)

1.94 (▼0.04/▼0.11)

한국

3.51 (▼0.23/▼0.36)

4.00 (▼0.10/▼0.57)

0.45 (0.00/▲0.16)

1.04 (▼0.10/▼0.05)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10 MAR., 2021.

3. 밀
3.1 세계 수급
기관별로 세계 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FAO 모두 2019/20년 대비 생
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USDA는 7억 7,700만 톤으로 1.7%, IGC는 7억
7,300만 톤으로 1.4%, FAO는 7억 7,400만 톤으로 1.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
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19/20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USDA는 10억 7,700만 톤으로 2.9%, IGC는 10억 5,100만 톤으로
2.8%, FAO는 10억 5,100만 톤으로 1.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의 경우, USDA는 7억 7,600만 톤으로 3.9%, IGC는 7억 5,600만 톤으로 1.6%,
FAO는 7억 5,500만 톤으로 0.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교역량의 경우, USDA는
1억 9,800만 톤으로 3.1%, IGC는 1억 8,800만 톤으로 2.2%, FAO는 1억 8,700만 톤으
로 1.6% 늘어날 전망이다.
수요량 대비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는데, USDA는 3억 100만 톤으로 0.3%, IGC는 2억 9,500만 톤으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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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는 2억 9,200만 톤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말 재고율의 경우,
USDA 38.8%로 2019/20년 대비 1.4%p 하락하였으나, IGC 39.0%, FAO 38.7%로
2019/20년 대비 각각 1.6%p, 1.8%p 상승하였다.
<표 5>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2019/20
(추정)

2020/21
(3월 전망)

생산량

764

777

공급량

1,047

소비량

747

교역량

192

IGC
전년 2019/20
대비
(추정)

FAO-AMIS

2020/21
(2월 전망)

전년
대비

2019/20 2020/21 전년
(추정)
(3월 전망) 대비

1.4

761

774

1.7

762

773

1,077

2.9

1,022

1,051

2.8

1,033

1,051

1.7

776

3.9

744

756

1.6

751

755

0.5

198

3.1

184

188

2.2

184

187

1.6

0.3

278

295

6.1

277

292

5.4

37.4

39.0

36.9

38.7

기말 재고량

300

301

기말 재고율

40.2

38.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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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국가별 수급
3.2.1 수출 시장
유럽연합(27개국과 영국 포함)의 밀 생산량은 1억 3,5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871만 톤, 2018/19년 대비 7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2,461만 ha
로 2019/20년 대비 151만 ha 감소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5.52톤으로 2019/20년
대비 0.40톤 줄겠다.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등에서의 겨울밀 파종 면적이 예상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밀 소비량은 2017/18년에 1억 3,040만 톤까지 늘
었으나, 2020/21년에는 1억 1,850만 톤으로 1,190만 톤 줄었으며, 2019/20년 대비 400
만 톤, 2018/19년 대비 25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43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
해서는 36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수출세 부과로 인해 파키스탄, 튀
니지 등 주요 수입국들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밀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기말 재고량은
1,060만 톤으로 2019/20넌 대비 370만 톤, 2018/19년 대비 532만 톤 감소하겠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이 8,53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74만 톤, 2018/19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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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2,869만 ha로 2019/20년 대비 138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98톤으로 2019/20년 대비 0.28톤 늘겠다. 소비
량은 1990년대 초반 5,500만 톤을 넘어섰으나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줄어 2020/21년
에는 4,15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해서는 1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수출량은 2017/18년 4,145만 톤까지 오른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0/21년에는 3,9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51만 톤, 2018/19년 대비 314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내수 시장에서의 공급량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 정부는 수출
을 제한하고 있으나, 시장이 차츰 안정화되자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말 재고량은 1,25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35만 톤, 2018/19년 대비 480만
톤 증가하겠다.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1990년대 초에 3,000만 톤을 넘어선 바 있으나, 이후 생
산량은 줄어 2020/21년에는 2,55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367만 톤 감소
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4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680
만 ha로 2019/20년 대비 22만 ha 감소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75톤으로
2019/20년 대비 0.41톤 줄겠다.
소비량도 1990년 초에 2,800만 톤 가까이 올랐으나, 2020/21년에는 810만 톤에 그
치겠으며, 2019/20년 대비 60만 톤, 2018/19년 대비 7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9/20년 2,101만 톤까지 올랐으나, 2020/21년에는 1,750만 톤으로 35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이 제한되면서 기말 재고량은 112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만 톤, 2018/19
년 대비 47만 톤 감소하겠다.
역사적으로 낮은 파종 면적과 생산 면적으로 인해 미국의 밀 생산량은 4,969만 톤으
로 2019/20년 대비 289만 톤, 2018/19년 대비 16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1,487만 ha로 2019/20년 대비 26만 ha 감소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34톤
으로 2019/20년 대비 0.14톤 줄겠다. 소비량은 3,13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2만
톤, 2018/19년 대비 13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681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3만 톤, 2018/19년 대비 13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
량은 2,27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23만 톤, 2018/19년 대비 663만 톤 감소하겠다.
캐나다의 밀 생산량은 3,518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3/14년의 3,759만 톤
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9/20년 대비 251만 톤, 2018/19년 대비 283만 톤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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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1,002만 ha로 2019/20년 대비 36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3.51톤으로 2019/20년 대비 0.13톤 늘겠다. 소비량은 990만 톤으로
2016/17년 1,067만 톤 수준으로 오르면서 2019/20년 대비 64만 톤, 2018/19년 대비 75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7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237만 톤, 2018/19년 대비 26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대중국 수출 비중을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기말 재고량은 433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7만 톤, 2018/19년 대
비 171만 톤 감소하겠다.
2016/17년 3,182만 톤을 기록한 이후 지난 수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 저조한 생산
실적을 기록하였던 호주의 밀 생산량은 2020/21년 3,3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해 2019/20년 대비 1,780만 톤, 2018/19년 대비 1,5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은 1,300만 ha로 2019/20년 대비 280만 ha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54톤으로 2019/20년 대비 1.05톤 늘겠다. 소비량은 2018/19년 920만 톤까지 증가한
이후 2020/21년에는 850만 톤으로 70만 톤 줄겠다. 수출량은 2011/12년 2,466만 톤까
지 오른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20/21년 2,2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286만 톤,
2018/19년 대비 1,29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5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70만 톤, 2018/19년 대비 116만 톤 증가하겠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은 1,7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58만 톤, 2018/19년 대비 2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
분쟁으로 아르헨티나로부터의 보리 수입을 늘리고 있어, 아르헨티나 농가는 밀 대신
보리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밀 생산 면적은 630만 ha로 2019/20
년 대비 43만 ha 감소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73톤으로 2019/20년 대비 0.21톤
줄겠다. 소비량은 60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출량은 1,1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0만 톤, 2018/19년 대비 69만 톤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13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4만 톤, 2018/19년 대비
36만 톤 감소하겠다.
인도의 밀 생산량은 1억 786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426만 톤, 2018/19년 대비 79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호한 기상 여건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매가 인상 등이 농가의 밀 생산량을 늘렸다. 생산 면적은 3,136만 ha
로 2019/20년 대비 204만 ha 늘어남에 반해,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44톤으로
2019/20년 대비 0.09톤 줄겠다. 소비량도 역대 최고인 1억 309만 톤에 이르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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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년 대비 769만 톤, 2018/19년 대비 74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
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출 여력이 생긴 인도는 2020/21년 200만 톤의 밀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7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80만 톤, 2018/19년
대비 1,051만 톤 증가하겠다.
<표 6> 수출 시장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유럽연합 135.80 (▼18.71/▼0.78) 118.50 (▼4.00/▼2.55) 27.00 (▼11.43/▲3.69)
러시아

85.35 (▲11.74/▲13.66) 41.50 (▲1.50/▲1.00)

기말 재고량
10.60 (▼3.70/▼5.32)

39.00 (▲4.51/▲3.14)

12.58 (▲5.35/▲4.80)

8.10 (▼0.60/▼0.70)

17.50 (▼3.51/▲1.48)

1.12 (▼0.03/▼0.47)

49.69 (▼2.89/▼1.62)

31.38 (▲0.82/▲1.39)

26.81 (▲0.53/▲1.31)

22.76 (▼5.23/▼6.63)

캐나다

35.18 (▲2.51/▲2.83)

9.90 (▲0.64/▲0.75)

27.00 (▲2.37/▲2.62)

4.33 (▼1.17/▼1.71)

호주

33.00 (▲17.80/▲15.40)

8.50 (0.00/▼0.70)

22.00 (▲12.86/▲12.99)

5.60 (▲2.70/▲1.16)

6.05 (▼0.25/0.00)

11.50 (▼2.00/▼0.69)

1.38 (▼0.34/▼0.36)

2.00 (▲1.49/▲1.50)

27.50 (▲2.80/▲10.51)

우크라이나 25.50 (▼3.67/▲0.44)
미국

아르헨티나 17.20 (▼2.58/▼2.30)
인도

107.86 (▲4.26/▲7.99) 103.09 (▲7.69/▲7.46)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10 MAR., 2021.

3.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2,22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만 톤,
2018/19년 대비 4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3,94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97만 톤, 2018/19년 대비 17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830만 톤
으로 2019/20년 대비 59만 톤, 2018/19년 대비 10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프리카의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1,664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76만
톤, 2018/19년 대비 43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69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0만 톤, 2018/19년 대비 8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9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66만 톤, 2018/19년 대비 24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동남아시아의 밀 수급과 관련해, 소비량은 2,50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57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0만 톤, 2018/19년 대비 9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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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밀 수급과 관련해, 생산량은 1억 3,425만 톤으로 역대 최고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66만 톤, 2018/19년 대비 28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 정부 차원에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최저 수매가격을 높이고
있다. 생산 면적은 2,338만 ha로 2019/20년 대비 35만 ha 감소함에 반해 단위당 수확
량은 ha 당 5.74톤으로 2019/20년 대비 0.11톤 늘겠다. 소비량은 1억 4,5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900만 톤, 2018/19년 대비 2,0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
수 가격 급등으로 사료 제조업체들은 밀의 사용량을 늘리자 밀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
다. 밀 수입량은 1,0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12만 톤, 2018/19년 대비 7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수입 시장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2.28 (▲0.09/▲4.40)

39.44 (▲0.97/▲1.74)

18.30 (▲0.59/▲1.07)

13.16 (▲0.46/▲1.10)

북아프리카

16.64 (▼1.76/▼4.36)

46.95 (▲0.70/▲0.85)

29.40 (▲1.66/▲2.44)

12.45 (▼1.91/▼3.08)

동남아시아

0.00 (0.00/0.00)

25.09 (▲0.04/▼0.20)

25.75 (▼0.70/▼0.97)

5.69 (▼0.45/▼0.18)

중국

134.25 (▲0.66/▲2.82) 145.00 (▲19.00/▲20.00) 10.50 (▲5.12/▲7.35)

150.43 (▼1.25/▲10.66)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10 MAR., 2021.

4. 옥수수
4.1 세계 수급
기관별로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FAO 모두 2019/20년 대
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USDA는 11억 3,600만 톤으로 1.7%, IGC는
11억 3,400만 톤으로 0.8%, FAO는 11억 5,300만 톤으로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
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USDA는 14억 3,9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0.1% 증가하겠으나, IGC는 14억 3,100만 톤으로 1.4%, FAO는 14억
5,400만 톤으로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은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1억 5,200만 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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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GC는 11억 6,300만 톤으로 0.8%, FAO는 11억 8,000만 톤으로 1.9% 증가할 것
으로 내다보았다. 교역량 역시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1
억 8,700만 톤으로 8.7%, IGC는 1억 8,400만 톤으로 5.7%, FAO는 1억 8,700만 톤으로
7.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공급량 대비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이 2019/20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2억 8,800만 톤으로 5.0%, IGC는 2억 6,800만 톤으로 9.8%, FAO
는 2억 7,600만 톤으로 8.6%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말 재고율 역시 세 기관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여, USDA는 25.0%, IGC는 23.0%, FAO는 23.4%로 2019/20
년 대비 각각 1.7%p, 2.7%p, 2.7%p 줄었다.
<표 8>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IGC

2019/20 2020/21 전년 2019/20
(추정)
(3월 전망) 대비 (추정)

2020/21
(2월 전망)

FAO-AMIS
전년 2019/20 2020/21
대비
(추정)
(3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1,117

1,136

1.7

1,125

1,134

0.8

1,138

1,153

1.3

공급량

1,438

1,439

0.1

1,451

1,431

-1.4

1,462

1,454

-0.5

소비량

1,135

1,152

1.5

1,154

1,163

0.8

1,158

1,180

1.9

교역량

172

187

8.7

174

184

5.7

174

187

7.5

기말 재고량

303

288

-5.0

297

268

-9.8

302

276

-8.6

기말 재고율

26.7

25.0

25.7

23.0

26.1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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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429만 톤 증가하겠
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40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3,337만
ha로 2019/20년 대비 45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10.80톤으로
2019/20년 대비 0.29톤 늘겠다. 소비량은 3억 54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6만 톤,
2018/19년 대비 5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6,604만 톤으로 역대 최
고의 기록을 세우겠으며, 2019/20년 대비 2,087만 톤, 2018/19년 대비 1,356만 톤 증가

2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공급
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및 수출량이 더 크게 증가하여, 기말 재고량은 3,81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61만 톤, 2018/19년 대비 1,826만 톤 감소하겠다.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은 1억 9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700만 톤, 2018/19년 대비 8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의 대두 수
확 지연으로 2기작 옥수수의 파종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생
산 전망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생산 면적이 1,970만 ha로 2019/20년 대비 120
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5.59톤으로 2019/20년 대비 0.02톤 늘겠
다. 소비량도 역대 최고인 7,0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3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8/19년 3,968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9/20년에는 3,550만 톤까지 줄어들겠으나, 2020/21년에는 3,9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62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하겠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4,750만 톤으로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3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즌 아르헨티나는 극심한 가뭄을 겪어 생산 여건
이 좋지 못해 옥수수 생산량은 상당히 저조해질 전망이다. 생산 면적이 610만 ha로
2019/20년 대비 20만 ha 감소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7.79톤으로 2019/20년
대비 0.31톤 줄겠다. 소비량은 1,50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1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8/19
년 3,724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2020/21년에는 공급량 감소로 3,400만 톤에 그칠 것으
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18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49만 톤, 2018/19년 대비
19만 톤 감소하겠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2,95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9/20년 대비
639만 톤 감소하겠으며, 2018/19년 대비해서도 631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540만 ha로 2019/20년 대비 41만 ha 감소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5.46
톤으로 2019/20년 대비 1.73톤 줄겠다. 소비량은 2013/14년에 1,060만 톤까지 늘어난 이
후 줄어들고 있으며, 2020/21년에는 61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만 톤, 2018/19년
대비 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이 줄어 수출량은 2,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93만 톤, 2018/19년 대비 63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
량은 89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9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과는 같겠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6/17년 1,755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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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2020/21년에는 상당 부분 회복되어 1,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6만
톤, 2018/19년 대비 51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 여건 호조와 높은 국제
시세로 농가의 생산 의욕이 고취되어 생산 면적이 310만 ha로 2019/20년 대비 19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5.48톤으로 2019/20년 대비 0.03톤 늘겠다.
소비량은 1,2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26만 톤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그 해 생산 정도에 따라 증감 폭이 크며, 2020/21년에는 생
산량 증가로 인해 수출량이 3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70만 톤, 2018/19년 대비
175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기말 재고량은 27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0만 톤,
2018/19년 대비 174만 톤 증가하겠다.
<표 9> 수출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미국
브라질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360.25 (▲14.29/▼4.01) 305.45 (▼4.06/▼5.00) 66.04 (▲20.87/▲13.56) 38.15 (▼10.61/▼18.26)
109.00 (▲7.00/▲8.00) 70.00 (▲1.50/▲3.00)

39.00 (▲3.50/▼0.68)

6.29 (▲1.50/▲1.00)

아르헨티나 47.50 (▼3.50/▼3.50)

15.00 (▲1.50/▲1.20)

34.00 (▼2.20/▼3.24)

2.18 (▼1.49/▼0.19)

우크라이나 29.50 (▼6.39/▼6.31)

6.10 (▼0.30/▼0.10)

24.00 (▼4.93/▼6.32)

0.89 (▼0.59/0.00)

12.80 (▲0.20/▲0.26)

3.20 (▲0.70/▲1.75)

2.76 (▲1.00/▲1.74)

남아공

17.00 (▲1.16/▲5.18)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10 MAR., 2021.

4.2.2 수입 시장
유럽연합(27개국과 영국 포함)의 옥수수

생산량은 6,370만 톤에 이르겠으며,

2019/20년 대비 302만 톤, 2018/19년 대비 68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 면적이 900
만 ha로 2019/20년 대비 11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7.08톤으로
2019/20년 대비 0.43톤 줄겠다. 소비량은 7,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400만 톤,
2018/19년 대비 1,0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5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11만 톤, 2018/19년 대비 97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은 2,78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4만 톤, 2018/19년 대
비 1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725만 ha로 2019/20 대비 63만 ha
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84톤으로 2019/20년 대비 0.19톤 줄겠다.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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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38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2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6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만 톤,
2018/19년 대비 1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정부의 국내 생산 촉진으로
수입량이 다소 줄어들겠으나, 농업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는 쉽
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의 옥수수 소비량은 1,56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만 톤, 2018/19년 대비
3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5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9만 톤,
2018/19년 대비 4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의 옥수수 생산량은 640만 톤으로 역대 최고인 2018/19년 680만 톤에 미치
지 못하겠으며, 2019/20년과 같겠다. 소비량은 1,690만 톤으로 2019/20년과 같겠으며,
2018/19년 대비해서는 7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03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3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9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옥수수 소비량은 1,1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6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1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9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6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의 옥수수 생산량은 3,0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05만 톤, 2018/19
년 대비 2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은 4,79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30만 톤, 2018/19년 대비 26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870만 톤으
로 2019/20년 대비 134만 톤, 2018/19년 대비 20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억 6,067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만 톤 감소하겠으
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3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4,126만 ha
로 2019/20 대비 2만 ha 줄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6.32톤으로 2019/20년과 같
겠다. 소비량은 2억 8,9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00만 톤, 2018/19년 대비 1,500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4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640만 톤,
2018/19년 대비 1,95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옥수수를 대량으로 수입해오고 있으나, 이번 시즌에는 우크라이나의 공급 제한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옥수수 수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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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수입 시장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63.70 (▼3.02/▼0.68)

77.00 (▼4.00/▼10.50)

15.50 (▼3.11/▼9.75)

7.18 (0.00/▼0.48)

멕시코

27.80 (▲1.14/▲0.13)

43.85 (▲0.05/▼0.25)

16.50 (▼0.03/▼0.16)

3.07 (▼0.45/▼2.09)

일본

0.00 (0.00/0.00)

15.65 (▼0.30/▼0.35)

15.60 (▼0.29/▼0.45)

1.34 (▼0.05/▼0.11)

이집트

6.40 (0.00/▼0.40)

16.90 (0.00/▲0.70)

10.30 (▼0.13/▲0.93)

1.52 (▼0.21/▼0.29)

한국

0.08 (0.00/0.00)

11.60 (▼0.20/▲0.65)

11.50 (▼0.39/▲0.64)

1.98 (▼0.02/▲0.14)

동남아시아

30.40 (▲1.05/▲0.26)

47.95 (▲2.30/▲2.65)

18.70 (▲1.34/▲2.04)

4.10 (▲0.29/▲0.73)

중국

260.67 (▼0.11/▲3.50) 289.00 (▲11.00/▲15.00) 24.00 (▲16.40/▲19.52) 196.18 (▼4.35/▼13.98)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10 MAR., 2021.

5. 대두
5.1 세계 수급
기관별로 세계 대두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SDA, IGC, FAO 모두 2019/20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USDA는 3억 6,200만 톤으로 6.8%, IGC는 3억
6,000만 톤으로 6.5%, FAO는 3억 6,400만 톤으로 7.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
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4억 5,800만 톤으로 1.1%, IGC는 4억 1,100만 톤으로 2.2%, FAO는 4억 1,800
만 톤으로 4.2%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량도 2019/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3억 7,100만 톤으로
3.9%, IGC는 3억 6,600만 톤으로 4.0%, FAO는 3억 7,500만 톤으로 4.2% 증가할 것으
로 내다보았다. 교역량의 경우 USDA는 1억 7,000만 톤으로 3.0% 증가함에 반해, IGC
는 1억 7,000만 톤으로 변동 없었다. FAO는 1억 7,000만 톤으로 0.6%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공급량 대비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2019/20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USDA는 8,400만 톤으로 12.5%, IGC는 4,500만 톤으로 11.8%, FAO는
4,300만 톤으로 21.8% 감소할 전망이다. 기말 재고율 역시 세 기관 모두 하락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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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망하여, USDA 22.6%, IGC 12.3%, FAO 11.5%로 2019/20년 대비 각각 4.3%p,
2.2%p, 3.8%p 줄었다.
<표 1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USDA
구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기말 재고량
기말 재고율

2019/20 2020/21
(추정) (3월 전망)
339
453
357
165
96
26.9

362
458
371
170
84
22.6

IGC
전년
대비
6.8
1.1
3.9
3.0
-12.5

2019/20 2020/21
(추정) (2월 전망)
338
402
352
170
51
14.5

360
411
366
170
45
12.3

FAO-AMIS
전년
대비
6.5
2.2
4.0
0.0
-11.8

2019/20 2020/21
(추정) (3월 전망)
338
401
360
169
55
15.3

364
418
375
170
43
11.5

전년
대비
7.7
4.2
4.2
0.6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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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국가별 수급
5.2.1 수출 시장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2018/19년 1억 2,052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9/20년에는
9,667만 톤까지 떨어졌으나, 2020/21년에는 1억 1,25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3,331만 ha로 2019/20 대비 298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38톤으로 2019/20년 대비 0.19톤 늘겠다. 착유용 소비량이 크게 늘어 전체 소비
량은 6,329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며, 2019/20년 대비 152만 톤, 2018/19년
대비 28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2016/17년 5,896만 톤을 기록한 이
후 2019/20년에는 4,578만 톤까지 떨어졌으나, 2020/21년에는 늘어나 6,124만 톤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32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103만 톤,
2018/19년 대비 2,149만 톤 감소하겠다. 중국의 수요 확대로 인해 미국의 수출량이 증
가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0/21년에는 1억 3,400만 톤까
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두 산지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수확이 지연되
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생산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산 면적이
3,860만 ha로 2019/20 대비 170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3.47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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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9/20년 대비 0.01톤 줄겠다. 소비량은 4,915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으
며, 2019/20년 대비 50만 톤, 2018/19년 대비 39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량은 2019/20년 역대 최고인 9,213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20/21년에는 8,500만 톤으
로 713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1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5만 톤 증가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147만 톤 감소하겠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2014/15년 6,145만 톤까지 늘어난 이후 계속해서 줄어
들고 있다. 2020/21년에는 4,7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30만 톤, 2018/19년 대비
78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산지 극심한 가뭄으로 현지 분석기관들은 생
산량 전망치를 대폭 줄이고 있다. 생산 면적이 1,670만 ha로 2019/20년과 같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84톤으로 2019/20년 대비 0.08톤 줄겠다. 소비량은 4,74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53만 톤 증가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량은 2020/21년 70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300만 톤, 2018/19년 대비 2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
이 급감함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2,45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20만 톤, 2018/19년
대비 439만 톤 감소하겠다.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은 2017/18년 1,105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상
당량 감소하였으나, 2020/21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1,02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
면적이 365만 ha로 2019/20년 대비 11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은 ha 당
2.80톤으로 2019/20년과 같겠다. 소비량은 39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증가
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은 650만 톤
으로 2019/20년 대비 12만 톤 감소하겠으나, 2018/19년 대비해서는 16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46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19만 톤, 2018/19년 대
비 60만 톤 감소하겠다.
<표 12> 수출 시장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미국

112.55 (▲15.88/▼7.97) 63.29 (▲1.52/▲2.89) 61.24 (▲15.46/▲13.56) 3.25 (▼11.03/▼21.49)

브라질

134.00 (▲5.50/▲14.30) 49.15 (▲0.50/▲3.97) 85.00 (▼7.13/▲10.11) 21.00 (▲0.25/▼11.47)

아르헨티나 47.50 (▼1.30/▼7.80)
파라과이

10.20 (▲0.30/▲1.68)

47.40 (▲1.53/▼0.05)

7.00 (▼3.00/▼2.10)

24.50 (▼2.20/▼4.39)

3.90 (▲0.20/▼0.12)

6.50 (▼0.12/▲1.60)

0.46 (▼0.19/▼0.60)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10 M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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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수입 시장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1,960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며, 2019/20년 대
비 150만 톤, 2018/19년 대비 36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987만
ha로 2019/20년 대비 57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1.99톤으로
2019/20년 대비 0.04톤 늘겠다. 착유용 소비량 증가로 전체 소비량은 역대 최고인 1억
1,670만 톤까지 늘겠으며, 2019/20년 대비 750만 톤, 2018/19년 대비 1,470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억 톤으로 2019/20년 대비 147만 톤, 2018/19년 대비
1,74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량은 2,96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80만 톤, 2018/19년 대비 1,014만 톤 증가하겠다.
유럽연합(27개국과 영국 포함)의 대두 생산량은 27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8만
톤, 2018/19년 대비 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면적이 93만 ha로 2019/20
년 대비 1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2.92톤으로 2019/20년 대비
0.07톤 늘겠다. 소비량이 1,851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0만 톤, 2018/19년 대비 125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1,515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51만 톤 감
소함에 반해 2018/19년 대비해서는 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대두 생산량은 26만 톤으로 미미한 가운데 소비량은 647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2만 톤, 2018/19년 대비 2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비량 증가로 인해 수입량도 620만 톤으로 2019/20년 대비
20만 톤, 2018/19년 대비 3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수입 시장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중국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19.60 (▲1.50/▲3.63) 116.70 (▲7.50/▲14.70) 100.00 (▲1.47/▲17.46) 29.60 (▲2.80/▲10.14)

유럽연합

2.70 (▲0.08/▲0.03)

18.51 (▲0.50/▲1.25)

15.15 (▼0.51/▲0.16)

0.83 (▼0.86/▼0.78)

멕시코

0.26 (▲0.02/▼0.08)

6.47 (▲0.22/▲0.27)

6.20 (▲0.20/▲0.33)

0.14 (▼0.02/▼0.04)

※ 괄호 안은 2019/20년 및 2018/19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10 M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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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GFM(Global Financial Markets) 투자연구소장)*

3)

미국의 국채수익률 급등세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나 대규모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
장을 감안하더라도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산가격이 그 동안 너무 급하게 그
것도 많이 올랐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부담이자, 최근 약세장의 솔직한 배경일 듯합니
다. 연초에 일찌감치 찍었던 코스피 사상최고치 3,266p를 올라서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 잡았던 달러약세 전망도 급격히 약해지는 양상입니
다. 변동성 장세는 앞으로도 한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벨트 확인 요망!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금리가 올라도 금리는 안 올린다.”(!)(?)
2020년의 대부분을 0.6% 중심의 좁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새해 접어들자마자 1%를 올라선 이후로는 상승세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미래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합산한 것이 주가라는 이론적 밸류에이션 기법에 따르
자면, 분모인 할인율에 해당하는 시장금리의 상승은 주가에 하락 요인이다.
전통적인 금리격차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상승은 달러에 강세 요인이다. 금융
시장의 주요 동인(動因)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적어도 2021년 상반기 동안에는 증
시나 외환시장 할 것 없이 미국의 중장기 국채수익률 등락에 민감하게, 그리고 즉각
적으로 반응하는 행태를 보일 듯하다([자료 1] 참조).
최근 들어 변종 바이러스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는 있지만 세계 경제가 팬데믹으
로 인한 봉쇄에서 벗어나는 금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에 이견은 없고, 기
대치를 넘어 실제적인 인플레이션의 상승도 불가피해 보이는 시절에 접어들고 있다.

* jopok52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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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최근 들어 시장금리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시 및 외환시장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3/23 현재), 이하 같음

여느 때보다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美 연준의 3월 FOMC(3/16~17)에서 확인된 연준
의 경제전망도 3개월 전의 12월 FOMC 때에 비해 크게 상향되었다([자료 2]참조). 조
지아州 상원의원 2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이른바 ‘블루 웨이브(Blue wave)’가 현실
화되자 쉽지 않아 보이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의회에서 삭감 없이 통과
된 것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할 만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백신
접종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이 3개월 만에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6.5%로 끌어올리고, 실업률 전망치는 5.0%에서 4.5%로 낮출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점 도표’에서의 중간값은 2023년 말까지 제로금리의 유지로 변화가 없었지만, 내년
과 후내년으로 가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는 FOMC 위원들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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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면서 평균값은 석 달 전에 비해 올랐다. “(시장)금리가 올라도 (정책)금리는 안
올리겠다”는 연준의 고집(?)은 이번 3월 FOMC에서도 재차 확인된 셈이다.
[자료 2] 연준(Fed)의 경제전망 및 점도표 변화

인용: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자료 3] 제롬 파월(연준 의장)의 ‘일방적’ 주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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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내지 철학(?: 필자는 그들에게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 사족처럼 퀘스천 마크를 붙인다)을 정리하였다. 시장 얘기 하면서 허구한 날 연
준 타령이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시장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야기하는 가장 큰 세
력을 꼽으라면 단연 연준이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팬데믹 공포에 무너질 듯 하던 작
년 3월의 자산시장들이 기사회생에 나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모멘텀도 “(국채와 모기
지 채권을 넘어서서) 회사채도 우리가 직접 사 주마!”라고 나섰던 연준의 선언이었다.
위 [자료 3]의 내용 중 팩트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은 과거
의 선제적(pre-emptive) 대응이 아니라 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고 인플레이션도 목표치
에 도달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나(behind the curve) 양적 완화도 거둬들이고 기준금리
도 제로를 탈피해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실업률 하락이 높
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절이라든지(☞ 필립스 곡선의 폐기),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든지. 저금리와 금융 불안정(☞ 버블) 사이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등의 발언은 그 누구도 지금 당장 확인이 불가능한 파월 의장
의 ‘일방적 주장’이자 조금만 힘들어도 연준만 쳐다보는 ‘철 없는 시장’에 대한 연준
차원의 ‘립 서비스’라 보아야 한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 시점에 열린 FOMC를 앞두
고, 시장에서는 국채수익률 상승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peration twist: 단기채를 매입하여 장기채를 매입하는 방식)’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올지
도 모른다는 둥 양적완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둥의 전망을 빙자한 희망사항이 회자되기
도 했는데, 이 정도면 시장도 폭식증(暴食症)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준은 기회 있을 때마다 ‘테이퍼링(tapering: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나 금리인상에 돌입하기 한참 전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시장과 소통할 것임을 강조하는데, 시장이란 앞으로 반 년 후에 금리인상에 나
설지도 모른다고 해서 반 년 동안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숨에 그 반
년 후 시장이 가 있어야 할 레벨에 도달해 버리는 곳이라는 점이다.
연준이 알고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경제성장률 6.5%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인플레이션 2.4%를 전망하면서 기준금리는
0.125%(☞ 타겟 레인지 0~ 0.25%의 중간값)를 제시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
우고 있는 중이다. 저 정도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면 옛날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금리
가 8.9%가 되어도 이상할 게 없다.

34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 美 국채수익률 상승의 배경과 파장, 그리고 향후 전망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는 오르는 것이 정상이다. 투자도 늘고 그 만큼 돈에 대한 수
요가 늘기 때문이다(☞ 주가나 집값 등이 올라서 그렇지 실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지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그 돈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국채의
공급이 늘면 국채가격은 떨어지기(국채수익률은 오르기) 마련이다. 돈은 엄청나게 풀
려날 것이고 그 만큼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가중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중앙
은행들의 대응책은 (전통적으로) 금리인상이다.
[자료 4] 3월초 본격적 이슈가 된 ‘SLR’ 완화 연장 여부

[자료 5] 채권 거래자들의 ‘국채 매도’ 베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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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5]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인 국채수익률 상승 배경 이외에도 최근 시장에서
는 정책 변화와 그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참여자들의 포지셔닝도 크게 작용
했을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 3월 초에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리더 격인 엘리자베
스 워렌 상원의원과 연준의 실질적인 보스라 할 만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쉐럿
브라운 의원이 “SLR 완화 조치의 연장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잖은 위협(?)을 가
할 때 이미 시장은 연준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알고 국채 매
도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 5]에서 블룸버그는 금융환경이 여전히 부양
적임에도 국채 ‘빅 숏’에 나서는 투기적 국채 매도세를 도박 내지 노름이라는 의미의
‘wager'로 묘사하고 있다).
[자료 6]의 국채수익률 일간차트에서 3월 이후의 가팔라진 상승세에서는 펀더멘털
의 변화 이상으로 투기적 국채 매도세가 강하게 이뤄졌음을 짐작할 만하다. 그리고
3월 넷째 주에 접어들면서 다소 꺾이는 그래프에서 차익실현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국채수익률의 상승세는 끝난 것일까?
[자료 6] 美 (10년물) 국채수익률 일간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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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 美 (10년물) 국채수익률 월간차트

[자료 8] 끝없이 이어지는 부양책과 그에 따른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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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8]을 보자면, 美 국채수익률의 급등세가 1차 고비에 이른 것은 맞지만, 그
렇다고 해서 추가 상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전망이 가능해진다. ‘인플레이션 파이
터’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을 역임하던 1980년대 초반 이래 40년 정도 하락하기만 하던
국채수익률이(즉, 금리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하다못해 우하향 검은색 실선
에 월봉이 머리는 맞대어 보아야 할 것 같다. 즉 조만간 10년물 국채수익률이 2%대에
발을 담그는 상황을 겪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법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려 3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 부양책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금리가 빠질 겨를이 없다”는 탄식이 나올 판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바 있는 영원한 민주당원 래리 서머스조차 “한
세대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서운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에 이어 지
금 펼쳐지는 재정정책은 지난 40년 중 가장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물
론 그에 못지않은 석학이라고 인정받는 민주당원 폴 크루그먼 교수나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일단 통 크게 쓰고 보자(Act big)!"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 9]
는 미국이 감기 걸리면 신흥국들은 앓아누워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자료 9] 신흥국들에 가중되는 금리인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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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기는 자 vs 말리는 자
10년에 한 번 설까말까 한 장세가 1년 가까이 펼쳐진 뒤이다 보니 지금 금융시장에
서 입 가진 자들은 다 자기 나름의 전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설파 중이다.
엄청난 인플레가 올 것이라는 사람과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에 그럴 일은 없다는 사
람, 앞으로도 돈은 계속 풀려 나올 것이고 경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 주식이고 코
인이고 그 가격들이 더 오를 일만 남았다는 사람과 터져 봐야 아는 것이 버블이긴 하
지만 이미 버블 붕괴의 초입에 접어들었다는 사람 등등......
[자료 10]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이미 조정을 마무리 한 것인지, 하락장에서의 ‘데드
캣 바운스(dead cat bounce)' 이후 주식분할 무렵의 주가까지 더 떨어질 것인지는 아
무도 모른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거나 알 수가 있다면 시장은 형성되지 않는다. 팔
겠다는 세력이 없거나 사겠다는 세력이 사라질 것이기에...... 그러나 요즘 월가에서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캐시 우드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다.
[자료 10] ‘테슬라’ 주가 주간차트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3/2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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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1] 재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의 재닛 옐런 발언(1/19)

[자료 12] 인도 정부의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 & 제롬 파월의 견해

40

부 록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자료 11] 참조).
아마도 테슬라 주식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가까이 보유 중인 자신의 운용 ETF에
비트코인도 많이 담아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료 12]는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겠다고 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짐작케 한다. 그리고 제롬 파월도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기성 체제
의 붕괴가 아직 달갑지 않고 준비도 안 된 세력들은(더구나 실질적인 권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부추기는 자들의 반대편에 서서 말리고 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는 각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고, 광고를 통해 이미 숙
지하고 있듯이 그 결과에 대한 과실도 자신의 몫이요 손해나 책임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은 돈나무 언니라 불리는 캐시 우드(Cathie Wood)
의 캐시는 현금(cash)이 아니라 캐서린의 애칭 캐시라는 점이다. 옛날 오스트리아 출
신의 프란체스카 여사를 ‘호주(오스트레일리아)댁’이라 불렀던 것은 무식의 소치였다
면, 지금은 알면서도 그래보는 일종의 해학이겠지만......

▮ 짧은 추세, 긴 조정 ...... 지금은 확인이 필요한 시점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는 3월 24일 새벽에 확인되는 뉴욕시장 흐름은 최근 그토록
증시를 괴룝혔던 미국 국채수익률이 10년물의 경우 5bp 이상 추가 하락세를 보임에
도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WTI 유가는 장 중 한 때 6.8%에 달하는 급락세를 연
출하기도 한다. 그저 시장 금리가 들썩여서 주가가 빠진다고만 하기에는 복잡미묘한
시장 흐름이다.
[자료 13]은 최근 다시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봉쇄(lockdown) 조치를 발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3차 유행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를 잡지 못
하면 그 간의 모든 전망이 무색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다들 집에서 지원금이나 추가
실업수당으로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나 코인 시장에 뛰어들면 작년처럼 잡는 대로 돈
이 될 지도 의문이다.
[자료 14]는 미국의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코스피 할 것 없이 고점에서 제법 밀려난
레벨에서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들이 촘촘히 수렴한 상태에서 다음 방향이 상당
히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홍콩 항셍지수는 이평선들의 수렴이후 골든 크로스가
아닌 데드 크로스로 치달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추세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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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이어지는 조정은 상대적으로 길고 지루하다.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라
확인 후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 본다.
[자료 13] 유럽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 추이

[자료 14] 주요 주가지수 추이: 5, 20, 60일선 수렴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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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 동향 및 전망
▮ 시장참여자들이 달러약세 전망을 접는 분위기
시장이 전망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가 부대끼는 현실이다.
그러나 시장의 컨센서스라 할 정도로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전망이 넓게 공감대를
이룬다면, 그것은 실제 거래로 이어져 가격을 전망대로 이끌게 된다.
아래 [자료 15]는 최근 들어 헤지펀드들이 달러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에서 순매수
로 전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작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았
던 광범위한 달러약세 전망이 퇴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시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부양책 등
에 힘입어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여타 국가와 지역보다 나을 것으로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그 간의 달러약세 전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팔아도 팔아도 안 밀리면 되사고, 사고 또 사 보아도 안 오르면 매도로 돌
아서야 하는 곳이 시장이다. 우길수록 손실만 커지는 법이다.
[자료 15] 헤지펀드들의 달러 순매수 추이

차트 인용: 글로벌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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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6] 중국 위안, 터키 리라, 한국 원화의 환율 일간 추이

[자료 16]에서 보듯이, 중국 위안화 환율도 바닥을 다진 뒤 상승세로 전환 중이다.
자신이 임명한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고 4개월 만에 경질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나마 최근 안정세를 찾는가 싶던 리라화의 환율을 순식간에 엉망으
로 만들었다. 우리 원화도 1,080원에서 두 번에 걸쳐 바닥을 확인한 후 해가 바뀜과
동시에 상승세로 돌아 1,130원 중심의 공방을 거치며 추가 상승을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4월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울 달러로 환전해 송금하는 계절적 수급
(需給)요인이 발생한다. 금년에는 외국인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글로벌 달러강세와 증시의 추가 하락과 맞물릴 경우 4월에는
1,140~1,150원 저항구간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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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이석주(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거래지원팀장)*

1)

건화물선 시장의 상승세가 가히 폭발적이다. 2021년 3월 19일 현재 2,281 포인트 까지
상승한 BDI는 1분기 평균 1,675 포인트를 기록하며 2010년 이후 매년 1분기 중 가장 높
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올 초 북반구의 한파 특수로 운임 시장이 상승할 때에만 해도,
기상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강세로 판단하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중국의
춘절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현재의 강세장에는 이전과는 다른 시장 펀더멘털의 변
화가 몇 가지 발견된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파나막스 이하 중소형선, 특히 수프라막스
와 핸디사이즈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선형별 ’20년 평균 대비 올 1분기
평균 용선료는 케이프가 29% 상승에 그친 반면, 파나막스는 76%, 수프라막스와 핸디사
이즈는 각각 93%, 96% 상승하며, 소형 선형일수록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건화물선 선형별 운임 지수

자료: 발틱해운거래소

* jordan@kobc.or.kr, 051-717-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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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선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주요 원인은 1. 철광석, 석탄 등 대형 화물 보다는 곡물,
마이너 벌크 등 소형 화물의 물동량이 주로 증가하였고, 2. 케이프 대비 파나막스 이하 선형
들의 1분기 선박 순증량이 적은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로 인한 원
자재 가격의 상승과 FFA 시장의 강세도 건화물선 시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강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징후 또한 나
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 수정에 따른 조정의 가능성도 포착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강세장의 주요 원인과, 향후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들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1. 철광석·석탄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건화물선 시장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대 화물인 철광석은 현재의 강세에 크
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통상 1분기는 호주, 브라질 등 주요 철광석 공급
지의 기상 악화 및 중국을 비롯한 북반구 주요 산업국들의 계절적 철강 수요 부진으
로 철광석 물동량 및 케이프 시황의 비수기로 분류된다. 금년의 경우 1월 초 동북아
한파에 의한 일시적 선박 공급 차질 및 이에 따른 반짝 강세를 제외하고는, 케이프선
은 전체 운임 시장을 주도하기 보다는 파나막스 이하 중소형선 시황 변동에 종속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호주/브라질 월별 철광석 수출량

자료: ABARE,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중국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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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과 호주의 지난 1~2월 철광석 수출량은 최근 수년 간의 기록과 유사한 수준
으로 계절적 약세를 나타냈다. 올해에도 브라질 주요 지역에는 강우가 지속되었고,
서호주 철광석 항만들에는 한두 차례의 사이클론이 도래하며 항만 운영에 장애를 초
래하였다. 중국의 지난 1~2월 철광석 수입량은 월 평균 9,075만 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9년과 ’20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 2% 증가했지만 ’18년 대비로는 2% 감소
하며 일반적인 계절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의 조강 생산량과 철광석 재고량, 철강 생산 수익성 추이 등 철광석 물동
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은 각각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중국의 지
난 1~2월 조강 생산량은 월 평균 8,750만 톤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천만 톤
이상 증가하였다.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조강 생산량의 증가는 철광석 수요 확대로 이
어지는 것이 옳다. 그러나 중국의 철광석 항만 재고량은 ’20년 12월 초를 저점으로 증
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3월 19일에는 1억 3,021만 톤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
을 상회하는 중이다. 한편 중국 제철소들의 철강 생산 수익성은 중국 춘절 연휴 기간
인 2월 중순을 전후하여 저점을 형성한 이후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중국 제철소 철강생산 마진 추이

<그림 5> 중국 월별 조강 생산량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국 통계국

이와 같은 관련 지표들의 혼조세는 현재의 제철 수익성 개선이 철강 수요의 회복보
다는 공급 위축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철소들의 생산 마진은 1.
철강 가격이 상승하거나, 2.철강 원자재(철광석, 원료탄)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개선된
다. 철광석과 원료탄 가격은 작년 12월부터 1월 초까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그
이후에는 높은 수준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12월 말 정점을 기록한 철강 가격은 2월 중순까지 하락한 이후, 춘절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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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시 상승 중이다. 철강 가격 상승에는 춘절 이후 산업 활동 정상화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감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춘절은 시기적으로 평년 대비
다소 늦은 2월 중순에 위치하여, 연휴 종료 이후 곧바로 3월 초 중국 최대의 정치 행
사인 ‘양회’와 연결되었다. 중국 정부는 양회 기간 중 ‘맑은 하늘’ 연출을 위해 통상 수
도 베이징 인근의 대기오염 배출 산업의 가동을 제한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양회 기간(3.4~13)을 전후로 북중국 주요 철강 생산 지역의 제
철소들에 대해 가동 제한 조치가 실시되었으며, 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황사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지속으로 인해 평소 대비 높은 강도의 가동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제
철소 가동 제한은 철강 생산량 감소로 연결되어 철강 가격에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
는 동시에, 제철 원료 수요에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여 제철소 생산 마진(상승)과 원
자재 수요(감소) 간의 디커플링 현상을 유발하였다.
위와 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는 철광석 수요의 계절적 회복이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된다. 최근 브라질 주요 지역의 기상 상황 호전이 나타나고 있으며, 호주도
현재 높은 가격을 이어가고 있는 철광석을 이번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6월 이전에 최
대한으로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대기오염 통제라는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으나, 춘절과 양회로 지연되던 건
설 조업 및 산업 활동이 재개되며 철강에 대한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수요 회복 → 철강 생산 증대 → 철광석 수요 증가 → 물동량 증가가 순차적으로 이
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경우, 건화물선 시장에는 상승 탄력이 더해질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철광석 항만 재고량이 적정 수준으로
감소할 때 까지는 수입 수요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지표들에 대한 꾸준
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금년 양회에서 ‘경기 부양을 지속하되 과열을 억제’하고, ‘탄소 배
출과 에너지 소비를 축소’하는 쪽에 무게를 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올해 중국
의 GDP 성장률을 시장 전망치인 7~9% 대비 낮은 ‘6% 이상’으로 제시한 점과,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및 특수목적채권 발행액 등을 전년 대비 낮게 제시한 점 등에서 확
인된다. 또한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올해 안에 약 3%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주로 철강 생산량 감축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
후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해가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문제
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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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 팬데믹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가 당장 철강 생산량 감축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제시한 목표를 금년 중으로 달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철강 부문의 생산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현재 자국의 철강 수출세 환급률 축소를 논의
하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출 억제를 통한 철강 생산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수출세 환급률 축소 → 수출가격 인상/ 수출량 감소 → 철강 내수 공
급 확대/가격하락 → 제철소 수익성 악화 → 철강 생산량 감소). 다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실물 경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경기 과열 방지 정책을 실시하는 시기도 결국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감
염 확산 통제 여부에 달려있다.
<그림 6>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Clarkson / 전월 전망치·전년 대비 증감은 2021년 물동량 기준

▮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작년 말부터 올 초에 걸쳐 나타난 북반구의 기록적인 한파는 중국 내 석탄 공급 차
질 및 난방 수요 급증을 초래하며 석탄 물동량을 크게 증가시킨 바 있다. 작년 11월부
터 시행한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와 작년 말 몽고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몽고 국경 이동 제한은 가뜩이나 부족한 중국의 석탄 공급을 추가로 압박하였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이미 소진된 석탄 수입쿼터를 특별 부과하였고, 그 결과
중국의 12월 석탄 수입량은 3,910만 톤으로 전월 대비 3배 이상 급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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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국 내 석탄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효
과를 발휘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3월 중순 공개된 중국의
올 1~2월 석탄 생산량은 월 평균 3억 88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6% 증가를
기록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월 평균 석탄 수입량은 2,05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작년 12월 대비 47% 감소하였다. 비록 작년 1~2월은 코로나19 최초 발병으
로 인한 중국 내 석탄 생산 차질로 수입이 증가한 시기였고, 지난 12월은 앞서 언급한
사유로 수입이 증가한 바 있어, 올 1~2월의 높은 감소율에는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지난 겨울 발생한 석탄 공급 부족을 자국의 생
산량 확대로 빠르게 대응한 부분은, 향후 유사한 형태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그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7> 중국 월별 석탄 수입량

<그림 8> 중국 월별 석탄 생산량

자료: 중국해관총서, 중국통계국

지난 2월 이후 중국 내 석탄 공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자, 한때 톤당 900 위안을
상회하던 중국산 연료탄 가격은 3월 중순 현재 600위안 대 중반으로 하락하였다(FOB
Qinghuandao 5,500kcal/kg 기준). 중국산 석탄은 현재 수입산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
을 형성하여 중국의 석탄 수입 수요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곡물 수요를 중심으
로 한 건화물선 운임 강세는 수입산 석탄의 가격 경쟁력을 추가로 저하시켜 석탄의
신규 트레이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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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
동 중단이 시행되며 석탄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고, 일본, 대만 등 다른 동북아 석탄
수입국들도 아직 전력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수입이 활발치 않다. 주요 수입
국들의 수요 부진과 높은 해상 운임으로 석탄의 수출거래가 제한되자, 인도네시아는
석탄의 수출보다는 내수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올 1분기 기상 이변에 의한 산발적인 석탄 물동량 증
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석탄은 건화물선 운임 시장 변동에는 그리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Clarkson / 전년 대비 증감은 2021년 물동량 기준

인디아가 통상 5월 말 시작되는 몬순 시즌을 대비하여 석탄 재고 구축을 개시할 경
우, 향후 수 개월간 아시아 지역 석탄 물동량은 인디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해상 운임이 수입산 석탄의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한할
경우, 인디아도 중국처럼 자국산 석탄 생산량 증대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인디아의 석탄 자급률과 생산 통제 능력은 중국 대비 현저하게 낮아 자체 생
산이 증가하더라도 수입을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 감
소하는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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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물 해상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소맥 및 옥수수(잡곡) 물동량 추이와 전망
올 시즌 글로벌 소맥 물동량의 특징적인 현상은 앞선 보고서에서 서술한 대로 러시
아의 곡물 수출세 부과 이전 수출 물량 집중과 호주의 수출 시장 귀환으로 인한 선박
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러시아는 2월 15일부터 톤당 25유로의 곡물 수출세 부과를 개시하였고, 보름도 채
되지 않은 3월 1일부터는 수출세를 톤당 50유로로 인상하였다. 이에 러시아의 곡물
수출자들은 수출세 부과 및 인상 이전에 최대한 수출 물량을 집중시켰고, 이는 우크
라이나의 옥수수 수출 수요와 더불어 흑해 항로 건화물선 운임 시장의 주요 상승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BDI 중 수프라막스 흑해 프론트홀(Front-haul, 대서양에서 출발하
여 태평양으로 향하는 항로) 지수인 S1B는 1월 8일 18,696에서 3월 2일 34,314로 약
84% 상승하며 중소형선 시황 강세에도 단단히 일조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인상된 곡물 수출세의 적용이 시작되자, 인상 전에 밀어내기를 마
무리한 러시아의 곡물 수출은 급감하였고, 흑해 운임 지수인 S1B도 3월 2일 고점 기
록 후 지속 하락 중이다. 이에 더해 러시아 정부는 수출세 인상과 더불어 6월 말 종료
되는 올 시즌 잔여 기간 중 곡물 수출량에 대한 쿼터를 부과하여, 올 상반기 중 러시
아의 소맥 수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호주는 4년 만에 돌아온 풍작을 바탕으로 소맥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USDA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 시즌(2020/21) 호주의 소맥 생산량을 이전 전망치 대비
3백만 톤 상향 조정한 3,300만 톤으로 제시하며 2016/17 시즌의 사상 최대치를 갱신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출량도 이전 전망치 대비 150만 톤 상향 조정된 1,950만 톤
으로 제시하여, 지난 시즌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호
주의 소맥 수출 호조는 핸디사이즈 등 중소형선의 남태평양 항로 시황을 지지하며 금
년 건화물선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중소형선 중심의 강세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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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소맥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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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물동량은 중국의 괄목할만한 수입량 증대에 힘입어 올 시즌 곡물 시장의 게
임 체인저로 작용하고 있다. 4년 전인 2016/17 시즌 연간 246만 톤에 불과하던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2019/20 시즌 760만 톤으로 확대되었으며, 올 2020/21 시즌에는 연
간 2,400만 톤 규모로 급성장하였다. 4년 만에 약 10배, 직전 시즌 대비 약 4배로 확대
된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건화물선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시키며 운임 시황을 지
지하고 있다.
<그림 11> 브라질 월별 옥수수 수출량

<그림 12> 미국 월별 옥수수 수출량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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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즌까지 중국의 옥수수 수입은 주로 우크라이나산으로 조달되었으나, 금년
에는 미국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0/21 시즌이 시작된 ’20년 10월 이후 중국
으로 수출된 옥수수 중 미국산은 약 670만 톤, 우크라이나산은 약 450만 톤으로 집계
되고 있다.
미국산 옥수수의 중국향 판매 증가는 미국의 전체 옥수수 수출량도 확대시켜, 올
1월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역대 1월 중 최고치인 581만 톤을 기록하였다. 2월 이후
미국의 주간 옥수수 수출 검역량도 지난 6년 내 같은 시기의 기록을 넉넉히 상회하고
있으며, 올 시즌 미국산 옥수수 전체 수출량도 전 시즌 대비 약 1,800만 톤 증가한
6,500만 톤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올 시즌 옥수수 작황이 그리 좋지 않고, 6월에 종료되는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며 수출 가용 물량도 소진되어, 올 상반기 잔여 기간 중 물동량 확대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편 올 시즌 미국산 옥수수 수출량 증가는 미 북서부 PNW(Pacific North West) 지
역의 물동량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파나막스 이하 선형의 태평양 시황을 지지하고
있다. 올 1월~3월 11일 기간 미국의 곡물 수출 검역량은 PNW 지역 943만 톤, USG
지역 1,620만 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423만 톤), 46%(+514만 톤)
증가하였다. 이 중 옥수수 물량은 PNW 292만 톤, USG 80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7만 톤, 380만 톤 증가하였다.
절대적인 물량 규모는 USG가 우세하지만, 시장 규모를 감안한 물동량 증대 효과는
PNW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NW 선적 아시아향 곡물 물동량
증가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인근 석탄 물동량 대비 긴 항해일수로 인해 선박 공급
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는 최근 수년 대비 높은 체선을 기록 중인 브라질
곡물 항만과 더불어 파나막스 이하 중소형선의 공급을 제한하며 운임 시황 강세 요인
으로 작용 중이다.
브라질의 이모작 옥수수가 본격 출하되는 3분기 이전까지는 미국산 옥수수를 대체
할만한 공급처가 마땅치 않아, 2분기 까지는 미국산 옥수수의 수출 강세가 이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브라질의 대두 수확 이후 파종되는 이모작 옥수수는, 현재 대
두의 수확 지연으로 인해 적합한 파종 시기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브라질의 공식적인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는 1억 9백만 톤으로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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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나, 파종 지연에 따른 작황 감소 우려는 점차 확대되고 있
다.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 하향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옥수수 공급 부족을
우려한 수입국가들이 미국산 대두에 대한 선취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3월 4일 현재 올 시즌 중 수출될 미국산 옥수수의 판매 계약은 이미 올 시즌
수출량 전망치인 6,500만 톤의 90%에 육박하고 있어, 미국의 옥수수 추가 수출 여력
은 기말 재고량 전망치와 연계하여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3> 옥수수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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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올 시즌 브라질의 대두 수확 지연이 글로벌 대두 물동량 패턴과 건화물선 운임 시
황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브라질의 올 시즌 대두 재배는 작년 4분기 파종 시기
부터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올 1분기에는 때늦은 폭우로 수
확마저 늦어지고 있다.
현재 브라질의 대두 수확은 지난 10년 내 가장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대두 선적을 위해 앞서 도착한 선박들의 출항 지연으로 이어지며 브라질 항만의 곡물
선적선 체선 또한 최근 수년 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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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 최대의 대두 수입국인 중국의 대두 수요는 지난 수년 간 사료 소비를 위
축시키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극복하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나타
냈다. 그러나 중국의 대두 수요자들은 수확 시기를 맞은 브라질산 대두의 공급이 지
연되자 긴급한 물량을 미국산으로 조달했는데, 이는 선박들이 브라질에 체선으로 묶
여있는 동안 미국산 대두 수출량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건화물선, 특히 파나막
스와 수프라막스 시황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4> 브라질 월별 대두 수출량

<그림 15> 미국 월별 대두 수출량

자료: 브라질산업통상자원부, USDA

브라질산 대두의 수출은 느린 수확 진행에도 불구하고 차츰 본 궤도를 찾아가고 있
다. 올 시즌 생산량도 1억 3,4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
산 대두의 수출 가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됨에 따라 향후 브라질의 대두 수출은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확 지연의 여파로 브라질산 대두 수출량은 전 시
즌 대비 약 700만 톤 감소한 8,5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USDA는 전망하고 있다.
<그림 16> 원산지별 중국향 대두 가격 추이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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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대두 분쇄가공 마진 악화는 대두 물동량에 위협
요인이다. 지난달 중국 일부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재발이 보고되었는
데, 그 확산세가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 대비 심각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시중
에 ASF 가짜 백신이 유통되어 중국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돼지 전염병
재확산 소식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ASF 재확산의 심각성 여부와 별개로, 일부 지역의 재발 소식이 전해지자 양돈 농가
들이 사육하던 돼지들을 감염 이전에 대량 도축하여 판매한 점은 돈육 공급 증가에
따른 돈육 가격 하락 및 양돈 수익성 하락, 생돈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사료 수요 감
소로 연결되며 대두박 가격의 약세를 초래하고 있다. ASF가 추가 확산을 멈추고 통제
될 경우 생돈 사육두수가 회복되며 대두 수요도 증가하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대
두 수요 및 물동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8>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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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화물 물동량·선복량 추이와 전망
▮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2021년 건화물 물동량은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팬데믹 국면 완화 및 글로별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할 것으로 클락슨은 전망하고 있다. 주요
화물별로는 철광석 3%, 석탄 5%, 곡물 2%의 증가가 예상되며, 마이너 벌크 화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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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 중 철광석 물동량이 뚜렷한 증가를 기록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2분기
이후로는 건화물선 시황 상승의 무게 중심이 다시 철광석과 케이프 선형 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석탄은 전년 대비 5% 증가에도 불구하고, ’20년 물동량 감소의 기저효과가 커서 여
전히 ’1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된다. 곡물은 올 1분기 시황 강세에 주
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 각국의 작황 및 중국의 옥수수 증산 여부
등에 대해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그림 19> 주요 건화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Clarkson / 전월 전망치·전년 대비 증감은 2021년 물동량 기준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마이너 벌크 화물들의 물동량 증가 전망이다. 작년 말 이후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은 보크사이트, 망간오어 등 비철 원광
에 대한 물동량을 증가시켰다. 이에 더해 사상 유례없는 컨테이너선 시황 급등의 영
향으로, 그동안 컨테이너로 소량 수출되던 화물들이 소형 건화물선 으로 전환되고 있
는 점도 마이너 벌크 화물의 수요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미 서안 PNW 지역에서 컨테이너로 선적되던 고철(Scrap) 및 임업 제품들은 컨선
시황 급등으로 선박 확보가 어려워지자 물량을 키워 핸디사이즈 벌크선으로 선적되
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IHS Markit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컨테이너로 소량
수출되던 중국의 철강제품 및 포장비료 등의 화물들도 같은 양상으로 소형 건화물선
에 선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나타나고 있는 중소형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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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강세를 뒷받침하는데, 컨테이너선 시장이 현재의 고시황을 유지할 경우 소형 건화
물선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건화물선 선복량 추이와 전망
‘21년 건화물선 선대 증가율은 약 2.6%로 지난 전망치 대비 약 0.9%p 상향 조정되
었다. 시황 회복에 따른 해체량 감소 및 선주들의 신조선 조기 인도 추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형별로는 케이프가 0.8%에서 3.0%로 크게 증가한 반면, 파나막스는
3.1%에서 3.0%로 소폭 하향 조정되었다. 수프라막스는 2.1%에서 2.2%로, 핸디사이즈
0.7%에서 0.9%로 각각 소폭 상향 조정되었다.
<그림 20> 선형별 신조인도·해체·순증감 추이 (분기별)

자료: Clarkson

한편 ’21년 2월 말 기준 각 선형별 1분기 누적 선복량 순증은 케이프가 311만 톤
(dwt)으로 전 분기 대비 약 120만 톤 증가한 반면, 파나막스는 117만 톤으로 전분기의
112만 톤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수프라막스의 선복량 순증은 44만 톤으로 전분기
대비 77만 톤 감소하였으며, 핸디사이즈도 전분기 대비 21만 톤 감소한 11만 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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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쳤다. 수프라막스와 핸디사이즈의 선복 순증량이 상위 선형 대비 미미한 점도
올 1분기 중소형선 시황 강세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전체 선대 증가율도
소형 선형일수록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대 공급 펀더멘털은 중소형선 시황의 상
대적 강세에 보다 유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4. 건화물선 시황 추이와 전망
3월 19일 기준 올 1분기 BDI 평균은 1,675 포인트로 2010년 이후 매 1분기 평균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2,030 포인트를 기록한 ’19년 3분기를 제외하면,
’13년 4분기의 1,854 포인트 이후 각 분기 평균으로도 최고 기록이다. 특히 파나막스
이하 선형의 올 1분기 평균 T/C Average는 모두 ’10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최고치
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화물선 시황 강세는 곡물과 마이너 벌크 화물이 파나막스 이하 선형
위주로 주도하고 있다. 브라질산 대두 수확 지연으로 촉발된 선박 공급 감소 및 미국
산 대두 물동량 증가에 더해, 중국의 옥수수 수입 증가, 러시아의 곡물 밀어내기 수
출, 호주 곡물 수출 증가 등 곡물의 물동량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가 하였고, 컨테이너
시황 급등으로 인한 소량 화물들의 건화물선 전환도 시장을 지지하며 강세장을 지원
하였다. 반면 철광석과 석탄은 산발적인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부진을 이
어가며 시황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건화물선 운임지수 추이 (장기·단기)
(단위: 포인트)

자료: 발틱해운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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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강세장에는 시장 펀더멘털 변화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동시 작용 하고
있다. 먼저 펀더멘털 변화는, 선대 공급량의 구조적인 감소와 중국의 옥수수 수입 증
가로 인한 물동량 증가를 들 수 있다. 장기간 이어진 저시황으로 신조선 발주가 감소
한 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강세장의 영향으로 신조 발주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적어도 ’23년까지는
선대 증가 압력이 미미하여 수요 증가가 고스란히 시장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
다.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 증가도 시장 구조의 변화로 이해된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옥수수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중국의 사료 수요 증가 속도를 낮은 농업 생
산성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옥수수 수입은 ‘증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가 주요 질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컨테이너선 시황 강세에 따른 소형 화물의 벌크 화물 전환도 비중 있는 펀더멘털
요인이다. 컨선 시황 강세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특수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얼
라이언스 체제 강화 등 체질 개선도 수반되고 있어 컨선 시황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
은 낮다. 향후 소형 건화물선 시황과 컨선 시황 간 격차에 따라 화물의 선종 전환 여
부가 결정되겠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컨테이너선 시황이 건화물선 대비 훨씬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소형 화물들의 건화물선 선적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시사한 탄소 배출 감소 및 철강 생산 제한이 실현될 경
우, 이 또한 중요한 펀더멘털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
직 현실화되지 않은 요인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그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정도로
판단을 유보하도록 한다.
단기 수급 요인으로는 브라질의 체선 심화, 러시아 곡물 수출세 부과에 따른 밀어
내기 물량 증가, 호주의 곡물 수출 회복 등을 들 수 있다. 당장 브라질의 대두 수확
진행에 따른 수출량 증가는 약 1개월 후 부터 태평양 수역에 파나막스와 수프라막스
가용 선박을 증가시켜 공급 부족을 완화시킬 것이다. 러시아의 곡물 밀어내기는 이미
그 효과가 다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곡물 수출 효과는 향후 1~2개월 가량 이어지
겠으나, 다음 시즌은 다시 작황 부진이 전망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시장 상승 동력은
아니다.
한편 인디아의 몬순 대비 석탄 물동량 증가 및 호주, 브라질의 계절적 철광석 수출
량 증가는 지금부터 예상되는 단기 수급 요인이다. 2분기부터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시장 펀더멘털 하에, 시황 상승 동력이 곡물에서 철광석과 석탄으로 일정 부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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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통제 여부에 따른 글로
벌 유동성 및 거시경제 환경 변동으로 인해 하반기 이후 시장 환경을 여전히 불투명
하다. 건화물선 시장 전망을 위해서는 자체 수급에 대한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올
해에는 글로벌 경제 전반의 한 축으로 해운을 이해하는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
된다.

▮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현재 건화물선 시황 강세가 곡물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주요 항로별 곡물
운임도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선박 시황 강세에 더해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국
제유가의 상승도 곡물 운임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
<그림 22> 노선별 곡물 운임 추이
(단위: US$/ton)

구 분

USG

PNW

BRZ

현 물

55.2

35.8

51.0

2021년

50.0

29.2

40.4

2020년

39.9

21.1

28.3

3년 평균

43.6

23.8

32.6

3년 최고

55.2

35.8

51.0

3년 최저

31.2

15.4

19.9

자료: Clarkson

각 항로별 ‘20년 평균 대비 현재 곡물 운임 상승률은 USG 38%, PNW 69%, 브라질
80%로 각각 집계된다. 현재 남미 대두 수출과 미 북서부 옥수수 수출이 곡물 운임 상
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수출 구조와
유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남미 곡물 선적선이 태평양에 본격 도착
하는 4월 말 경에는 현재와 같은 극도의 공급 부족이 완화되며 곡물 운임도 다소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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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상(Economist & Grain Analyst)*

1)

곡물 동향: 곡물 선물은 3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옥수수 +14.9%, 대두
+8.6%, 소맥 -2.2%를 기록하였고, 2월 말 대비로는 옥수수 +1.5%, 대두 +0.7%, 소맥
-4.9%를 기록하였다. 기본적으로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남미의 대두 작황 우려가 대두 가
격 지지 요인을 제공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대두와 옥수수 선물 가격의 상승
요인을 제공하였다. 1) 브라질의 호우로 인해 대두 수확 작업 지연 리스크 부각, 2) 이 같
은 대두 수확지연으로 인한 옥수수 이모작 작업 지연 리스크 우려 부각, 3) 아르헨티나의
트럭 노조 작업 지연에 따른 공급 체인의 문제, 4) 남미의 공급 지연 리스크가 미국산 대두
및 옥수수 가격 지지 요인 제공 등이 그 같은 요인들이다.
곡물 전망: 곡물 시장은 남미의 라니냐 현상, 미국의 옥수수/대두 기말재고율 하락 전망
등으로 인해 옥수수/대두 가격 지지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1) 브라질 강우량 증가
가 대두 작황개선 기대와 대두 수확 지체로 인한 옥수수 이모작 지연이라는 상호 충돌 요
인 부각, 2)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사료곡물 수요 감소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 가격조정 요인들이 부각된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3월 말로 예정된 미국의 작부의향면적 발표 결과에 따라 가격 급등락 요
인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매매에 임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동향: WTI 원유 선물 가격은 3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26.3%를
기록하였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규모를 둘러싼 의견 충돌에도 1) 미국의 7월 집단면
역 달성 전망 속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2) 사우디가 2~3월까지 일간 100만 배럴의 자체
감산을 단행하고 4월에도 이어가기로 한 점 등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에너지 전망: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와 그에 기댄 인플레 요인 부각은 유가
의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 미국의 7월 집단 면역 기대, 2) 美 연준의 금
리인상은 2023년에나 단행되며 상품가격 상승을 통한 인플레 요인 부각, 3) 사우디가 4월
에도 감산규모를 유지하며, 향후 OPEC+의 감산은 수급조절을 하며 진행될 전망인 점 등
은 유가의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차트: USDA, 삼성선물]

* hosang09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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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물 선물 시장 가격 동향과 전망
1.1. 곡물 선물 동향: 라니냐와 공급 체인 우려로 강세 흐름
<표 1> 3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3월 19일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전년말比 (%)

+14.9%

+8.6%

-2.2%

+29.8%

-3.5%

+26.3%

2월말比 (%)

+1.5%

+0.7%

-4.9%

+7.6%

-3.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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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대두

소맥

대두오일

대두밀

원유

전년말比 (%)

+13.2%

+7.9%

+2.8%

+20.7%

0.0%

+25.7%

1월말比 (%)

+0.3%

+3.2%

-0.3%

+14.1%

-1.5%

+18.0%

곡물 선물은 3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옥수수 +14.9%, 대두 +8.6%, 소
맥 -2.2%를 기록하였고, 2월 말 대비로는 옥수수 +1.5%, 대두 +0.7%, 소맥 -4.9%를 기
록하였다. 기본적으로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남미의 대두 작황 우려가 곡물 가격 지
지 요인을 제공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요인들도 대두와 옥수수 선물 가격의 상승
요인을 제공하였다. 1) 브라질의 호우로 인해 대두 수확 작업 지연 리스크, 2) 이 같은
대두 수확 지체가 향후 옥수수 이모작 작업 지연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 3) 아르헨티
나의 트럭 노조 작업 지연에 따른 공급 체인의 문제, 4) 결국 이 같은 남미의 공급
지연 리스크가 미국산 대두 및 옥수수 가격 지지 요인을 제공할 것이란 기대 등이 그
같은 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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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옥수수 선물 가격 일간 차트: 라니냐와 바이오 에탄올 영향 속에 급등(출처: 삼성선물)

물론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가 확산되면서 돈육 선물 가격이 급등하
고 있으나, ASF로 인한 중국의 사육용 돼지 도살은 사료용 곡물 가격의 상승을 제한
할 요인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이렌 대두 선물 가격은 3월 들어 조
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대두, 옥수수 선물 가격 급등을 제한하고
있는 요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가격 조정은 그 동안 누적되었던 투기적 선
물 포지션의 차익실현 움직임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 미국 돈육 선물 일간 차트: 중국의 돼지열병 리스크 반영(출처: 삼성선물, 연결선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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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oybean Meal 선물 가격 일간 차트: 급등 후 중국 돼지 열병 우려 속 조정(출처: 삼성선물)

지난 1월 전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 미국의 옥수수, 대두 기말재고 전망치 축소,
2) 작년 홍수 피해를 입은 중국의 축산 관련 사료 수입 확대 전망, 3) 미국 바이든 대
통령 당선으로 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기대 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은 곡물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요인들이다.
특히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의 정치외교적 측면을 고려하여
미국산 곡물의 대량 구입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최근 미국산 에탄올 수입량을 늘리
고 있는 부분 등은 시장외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1.2. 곡물 선물 가격 전망
▮ 남미 작황에 대한 우려는 곡물 선물 가격 지지 요인
미국 기상청(NWS)은 라니냐 현상이 2021년 여름에나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으며, 이는 결국 미국을 비롯한 남미 지역의 곡물, 특히 대두 수급 우려로 이어지며
가격 상승 요인을 제공하였이다.
다만, 2월 들어서는 브라질의 강우량 증가로 향후 라니냐로 인한 작황 우려가 완화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옥수수와 대두 선물 가격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브라질 농산물공급공사(Conab)은 3월 11일에 2020/21년도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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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를 2월의 1억 3,382만 톤에서 1억 3,513만 톤으로 상향 수정하였고, 옥수수 생산
량 전망치는 2월의 1억 548만 톤에서 1억 806만 톤으로 상향 수정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통계는 최근 시장 일부에서 우려하는 호우로 인한 대두 수확 지연 리
스크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실제 시장에서는 브라질의 강우량 증가가 토양수분 증가
로 인한 대두 작황 개선 기대 보다는, 호우로 인한 대두 수확 지체가 향후 옥수수 이
모작 작업을 지연시킬 리스크가 부각되며 곡물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
황이다.
<그림 4> 대두 선물 가격 일간 차트 (출처: 삼성선물)

▮ 단기적으로는 3월말 미국의 작부의향면적 발표에 주의
지난 3월 9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 수급전망 보고서에서 옥수수와 대두 수급
전망이 2월 보고서 내용을 유지함에 따라, 곡물 선물 시장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 요
인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의 2020/21년도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10.3%로 2019/20년도의 13.7% 대비 감소하고, 2020/21년도 대두 기말재고율도 2.6%
로 2019/20년도의 13.3% 대비 급감할 것이라는 점은, 향후 이들 곡물 선물 가격의 지
지 요인이라는 점에 변화가 없다.
물론 대두, 옥수수 선물 차트에서 보듯 기술적 과열에 대한 부담은 단기적 가격 조
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조정 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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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3월 말로 예정된 미국 농무부의 옥수수,
대두 작부의향면적 발표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며, 옥수수와 대두의 상대가격 차이
가 향후 대두 재배면적 확대로 이어질지 여부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림 5> 소맥 선물 가격 일간 차트: 글로벌 수급 우려 속에 급등(출처: 삼성선물)

▮ 팬데믹 우려 완화 속 상품가격 상승 기대는 가격 지지 요인
최근 개최된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은 시장의 인플레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2023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연준의 결정 이
후에도 시장의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는 다시금 1.7%대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미 시장은 코로나 백신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경우 7월경에 집단면역
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고, 나아가 향후 인플레율 상승에 대해 우려
하기 시작하고 있다. 실제 OPEC+의 4월 증산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주된 요
인이기는 하지만 원유 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산업생산 회복으로
구리나 식물유 등의 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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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리 선물 일간 차트: 경기회복 기대 반영(출처: 삼성선물, 연결선물 기준)

▮ 단 중국의 돼지열병 리스크는 단기적인 사료곡물 가격 조정 요인
중국의 다이렌 선물 시장에서 대두 선물 가격은 2월 하순 이후 사상 최고치를 상회
해 연초 1톤 당 5,800위안에서 3월 8일에는 6,375위안까지 급등세를 보였다. 이는 브
라질의 호우로 인해 대두 수확 작업이 지체 되면서 중국의 남미로부터의 대두 수입
지연 리스크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이렌 대두 선물 가격이 급락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재확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돼지 사육농가들이 기르던 돼지들의 살처
분에 들어가면서 향후 사료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리스크가 부각되며 미국산 돈육선물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추가적인 대두, 옥수수 선물 가격의 급등 제한 움직임은 그 동안 누
적되었던 선물 투기적 포지션의 차익실현 움직임 정도로 파악하면 될 듯하며, 기본적
인 곡물 가격 지지 요인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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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기 회복 따른 달러화 약세 요인 반전 여부에는 지속적인 주의
최근 개최된 FOMC 회의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달러화 약세 흐름의 급반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1)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월 초 FOMC 회의 이후 다시금 1.7%대를
상회하는등 중장기적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장기채 금리 상승(아래 그림의 장기채 금
리 선물 가격 하락) 흐름, 2) 그리고 이번 FOMC 회의에서 미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
를 상향 수정하는 등 경기 회복에 따른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가 빨라지게 될 가
능성 부각 등은 달러 약세 흐름의 반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은, 향후 달
러화 강세 반전의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관찰을 지속해야 할 부분이다.
<그림 7>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선물 추이(출처: 삼성선물)

▮ 곡물 선물 전망 요약: 가격 지지 요인 속 향후 작부의향면적 발표 주의
곡물 시장은 1) 남미의 라니냐 현상이 여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2) 미국의
2020/21년도 옥수수/대두 기말재고율 하락 전망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옥수수, 대두
가격 지지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최근 들어 1) 남미 브라질의 강우량 증가가 토양수분함량 개선 기대와 대두
수확작업 지연에 따른 옥수수 이모작 지연이라는 상호 충돌되는 요인을 부각시키고

70

해외 곡물/에너지 선물 가격 동향과 전망

있고, 2)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이 사료곡물 수요 감소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은 단기적인 가격 조정 흐름을 부각시킬 요인들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의 기말재고율 하락 전망이라는가격 지
지 요인이 유지되는 가운데, 3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곡물 작부의향면적 발표 결과에
따라 단기적인 급등락 요인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며 매매에 임해야 할 것
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옥수수와 대두의 상대가격 차이가 향후 대두 재배면적 확
대로 이어질지 여부로 옮겨갈 전망이다.

2. 에너지 선물 동향과 전망
2.1. 에너지 선물 동향: 경기 회복과 사우디의 자체 감산으로 가격 상승
<표 3> 3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3월 19일 종가 기준)
품목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전년말比 (%)

+26.3%

+22.8%

-0.1%

+27.1%

+16.6%

2월말比 (%)

+0.5%

-1.0%

-8.5%

-0.2%

+0.5%

<표 4> 2월 주요 상품 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2월 말 종가 기준)
품목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전년말比 (%)

+25.7%

+24.1%

+9.1%

+27.4%

+16.1%

1월말比 (%)

+18.0%

+15.6%

+7.0%

+17.9%

+15.2%

WTI 원유 선물 가격은 3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26.3%를 기록하였으
며, 2월 말 대비로는 +0.5%를 기록하여 상승 폭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2월
종가 기준으로 원유 선물은 1월 말 대비 +18.0%를 기록하였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
산 규모를 둘러싼 의견 충돌 속에서도, 1)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미국의 7월 집단
면역 달성 전망 속에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확대되고, 2) 러시아의 감산규모
축소 요구에도 사우디가 2월부터 3월까지 일간 100만 배럴 규모의 자체 감산을 단행
하고, 이를 4월에도 이어가기로 한 점 등이 유가 상승 요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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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WTI 원유선물 일간: 코로나 재확산 우려 보다는 경기회복 기대 반영(출처: 삼성선물)

2.2. 에너지 선물 전망
▮ OPEC+의 감산 규모 및 속도 조절로 인해 유가 하락은 제한될 듯
지난 1월 전망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우디는 원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2월에서 3
월에 걸쳐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자체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사우디를 제외한 러시아와 OPEC+ 국가들은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유로 감산규
모 축소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실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2개국에 대해서는 2~3월에
걸쳐 일간 15만 배럴의 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규모의
증산이 유가의 하락을 유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OPEC+ 국가들의 감산은 3월 기준으로 OPEC 가맹국은 일간 456.4만 배럴,
OPEC 비가맹국은 248.6만 배럴로, 전체적으로는 일간 705만 배럴 규모의 감산이 이
루어지고 있어,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유 가격의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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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기회복 속 상품 가격 주도 인플레 기대 요인 부각
최근 개최된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은 시장의 인플레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2023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연준의 발언에도
시장의 인플레 우려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금 1.7%
대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미 시장은 코로나 백신 보급을 통해 미국의 경우
7월경에는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시장은 이미
경기회복으로 인한 인플레율 상승을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9> 구리 선물 일간 차트: 경기회복 기대 반영(출처: 삼성선물, 연결선물 기준)

<그림 10> Soybean Oil 선물 가격 일간 차트(출처: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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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2~3월의 일간 100만 배럴 규모의 자체 원유생산량 감산 정
책을 4월에도 유지하려는 의향을 보이는 등, OPEC+는 향후 원유 감산 규모를 축소하
더라도 수급 조절을 해가며 진행해 갈 전망이다. 결국 이는 유가의 하방 지지 요인으
로 작용할 부분이다. 한편 원유 외에도 글로벌 산업생산 회복 움직임으로인해 구리나
대두오일 등의 식물유 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에너지 시장 전망 요약: 백신 보급 따른 경기회복은 유가 지지 요인
그 동안 지속해서 언급해온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의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도입은 이어질 전망이며, 이 같은 경기회복 기대와 그에 기댄 인플레
요인의 부각은 유가의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1) 미국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로 집단면역이 7월경에는 이루어질 전
망이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은 2023년에나 단행될 것으로 보
여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 속에 상품가격 상승을 통한 인플레 요인이 부각되기 시작하
고 있는 점, 3) 최근 OPEC+ 회의를 통해 사우디가 4월에도 현재의 감산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OPEC+의 원유 감산규모 축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점진적으
로 수급 조절을 하면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유가의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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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1편

상품 슈퍼 사이클(Supercycle) 관한 쟁점
임송수(고려대학교)*

2)

１. 서론
미국 월가(Wall Street)를 대표하는 은행인 제이피 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와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서 원유 등 상품(commodity)
가격이 상승하는, 이른바 슈퍼 사이클(supercycle)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Financial
Times, 2021). 특히, 수요 증가로 말미암아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전망치를 제시하였다.1)
이와 같은 가격 급등 전망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재정 부양에 힘입어 소비
가 증가하는 반면에 새로운 생산에 대한 투자 저조로 생산 능력에 한계에 직면해 있
다는 점에 기인한다.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나 단절이 지속적인 가격 폭등을 유발
한다는 것이 슈퍼 사이클의 기본 조건인 셈이다.
상품 슈퍼 사이클에 회의적인 관점도 존재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
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기대와 달리 소비가 펜데믹(pandemic)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측 때문이다. 원유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UAE
가 공급 역량을 확충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OPEC+ 회원국(석유수
출국기구와 주요 산유국 모임) 및 이란 등이 충분한 공급 역량을 지녀 단기에 공급
부족 현상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Supercycle”이란 용어를 구글(google)에서 검색한 건수가 미
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2020년에 급증하였고, 2021년에도 다시 오름세를 나타낸
다<그림 1 참조>. 새로운 슈퍼 사이클이 이미 시작되었는지 혹은 조만간 시작될 것인
지는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 상품 가격의 흐름과 변동이 시장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생각할 때, 이에 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 songsoo@korea.ac.kr
1) 2021년 3월 11일 기준으로 브렌트 원유(Brent Crude) 가격은 배럴당 $68을 나타냄(oilprice.com). 이는
2020년 4월 22일에 $20을 기록한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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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upercycle” 용어의 구글 검색 빈도

자료: Trends.google.com (검색일: 2021년 3월 20일)

이 글에서는 국제 곡물을 포함한 상품 슈퍼 사이클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
를 둘러싼 찬반 쟁점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관점에
서 대응할 방향을 제시한다.

2. 슈퍼 사이클의 개념과 특성
슈퍼 사이클은 상품 가격이 장기 추세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기간이 오래가는 현상
을 말한다. 사이클 기간은 가격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수십 년일 수 있다. 상품 슈퍼
사이클을 더 잘 식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Christiano and Fitzgerald(2003)의 방법론을 활용한 캐나다 은행의 연구
(Büyükşahin et al., 2016)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슈퍼 사이클에 관해 이해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이 연구는 20년에서 70년간에 상품 가격의 일정한 변
동을 밝히기 위해 비대칭 대역 통과 필터(asymmetric band pass filter)를 사용하여 가
격의 주기적인 변동을 도출하였다.2)
대역 통과(BP) 필터를 사용하면 다양한 주기 현상이나 빈도의 주기적 요소의 결합
2) Christiano and Fitzgerald(2003)의 방법론은 비대칭 이동평균을 활용한 필터로, 빈도 정의역(frequency
domain)에서 미리 정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기변동 부분만 추출하는 대역통과(band pass) 방식
임(변양규, 2016). 모든 관측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장기에 수렴하는 비대칭 필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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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제 관련 시계열 자료를 나타낼 수 있다. Cuddington and Jerrett(2008)에 따라
BP 필터를 사용하면 실질 상품 가격 지수(series)의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 P)를
장기 추세(T) 요소와 슈퍼 사이클(S) 요소 및 기타 단기(O)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식
1 참조>.

  

(1)

여기서 슈퍼 사이클에 해당하는 사이클 기간을 정해야 한다. 가격 상승기가 보통
10년부터 35년까지 이르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 배인 20~70년을 하나의 완전한 슈퍼
사이클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각 가격 시계열 자료에 BP(20, 70) 필터를 적용함으로
써 슈퍼 사이클 요소를 도출하게 된다<식 2 참조>.

    

(2)

이처럼 정의한 슈퍼 사이클 아래 장기 추세는 자연적으로 70년을 초과하는 시기의
모든 주기적 요소로 간주한다<식 3 참조>.

    ∞ 

(3)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장기 추세가 자료의 전 기간에 걸쳐 일정하다고 가정하지 않는
다. 오히려 추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화할 수 있다. 장기 추세와 슈퍼 사이클
을 확인한 후에 그 나머지는 단기의 주기적 요소인데, 2년에서 20년까지 주기를 지닌
다<식 4 참조>.

   

(4)

그래프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추세 요소(non-trend; NT)는 장기 추세
로부터 총 편차로 규정한다<식 5 참조>.

    

(5)

이를 BP 필터로 표현하면 <식 6>과 같다.

        

(6)

<그림 2>은 실질 캐나다 은행의 상품가격지수(Bank of Canada commodity price
index: BCPI)의 로그값(log level)과 BP 필터를 통해 추출한 장기 추세를 1899년부터
2015년까지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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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캐나다 은행의 실질 상품가격지수(BCPI) 로그값과 장기 추세

자료: Büyükşahin et al.(2016)

<그림 3>은 실질 BCPI와 장기 추세 간 로그 격차(log difference)를 나타낸다. 이처
럼 추세를 제거한 데에서 다시 단기 진동(oscillation)을 제거하면 실질 BCPI의 슈퍼
사이클만 남게 된다. 그 결과 슈퍼 사이클의 최고치가 장기 추세로부터 40%까지 변동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실질 BCPI의 로그 격차

자료: Büyükşahin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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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한 연구들은 1899년 이래 총 4번의 상품 슈퍼 사이클
이 있었다고 제시한다. BCPI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표 1>은 4번의 슈
퍼 사이클의 기본통계이다.
<표 1> 상품 가격의 슈퍼 사이클
분류

1899-1932

1933-61

1962-95

1996-

1904

1947

1978

2011

최고

10.2%

14.1%

19.5%

33.5%

최저

-12.9%

-10.0%

-38.1%

23.7%

상승 기간

5년

15년

17년

16년

하락 기간

28년

14년

17년

진행중

최고점 연도
장기 추세 대비 슈퍼
사이클의 위치

주: 자료 기간인 2015년까지 반영한 결과임. 최근 자료까지 포함할 경우 4번째 슈퍼 사이클 기간은 1996~2020년
으로 볼 수 있음.
자료: Büyükşahin et al.(2016)

슈퍼 사이클의 최저점부터 다음 최저점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32년이다. 물론 모
든 사이클이 같지 않으며 사이클마다 상승과 하락 국면의 기간도 다르다. 예를 들면,
사이클이 최고점에 이르는 기간은 5년에서 17년까지이고, 최고점에서 최저점에 이른
기간은 14년부터 28년까지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4 참조>.
<그림 4> 슈퍼 사이클의 패턴

자료: LePa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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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은 BCPI를 구성하는 비금속(base metal), 농산물, 축산물, 유류의 슈퍼 사
이클을 나타낸다. BCPI와 마찬가지로 비금속과 농산물 및 축산물의 슈퍼 사이클은 크
게 4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보이며, 유류의 경우 3번의 사이클을 지니는 것으로 나
타난다. 이전 사이클과 달리 1996년부터 시작한 주요 상품의 슈퍼 사이클은 모두 같
은 시기에 상승 기조를 갖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5> 주요 상품별 슈퍼 사이클

자료: Büyükşahin et al.(2016)

3. 슈퍼 사이클을 둘러싼 쟁점
3.1. 찬성 측 주장
상품 슈퍼 사이클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높은 물가상승률
(inflation) 전망이다. 2021년 3월 18일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1.75%까지 상
승하였다<그림 6 참조>. 이는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날, 미국 연
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기존의 낮은 수준인 0~0.25%로 동결하면서도 앞으로
수년간 물가상승률이 2% 초반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을 제시하였다(Fed, 2021).
역사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상품 가격은 일관된 동반 움직임을 나타내왔다. 미국

84

Issue Box 1편 : 상품 슈퍼 사이클(Supercycle) 관한 쟁점

Fed처럼 코로나-19 환경에서 세계의 많은 중앙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인정할 것이라 보면 상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림 6>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Fred.stlouisfed.org (검색일: 2021년 3월 17일)

물가상승률의 주된 압박요인으로 화폐공급(M2) 증가율을 들 수 있는데, 이미 1970
년대 수준을 초과한 상태이다<그림 7 참조>. 2008~9년 금융위기 이래 통화유통속도
(money velocity)는 꾸준히 감소해오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급락하였다. 통화유
통속도가 낮은데도 물가상승률에 관한 기대와 상품 가격이 급등한 것은 특이하다. 이
에 더하여 코로나 대유행 이후 경기회복 국면에 들어 통화유통속도가 빨라지면 물가
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7> 미국의 물가상승률과 화폐공급량(M2) 증가율 추이

자료: Longtermtrends.net (검색일: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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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가격 급등이 적절한지는 주식과 같은 다른 자산과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게
유용한다. <그림 8>은 1971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골드만삭스 상품지수
(Goldman Sachs Commodity Index)와 S&P500 지수 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골드만삭스 상품지수/S&P500 지수: 1971년 1월~2021년 1월

자료: Incrementum AG(incrementum.li) (검색일: 2021년 3월 17일)

지난 50년간 상품과 S&P500 지수의 비율은 평균 3.9를 기록하였다. 2021년 1월의
비율은 0.5 정도로 낮아 주식 가격에 견주어 상품 가격이 큰 폭으로 저평가됨을 알
수 있다. 만약 상품 가격이 주식 대비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거의 700% 정도 상
승하여야 한다. 2020년부터 가격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나, 주식 가치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2021년의 상품 가격 회복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기간 구조적인 상
승장의 시작으로 평가하였다(Goldman Sachs, 2020).
① 전통 경제의 보복
- 낮은 수익률로 10년 이상 지속하였던 구조적 저투자가 코로나-19 대응 측면에
서 2020년에 가속함.
- 코로나 백신이 주도하는 수요 회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 능력이 부족함.
- 투자 결정이 역사적으로 바닥권에 놓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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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적 수요가 이끄는 REV 수요
- 코로나 사태는 금융 안정 대신에 사회적 수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 기조
를 만듦.
- 새로운 정책 기조는 사이클을 더욱 강하게 하면서 상품 집약적인 경제 성장을
창출할 것임.
- 재분배(Redistributional) 정책, 환경(Environmental) 정책, 다각화한(Versatile) 공
급망 계획 등 세계적인 REV 계획이 상품의 국제적 수요를 증진할 것임.
- 중국의 새로운 5개년 계획(5YP),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미국 바이든
(Biden)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 정책이 중점을 두었던 금
융 안정에서 벗어나 REV 수요에 더욱 집중할 것임.3)4)5)6)
③ 재평가(revaluation)와 재팽창(reflation)
-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 지출의 급증은 달러화의 역풍으로 나타남.
- 정부 지원은 2021년 이후 서서히 사라지면서 유류와 금값이 역사적인 정점에
이르렀던 1970년대와 2000년대와 비슷하게 양(+)의 피드백 회로(loop)로 나타
날 것임.
- REV 정책의 영향으로 1970년대 이래 경험하지 못한 높은 물가상승률에 직면할
위험이 있음.
대규모 정부 지출, 코로나-19 대응 유동성 공급, 낮은 이자율, 중앙은행의 채권 매
입, 친환경 에너지(green energy)로 전환, 하부구조 건설, 전면적인 재난지원금, 화폐
3) 중국은 2021년 3월에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5년)을 통해 ① 빠른 속도 중심에서 높은 품질 중
심의 경제개발로 전환, ② 이중 순환정책(dual circulation policy: 국내와 국제시장의 상호 강화)을 추구하
되, 국내수요가 주도하는 새로운 개발패턴 추구, ③ 혁신과 기술적 독립, ④ 경영과 시장 개혁, ⑤ 제조업의
발달, ⑥ 도시화, ⑦ 건강 돌봄, ⑧ 환경과 기후변화 등을 제시함(Dezan Shira & Associates, 2020). 특
히, 5YP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잠정적 로드맵을 제시하였는데, 이 목표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국으로서 중국이 2030년 전까지 배출량 최고점에 도달한 후 감축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임.
4) 유럽의 그린딜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 경제활동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
를 상쇄하는 활동(예: 나무심기, 재생에너지 활용, 배출권거래와 같은 경제수단 채택 등)을 통해 순 배출량
을 “0”로 만드는 것) 목표를 담고 있음(이혜경, 2020).
5)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에 1조 9,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제시함(The Guardian,
2021).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미국이 지출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총 6조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제2차 세
계대전에서 지출한 자금보다 큰 규모임.
6) 주요국이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는 규모는 앞으로 20년간 40조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있음(. 이러한 전
망은 상품 슈퍼 사이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주목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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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 증대, 달러화의 약세 등이 종합적으로 슈퍼 사이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지적한다. 실제로, 2020년에 상품 가격은 이전보다 높은 이득을 창출하였다<그림 9
참조>.

<그림 9> 상품별 연도별 가격 수익률

자료: Holmes(2021)

2020년에 옥수수는 25% 상승하였고, 밀은 15% 증가하였다. 총 14개 품목 중에 석탄
(-1.3%)과 유류(-20.5%)를 제외한 12개 품목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양(+)의 수익
률은 2019년에는 9개 품목, 2018년에 3개 품목과 견주어 구조적인 변화라 할 만하다.

3.2. 반대 측 논리
2020년 11월 이래 유가(Brent crude)는 70% 상승하여 2021년 3월 초에 배럴당 70달
러에 육박하였다<그림 10 참조>. 경제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계
적인 투자은행인 제이피모건 체이스(JMMorgan Chase)와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배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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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신에 의한 경기회복과 주요 수출국의 생산 감
축 및 투자 지연으로 유가 강세가 중장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근거를 내세웠다.
그러나 유가 등 상품 가격의 강세는 단기적일 것이란 주장도 있다(Campanella,
2021). 그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팬데믹에 의한 기업폐쇄 등의 피해와 생산 부족을 메꾸
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급격한 수요 증대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유가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부양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수요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칠 것이다.
<그림 10> 브렌트 원유 가격 추이

자료: Oilprice.com (검색일: 2021년 3월 18일)

둘째, 공공부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친환경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부구조 투자
계획(약 2조 달러)이나 EU의 그린딜 추진이 코로나 대응에 의한 부채부담으로 제한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코로나 백신의 접종 속도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국가 간 격차가 현실
화한 상황에서 경제활동과 사회적 삶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유류 수입에 의존하는 신흥국가의 경우 백신 공급에 제약을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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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경기회복과 수급 개선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넷째, 코로나-19가 비즈니스나 삶의 방식에 이미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탄
력적인 근무환경과 온라인 소통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감소하고 세계 상품 공급망이
단축되어 이전과 같은 산업활동과 수요가 자동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예를 들면, 유류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
다섯째, 유류의 공급 측면에서 OPEC+의 감산이나 동결이 해제되면 경기회복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 가격압박이 감소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세계
의 유류 수요는 하루 1억 배럴이었으나, 2020년에 9,000만 배럴로 감소하였다. 미국의
생산량은 낮은 가격으로 말미암아 200만 배럴이 감소하였고, OPEC+의 감산으로 약
800만 배럴의 공급 여력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단기에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 수요 증대로 유가가 오를 것이나 이전의 슈퍼 사이클과 같이 지
속적인 오름세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4. 시사점과 결론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쌀 92%, 밀 0.7%, 콩 26.7%, 옥수수
3.5%이다.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지금의 식량 조달체제는 국제 가격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곡물을 비롯한 주요 상품의 슈퍼 사이클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은 국제 곡물 선물가격이 2020년 중반 이후 오름세를 나
타내고 있으며 2021년 2분기까지 선물가격지수가 2015년(=100) 대비 138.4에 이를 것
으로 내다본다<그림 11 참조>. 또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기상이 악화하고 중국의 곡
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관측 아래 3월 조기경보지수를 “경계” 단계로 상향 제시
하였다<그림 12 참조>.7)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부의 총괄조정 아래 세계시장 곡물 수급을 관측하여, ① 안정(0.0 이하), ② 주
의(0.0~0.5), ③ 경계(0.5~1.0), ④ 심각(1.0 이상) 등 4단계로 조기경보지수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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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밀, 옥수수, 콩 선물가격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그림 12> 2021년 3월 조기경보 단계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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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슈퍼 사이클에 대비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자급역량을 높여야 한다. 연간 16,000ha 이상의 농지가 전용되는
상황에서 자급 생산기반 확충은 난망하다. 우량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간척지 등을 효
과적으로 활용하고, 경영 규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자급기
반을 확충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또한, 수요에 부합하는 품종 개발과 산업육성책에
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중장기 해외 곡물 조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부
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조가 필요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에 곡물 수출
터미널을 확보하여 2020년에 사료용 밀을 국내에 공급한 사례와 팬오션이 미국 북서
부의 곡물 수출터미널 지분을 확보하여 사료용 옥수수를 국내에 공급한다는 계획 등
은 고무적이다. 민간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고 운송과 물류 등
하부구조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
셋째, 신축적인 국내 및 수입정책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
하여 수입물가 상승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8) 장기 도입 계약 등을 활용해 곡물을 수
입하는 방안도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가격상승에 취약한 기업이나 농
가에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제 곡물 수급의 변화를 관측하고 전망 및 분석하여 산·관·학이 공유하
고 소통하는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본부와 “국제
곡물 자문위원회”의 운영, 학계와 다른 민간부문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그 어느 때보
다 중요하다.

8)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수입가격이 급등한 품목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임. 2021년에 할당관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품목을 지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농수산물은 2020년과
같은 21개 품목임(기획재정부, 2020).

92

Issue Box 1편 : 상품 슈퍼 사이클(Supercycle) 관한 쟁점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20.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2020년 12월 28일 보도자료.
변양규. 2016. 세계 경기변동 국면 판단과 시사점. KERI Insight 16-28.
이혜경. 2020.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
법 동향과 분석 제25호.
Bahattin Büyükşahin, B. Mo, K. and Zmitrowicz, K. 2016. Commodity Price
Suercycles: What Are They and What Lies Ahead? Bank of Canada Review,
Autumn 2016: 35-46.
Campanella, E. 2021. Is Gas About to Get Much More Expensive? Foreign Policy,
March 15, 2021.
Christiano, L. and Fitzgerald, T. 2003. “The Band Pass Filter.”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4(2): 435-465.
Cuddington, J. and Jerrett, D. 2008. Super Cycles in Real Metals Prices? IMF Staff
Papers Vol.55, No.4.
Dezan Shira & Associates. 2020. What to Expect in China’s 14th Five Year Plan?
Decoding the Fifth Plenum Communique. China Briefing, November 12, 2020.
Fed. 2021.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arch
16-17, 2021.
Financial Times. 2021. Oil ‘Supercycle’ Predictions Divide Veteran Traders. February
16, 2021.
Goldman Sachs. 2020. 2021 Commodity Outlook: REVing up a Structural Bull Market.
November 18, 2020.
Holmes, F. 2021. Will Commodities Ride the “Blue Wave” Higher in 2021? US Global
Investors, Investor Alert, January 8, 2021.
LePan, N. 2019. What Is a Commodity Super Cycle? Visual Capitalist, August 2, 2019.
The Guardian. 2021. The Guardian View on the Biden Stimulus: A Historic Moment.
Editorial, March 14, 2021.

9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Issue Box> 제2편

우루과이의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무역 동향1)
허 덕(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및 편집인)*
김태련(KREI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머릿말
지역 내에서의 관세 철폐와 역외 공통관세 실시를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이 관세동맹인 메르코수르(Mercosur2))를 1995년에 발족하
였다. 메르코수르는 2019년 7월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한 바 있으며, 캐나
다, 한국과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일본과의 협정에 관해서도 메르
코수르 각 국 수뇌와 재계업계로부터 협의 개시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경제제휴
협정(EPA)을 진행 중).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구성원인 4개 국가 모두 농업생산이 활발하다. 그 중 강대국으로 분류되는 브라질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
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를 기초로 수정·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원고화 것이다.
2)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을 말한다. 영문 정식 명칭은 Southern Common Market이며, 사무국
은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소재해 있다. 1991년 아순시온 협약 체결로 출범한 메르코수르는 국제사회에
서 가장 단기간에 관세동맹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예로 평가받는다. 메르코수르는 물류·인력·자본
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촉구하며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와 경제를 통합·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5년 이후 모든 관세를 철폐하면서 단순한 경제블록을 넘어 유럽연합(EU)과 같은 통합체제를 지향
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창설 당시 회원국 간 역내 교역액은 연간 7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995년에는 158
억 달러로 급증했다. 회원국 정부들도 메르코수르 공고화를 위한 관세동맹 완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관세
동맹을 넘어 재정통합까지도 시도하고 있다. 회원국은 2012년 7월 31일 베네수엘라의 정식 가입 승인이 나
면서 5개국으로 늘었으나, 2017년 7월 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이 당분간 정지됐다. 메르코수
르 정회원 4개국 외교장관은 2017년 7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 복구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
한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는 2012년 가입하며 4년 안에 정회원국 요건을 갖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메르코수르는 1998년 우수아이아 의정서에 근거해 회원국에 정치범을 풀어주고 민주주의로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볼리비아가 메르코수르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칠레, 콜롬비
아, 에콰도르, 페루, 가이아나, 수리남 등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
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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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나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루과이와 파라
과이에 대한 연구나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 두
나라 중 우선 우루과이의 농업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루과이는 2020년에 일본에 쇠고기 수출을 시작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진출
하기 위해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3))의 형태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결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에 우루과이의 농업에 대하여 국제기관에 의한 통계
등의 공개정보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농업생산 등의 상황에 관한 고찰에 앞서, 전제가 되는 자연, 정치·경제 등의 상황
에 대해 살펴보자.

1.1. 국가 개요
국가의 정식 명칭은 우루과이 동방공화국(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이다. 아
르헨티나와의 국경을 형성하는 우루과이 강 동쪽에 위치한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우
루과이 북동쪽은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 외에 남쪽방향은 대서양에 면해
있다. 남위 30~35°에 위치하며,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해당한다. 기후적
으로는 온난습윤기후4) 지역에 속한다.
3) 무역협정(Trade agreement).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가 상호간의 무역관계에 대해서 준거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체결로 명칭과 내용이 일정하지는 않다. 광의의 무역협정은 ⑴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적 원칙, 선
박의 대우, 관세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협의의 무역협정, ⑵ 협의의 무역협정에 부수하여 일정기간의 무
역의 품목과 수량을 정한 무역계획, ⑶ 무역과 관련한 지불방법을 정한 지불협정(금융협정·통화협정이라고도
한다)의 3요소를 포함하고, 때로는 통상협정이라고도 하지만 3요소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통상
항해조약(통상조약)이 무역관계 이외의 일반적 경제교류관계와 관련된 다수의 중요규정을 포함하여 광범위하
고 장기에 걸쳐 유효한 것과 비교하여, 규정한 사항의 범위가 좁고, 단기 또는 잠정적이다. 협의의 무역협정
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수출입 품목에 관하여 수량, 예산금액, 결제방법 등의 기술적·행정적 세목을 규정
하고 보통, 당기간의 무역관계가 대상이 된다. 특정의 1차상품의 국제거래에 대해서 정한 것을 국제상품협
정이라고 한다. 지불협정은 보통 수출입 기타의 수지와 관련하여 지불내용, 환율, 협정예산의 운용세목, 이자, 기한
등을 정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https://terms.naver.com/).
한편, 보통 우리나라와 외국간 자유무역협정을 FTA라고 하는데, 한-메르코수르는 TA(Trade Agreement : 무
역협정)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FTA와 거의 유사하다(출처; 산업부통상교섭본부, 알고보
면 쓸모있는 통상용어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https://blog.naver.com/tongsangnews/221609577328)
4) 온난습윤기후(temperature humid climate). 주로 중위도에 나타나는 온대기후는 대륙의 서안에 위치하는지
동안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데, 대륙 동안의 경우 온난습윤기후(Cfa)와 온대겨울건조기후
(Cw)가 나타난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륙 동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
로 인해 여름에는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계절
풍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한랭건조하다. 온난습윤기후는 주로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바다의 영향을 많
이 받아 해양성기후의 특징을 보이는 곳에 나타나며, 겨울에도 덜 건조하고 강수량이 비교적 많다. 여름의
경우, 아열대 해상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으로 열대기후와 비슷한 고온과 습도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로 온난습윤기후를 아열대습윤기후(humid subtropical climate)라 부르기도 한다. 온난습윤기후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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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이 부족하여 17세기 유럽 여러 나라에 의한 식민활동이 당초에는 왕성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팜파스5)(좁은 의미로는 아르헨티나에만 사용)라고 불리
는 비옥한 목초지대에서 방목 가축의 번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18세기에
들어서 최종적으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다.
1825년에 독립을 선언하였고 1828년에 건국한 이후 순조롭게 발전하여 19세기 말
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이웃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함께 세계적으로도
가장 번영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불황에 빠져
사회·경제 혼란을 계기로 1973년부터 1985년의 민정 이관까지 이어지는 군사 정권
이 탄생하였다.

1.2. 정치·경제 개요
1985년 민정 이관 이후, 2005년부터 좌파 정당인 확대전선에 의한 정권이 3기 15년
에 이어졌다. <표 1>에 나타낸 것처럼, 경제는 꾸준히 유지되어 국민 1인당 GDP는
17,120달러로 남미에서 최고가 되었다. 2019년 11월에 실시된 차기 대통령 결선투표
에서는 야당인 국민당 후보인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Alberto Lacalle Pou)가 승리하
여 2020년 3월 1일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표 1>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성장률(%) 7.5

4.1

6.5

7.2

4.2

7.8

5.2

3.5

4.6

3.2

0.4

1.7

2.7

자료: UN, ‘National Accounts’.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나는 대표적인 지역은 중국 동남부, 우리나라의 남해안, 일본 중남부, 미국 동남부, 남아메리카 동남부 등이
다. 식생은 다른 온대기후와 비슷하게 낙엽수와 침엽수가 섞여 있는 혼합림이며, 연중 따뜻하고 습윤한 특
성에 따라 상록활엽수도 나타난다. 동아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유명하며, 차 등의 재배도 활발하
다. 남·북아메리카의 경우 밀, 옥수수, 콩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기업적 농업과 대규모 목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적 목축이 발달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5) 팜파스(Pampas). 남아메리카 대륙 파라나 강 하류에서 아르헨티나 중남부에까지 펼쳐진 광대하고 평탄한
초원 지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반경 500~700km로 부채꼴을 이루고 있는데 내륙부는 건조하나
동부는 기름진 습윤 지역으로 밀 재배와 소 사육이 성한 아르헨티나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다. 내륙 건조 지
대에서도 목축업이 활발하다. 팜파(Pampa)라고도 한다. 넓이 76만km2.(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인문지
리사전, 2009. 3. 25.,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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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같이 인구는 346만 명(2017년)이며, 국토면적은 남미에서 두 번째로 작
다. 일본 국토면적6)의 절반 이하(0.47배), 우리나라보다는 1.75배 정도 넓은 면적에
해당하는 1,760만 헥타르이다7). 국토의 대부분은 평지 또는 완만한 구릉지이며, 전체
면적의 82.1%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농지의 83%는 영년성 채초·방목지(영구초지·방목지라고도 한다)이다.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소 사육 마릿수는 인구의 약 3.5배인 약 1,200만 마리에
달한다. 또한, 수출용 농작물 생산이 번성하고, 우루과이 전체 수출액의 약 3분의 2를
농축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표 2> 메르코수르 각국 개요
인구

GDP 중
국민1인당 수출농산물 국토면적 농지면적 그 중 채초
농수산업
(B)/(A) 삼림면적
GDP*
점유율
(A)
(B)
·방목지
점유율*

연도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단위

백만명

%

달러

%

백만ha

백만ha

백만ha

%

백만ha

브라질

209.3

5.2

9,821

36.5

851.6

235.9

172.6

27.7

493.5

아르헨티나

44.3

6.7

14,400

56.6

278.0

148.7

108.5

54.3

27.1

파라과이

6.8

20.0

4,322

62.6

40.7

21.9

17.0

54.0

17.0

우루과이

3.5

5.7

17,120

65.5

17.6

14.5

12.0

82.1

1.8

(참고)일본

127.5

1.1

38,220

0.6

37.8

4.4

-

11.8

25.0

자료: FAOSTAT, ‘Populaton’, ‘Trade’ 및 ‘Inputs’은 UN, ‘National Accounts’.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
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
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2. 주요농산물 국내 수급균형
우루과이의 농업생산은 <표 3>과 같이 자급률이 100% 전후 또는 100% 미만인 자
급적인 농산물(일부 수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급률이 100%를 크게 초과한다.
즉, 국내 생산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수출지향성이 높은 농산물이 많다.

6) 일본 국토면적은 3,779만 7천㏊(2017년 기준).(KOTRA 제공)
7)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03만 6,371.5㏊(2017년 기준)(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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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성이 높은 농산물은 수출지향성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자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 부류에는 감자류, 채소, 과일, 닭고기 등
이 해당되며, 수출지향성이 높은 농산물에는 곡물(쌀, 밀, 보리(맥주보리), 콩(대두제
품 제외), 유제품, 쇠고기, 양고기 등이 해당된다.
이하에서는 수출지향 농축산물(‘수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표 3> 주요 식량의 국내 수급 균형(2011-13년 평균)
품명

국내생산량(A)

순수출량(B)

국내수요량(C)

수출비율(B)/(A)

자급률((A)/(C)

천톤

천톤

천 톤

%

%

3,533

2,212

1,434

63

246

쌀(정미)

1,167

1,078

89

92

1,303

밀

1,510

1,126

584

75

258

249

214

28

86

889

172

63

234

36

73

2,680

2,578

197

96

1,362

@대두유

8

21

25

245

33

@대두박

36

42

79

117

46

채소

171

51

25

245

33

과일

506

55

454

11

112

우유

2,259

512

1,763

23

128

@탈지분유

628

322

311

51

202

@버터

28

23

5

82

610

@치즈

86

45

35

52

246

@유장

359

361

36

101

1,001

661

398

263

60

251

쇠고기

496

398

98

80

507

양고기

43

15

28

35

154

돼지고기

17

33

50

195

34

닭고기

96

11

84

12

113

곡류 계

보리
감자류
콩

육류

주: 1. @는 유래의 제품(가공품)을 의미함.
2. 순수출량=수출량-수입량. (-)은 수입량이 더 많은 것을 나타냄.
자료: FAOSTAT ‘Food Balance’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
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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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농산물 수급추이
다음으로 네 가지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의 수급에 대해 미국 농무부(USDA)의
PSD(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데이터를 이용하여 30년 동안(2019년에 대
해서는 예측)의 시간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생산량이 많고 수출 비율이 높은 밀, 쌀, 콩, 쇠고기 등 4가지 품목에 대해 <그림
1~그림 4>를 작성하였다. 그림에서 중앙 세로축을 사이에 두고 좌측이 수요량(국내
수요 및 수출), 우측이 공급량(국내 생산 및 수입)을 나타내는 가로 막대그래프를 볼
수 있다. 해당 그래프는 재고 변동이나 통계상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래 세로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어야 한다.

3.1. 밀
국내 수요량은 약 50만 톤 전후8)로 곡물 중 국내 수요량이 가장 큰 밀은 2005년경
까지는 수출지향보다 오히려 자급적 농산물이었다. 국내 생산만으로는 부족하여 수입
에 의존하는 해도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급속히 생산이 확대되어, 수출도 순조롭
게 확대되었다. 2011년에는 과거 최고인 192만 톤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그림 1> 밀 수급 추이

자료: 미국 농무부 ‘PSD’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
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8) <표 3>에서는 58만 톤이지만, FAO와 USDA 등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계수에 차이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차이가 축소되고 있지만, 1997～2014년은 차이가 크다. 확실한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식용수요만을 계상하
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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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쌀
쌀의 국내 수요는 6~10만 톤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이전부터 수출 농산물로서 수
십만~100만 톤 정도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최근에는 80~100
만 톤 정도를 수출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쌀 수급 추이

자료: 미국 농무부 ‘PSD’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
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3.3. 콩
최근에 최대 경종작물이 된 콩은 2000년대 이전에는 재배가 왕성하지 않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아르헨티나 자본 유입(목초지의 구입, 임차)으로 생산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면서 국내 수요(가공용을 포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생산된 콩의 대
부분을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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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콩 수급 추이

자료: 미국 농무부 ‘PSD’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
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3.4. 쇠고기
광대한 채초·방목지를 배경으로 한 목축업에서는 이전부터 쇠고기 생산이 활발하
였다. 쇠고기는 국민의 주요 식량인 동시에 중요한 수출 산품이다. 수출량도 최근 증
가 추세에 있다.
<그림 4> 쇠고기 수급 추이

주: 1996년의 수출량 데이터가 누락되었다고 생각됨.
자료: 미국 농무부 ‘PSD’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
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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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 차원에서 본 농축산물 상황
국토의 82.1%에 해당하는 1,447만 ha의 농지 내역을 보면, 국토의 대부분이 구릉지
대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농작물의 작물 경작지는 17%(247만 ha)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83%가 영년 채초·방목지이다(표 4 참조).
<표 4> 농지 내역(2017년)
항목명

(오리지널 명칭)

면적 (천 ha)

농지

Agricultural land

14,469

그중 농작물 경작지

Cropland

2,469

경지

Arable land

2,430

단년생 작물

Land under temporary crops

1,700

단년성 목초지

Land under temp. meadows and pastures

540

휴경지

Land with temporary fallow

190

영년생 작물

Land under permanent crops

그 중 영년 채초·방목지

Land under perm. meadows and pastures

경작 채초·방목지

Perm. meadows & pastures - Cultivated

천연초지·방목지

Perm. meadows & pastures - Nat. growing

39
12,000
1,500
10,500

자료: FAOSTAT, ‘ Inputs’.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
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주요 작물(콩 및 곡물 이외에 유채씨, 고구마, 사탕수수 등)의 작부면적을 우루과이 농
목수산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콩과 그 이외의 곡물로 나누어 보면, <그림 5>와 같다.
꺾은 선으로 나타낸 콩을 보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되어 2012년 이후 콩 이
외의 작물의 합계보다 많아졌다. 수출작물인 쌀은 대략 15~18만ha로 추이하고 있다.
밀은 2010년 전후에는 50만ha를 넘는 해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20만ha 전후로 추이하
고 있다. 대신 맥주보리(보리) 작부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경까지는 유량종자로 해
바라기가 재배되었으나 현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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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요작물의 작부면적 추이

주: 이 그림에서는 콩의 작부 면적만을 꺽은 선으로 따로 표시하고 있지만, 작부 면적이라는 같은 항목을 대상으로 하
고 있으므로 콩도 적재 막대 그래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일 수 있음. 그 경우 콩의 변동만이 강조되
어 다른 작물의 변동이 불선명해지므로 일부러 이와 같은 그래프로 만들었음.
자료: 우루과이 농목수산성 ‘통계연보’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
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5. 무역측면에서의 농축산물
5.1. 전체 상품 무역에서의 농축산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로 최근 우루과이의 전체 상품무역액을 보면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에서 보면, 수출이 70~90억 달러, 수입이 90~120억 달러
로 무역수지는 매년 20억 달러 전후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수출에서는 농축산물의
수출액 및 비율이 높고, 또한 상승 경향에 있다. 최근에는 수출액 비율이 65%를 넘고
있다.
한편, 농축산물 수입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한정적이다. 농축산물만의 무역수지를
보면, 매년 4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내고 있다. 농축산물이 우루과이의 무역에서 매
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루과이에는 11개의 경제특구(면세지역)가 있다. 이들 경제특구를 통해 수출되는
물량은 FAO를 포함한 국제통계에 계상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
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루과이 투자수출촉진청의 분석에 의하면, 특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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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역을 포함할 경우 수출액이 전체적으로 15억 달러 전후로 커진다고 한다. 즉, 실
제 무역수지는 균형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 무역액 추이

자료: FAOSTAT, ‘Trade’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
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5.2. 개별 농축산물
수출품목을 HS코드 4자리수의 레벨에서 보면, <표 5>와 같다. 상위 10위까지는 농
림축산품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농림축산품의 비
율도 75% 전후로 높다. <표 6>과 같이 수입 농림축산물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 비율
은 6% 정도로 낮다.

104

Issue Box 2편 : 우루과이의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무역 동향

<표 5> HS 코드 4자리수에 의한 수출 상위 품목
순위 HS코드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총액(백만 달러)

품목

9,165.7

7,669.5

6,963.6

7,889.4

7,498.0

7,837.2

1

0202

냉동쇠고기

1,037.2

1,057.9

1,060.3

1,130.3

1,279.5

1,113.0

2

1201

콩

1,620.8

1,122.0

857.2

1,200.4

526.8

1065.5

3

4403

원목

439.3

570.7

566.3

695.1

754.5

605.2

4

1006

쌀

513.1

361.4

413.8

459.4

394.0

428.3

5

0402

농축·가당유(분유)

381.8

357.5

362.8

379.7

458.4

388.1

6

0201

신선·냉장 쇠고기

401.8

364.6

376.7

373.2

346.9

428.3

7

0102

생우

140.1

145.6

195.8

221.1

271.0

194.7

8

1107

몰트

186.6

127.8

158.3

182.8

193.8

169.9

9

4104

처리 우피

184.0

184.2

148.2

150.3

130.1

159.4

10

0406

치즈

241.4

140.8

121.9

129.2

120.9

150.8

75.8

74.1

76.6

76.4

74.0

<참고>농림축산물 비율* (%)

5년 평균

자료: UN,‘Comtrade’.농림축산물 비율은 우루과이 농목수산성 ｢통계연보(2015-19 매년)｣에 의함. 下保 暢彦, ‘第４
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
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표 6> HS 코드 4자리수에 의한 수입 상위 품목
순위

HS코드

품목

수입총액(백만 달러)

2015

2016

2017

2018

10,762.3

2014

9,489.4

8,136.6

8,457.9

8,893.2

5년 평균
9,147.9

1

2709

원유(原油)

1,341.0

818.1

677.5

219.2

1,122.2

835.6

2

8703

승용자동차

387.4

368.8

322.1

409.4

330.0

363.5

3

8517

전화기 등

381.5

273.8

283.9

315.7

305.2

312.0

4

8704

화물자동차

222.6

174.4

160.1

213.9

169.7

188.2

5

3808

살충제·제초제 등

213.5

145.2

121.7

147.0

164.5

158.4

6

3004

의약품

137.2

149.3

150.3

147.3

157.7

148.3

7

8708

자동차부품

200.5

131.9

60.1

109.9

147.2

129.9

0903

마테차

101.7

89.3

71.5

69.0

74.4

81.2

0203

돼지고기

76.3

71.8

72.8

89.7

82.9

78.7

1005

옥수수

51.7

44.4

34.3

54.2

121.9

61.3

5.3

5.6

5.8

5.8

8.0

농산물

<참고>농림축산물 비율* (%)

자료: UN, ‘Comtrade’. 농림축산물 비율은 우루과이 농목수산성 ｢연차통계보고(2015-19 매년)｣에 의함.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
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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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요 수출품목인 콩에 관해서는 다른 수출국에 비해 우루과이에는 특징적인
점이 있다. 콩 및 콩제품(대두유 및 대두박)의 국제무역에서 순수출국인 브라질, 미국
다음으로 파라과이, 캐나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7개국(2016~2018년
평균 콩 순수출량 기준)과 볼리비아(콩 순수출량은 크지 않지만 콩제품 순수출국) 등
이 국가이다.
<그림 7-A, 7-B> 콩 수출국의 콩 및 콩 제품 순수출량(2016-18년 평균)

주: 그림 7-B(버블 차트)에서 버블의 크기와 그림 안의 계수는 콩(자실)의 순수입물량(1백만 톤)을, 버블의 색상은 파
랑이 콩(자실)의 순수입국, 노랑이 순수입국임을 나타낸다.
비고: 그림 7-A(막대그래프)에서 왼쪽 3개 국가와 오른쪽 5개 국가의 스케일이 다름(10배), 그림 7-B에서 아르헨티나
가 가로세로 양축으로 점프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기 바람.
자료: 미국 농무부, ‘PSD’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
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이들 순수출국의 콩(자실, 子實) 및 콩제품별 순수출량을 보면, <그림 7-A 및 그림
7-B> 와 같이, 브라질과 미국은 콩 자실에 대해도 제품에 대해 순수출 대국이다. 이러
한 가운데에서도, 제품에 대해서는 2대 수출국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 아르헨티나이
다. 한편 우루과이는 순수출 8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대두유 및 대두박에 대하여 순수
입국으로 되어 있다(캐나다는 대두박이 순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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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가 대두유 및 대두박에 대하여 순수입국인 이유는 콩 생산이 우루과이에
서 본격적으로 급증한 것이 2000년 이후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국내 착유를 비롯
한 콩가공업이 미숙하다는 공급면의 제약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 대
두유에 대한 수요는 식용이지만, 인구 규모에 따른 수요량과 사료용이 중심인 대두박
의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루과이 축산업은 방목에
의한 소, 양 등 대가축이 중심이며, 농후사료를 필요로 하는 중소가축은 그다지 활발
하지 않다는 점 등을 요인으로 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을 하는 인센티브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6. 무역상대국
6.1. 전체 무역
<표 7>과 같이 수출입 모두 중국, 브라질, EU, 아르헨티나, 미국과의 거래가 많다.
일본과의 무역은 매우 작다. 수출의 경우 국내의 경제특구에 대한 물품이 10억 달러
전후이며, 전체의 10~2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림 8>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제특구로부터의 거래를 포함하여도, 수출 상대
국의 경향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표 7> 무역 상대국
순위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국명

2016

2017

2018

국명

2016

2017

2018

1

중국

891

1,481

1,500

중국

1,532

1,694

1,678

2

브라질

1,198

1,299

1,133

브라질

1,462

1,646

1,641

3

경제특구

1,314

1,296

951

EU

1,461

1,309

1,118

4

EU

908

867

835

아르헨티나

1,084

1,064

1,102

5

미국

452

458

457

미국

565

923

708

6

아르헨티나

364

437

409

나이지리아

237

187

365

-

일본

10

9

10

일본

60

65

60

자료: UN, ‘Comtrade’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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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경제특구 포함 주요 수출 상대국 및 수출 품목(2018년)

자료: 우루과이 투자수출촉진청, 'Foreign Trade Report 2018'.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
動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
究所에서 재인용

6.2. 주요 농산물 수출 상대국
다음으로 수출 상위 농축산물인 쇠고기, 콩, 쌀에 대해서 각각의 수출 상대국의 변
천을 정리해 본다.

6.2.1. 쇠고기(HS코드: 0201 및 0202)
<그림 9>와 같이 쇠고기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부터 2010년경까지 주요 상대국이
었던 미국이나 러시아로의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한때 수출량 전체가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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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에 있었다. 그러나, 2010년경부터 중국 수출이 급증하여 2018년에는 18.4만 톤으
로 전체의 56%(중량 베이스)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 EU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4만
톤 전후로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최근 증가 경향에 있다.
<그림 9> 쇠고기 수출 대상 국가별 수출량 추이

자료: UN, ‘Comtrade’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표 8> 국가별 수송형태별 쇠고기 수출
0201 신선냉장 쇠고기
국가

년도

수출량
천톤

중국

EU

미국

수출액

0202 냉동 쇠고기

단가

수출량

수출액

쇠고기 계

단가

백만 달러 달러/kg 천 톤 백만 달러 달러/kg

수출량

수출액

천 톤(%)

백만 달러(%)

2017

0.01

0.1

10.2 160.2

606.5

3.8 160.2 (532)

606.6 (40)

2018

0.01

0.1

9.5 183.9

728.1

4.0

183.9 (56)

728.2 (45)

2017

27.2

261.7

9.6

15.7

107.1

6.8

42.9 (14)

368.7 (25)

2018

25.8

251.3

9.7

16.1

113.6

7.0

41.9 (13)

365.0 (22)

2017

2.4

26.6

11.1

33.5

164.2

5.0

35.4 (12)

190.8 (13)

2018

1.5

17.6

11.4

33.7

177.5

5.2

35.3 (11)

194.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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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신선냉장 쇠고기
국가

년도

수출량
천톤

이스라엘

러시아

세계 계

2017

0.00

수출액

세계 농업기상 정보

0202 냉동 쇠고기

단가

수출량

수출액

쇠고기 계

단가

백만 달러 달러/kg 천 톤 백만 달러 달러/kg
0.01

5.8

2018

부 록

수출량

수출액

천 톤(%)

백만 달러(%)

21.0

118.4

5.6

21.0 (7)

118.4 (8)

13.6

84.3

6.2

13.6 (4)

84.3 (5)

2017

0.2

2.6

11.3

5.6

13.6

2.4

5.9 (2)

16.3 (1)

2018

0.3

3.6

10.7

14.9

52.0

3.5

15.3 (5)

55.6 (3)

2017

42.1

373.2

8.9 262.6

1,130.3

4.3 304.7 (100) 1,503.5 (100)

2018

38.5

346.9

9.0 287.4

1,279.5

4.5 325.9 (100) 1,626.4(100)

주: 쇠고기 계의 ( )내는 전체에 대한 국가별 점유율임.
자료: UN, ‘Comtrade’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세계의 쇠고기 무역(수출)에 있어서의 우루과이의 위상을 보면 <표 9>와 같다. 우
루과이의 2018년 쇠고기 수출량은 100만 톤을 넘는 수출대국인 브라질, 오스트레일리
아, 인도, 미국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30~40만 톤 대의 그룹에 속하여, 세계 제11위에
위치한다. 수입량을 공제한 순수출량으로 보면,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가 순위를 내
려가고 우루과이는 제8위이다.
<표 9> 쇠고기 순수출량 국가별 순위(2018년)
순위

110

국명

순수출량
(천 톤)

순수출액
(백만 달러)

수출량
(천 톤)

수출액
(백만 달러)

1

브라질

1,319.0

5,231.1

1,353.7 (1)

5,458.2

2

오스트레일리아

1,138.6

6,455.9

1,140.6 (2)

6,467.9

3

인도

1,111.0

3,382.7

1,111.0 (3)

3,382.7

4

뉴질랜드

429.2

2,110.8

435.4 (6)

2,143.2

5

폴란드

368.1

1,640.4

390.5 (7)

1,730.7

6

아르헨티나

351.9

1,895.7

365.7 (9)

1,931.9

7

아일랜드

312.1

2,205.0

373.3 (8)

2,338.9

8

우루과이

309.7

1,562.8

325.9 (11)

1,626.4

9

파라과이

249.2

1,067.6

260.5 (13)

1,099.2

10

캐나다

214.8

1,093.9

351.2 (10)

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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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순수출량
(천 톤)

국명

순수출액
(백만 달러)

수출량
(천 톤)

수출액
(백만 달러)

11

벨라루시

131.2

483.9

150.7 (18)

543.7

12

나카라과

111.9

480.3

112.0 (20)

481.0

15

네덜란드

63.8

933.6

445.0 (5)

2,904.8

17

미국

47.1

2,000.0

1,014.2 (4)

7,281.9

..

주 1: 순수출량(액)=수출량(액)-수입량(액)
2: 수출량 란에서의 ( )내 숫자는 수출량 순위임.
자료: UN,‘Comtrade’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6.2.2. 콩 (HS코드: 1201)
2000년대에 들어 생산·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콩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경
제특구 전용 수출이 연도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0> 콩의 수출처 국가별 수출량 추이

자료: UN, ‘Comtrade’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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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에서 오른쪽의 흰색이 경제특구 수출이며, 왼쪽의 색깔이 있는 막대그래
프가 통관을 통한 각국 수출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 수출에서는 80% 전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이다. 또한 우루과이 투자수출촉진청의 분석에 의하면, 경제특구를 통한
수출도 포함하여 2019년의 콩 수출액은 1,002백만 달러이다. 그 중 중국 수출비율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트렌드에는 큰 차이가 없다.

6.2.3. 쌀 (HS 코드: 1006)
쌀은 <그림 11>과 같이 과거 과반을 차지했던 브라질 수출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수출지가 다각화되고 있는 가운데 페루와 이라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11> 쌀의 수출처 국가별 수출량 추이

자료: UN, ‘Comtrade’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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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과의 무역
2019년 일본의 우루과이와의 무역은 <표 10>과 같다. 수출액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53억 엔 남짓이며, 수입액이 농림수산품을 중심으로 26억 엔 정도이다. 일본 전체 무
역액이 약 118조 엔 남짓한 점을 감안하면, 거래관계는 극히 근소한 편이다(무역 상대
국가로써 수출에서 118위, 수입에서 115위).
우루과이로부터의 수입에서는 <그림 12> 및 <그림 13>과 같이 농림수산품이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2016년까지 50억 엔 정도를 기록하고 있던 화학제품으로 대표되
는 기타(공업제품 등)의 수입이 2018년을 기점으로 급감하였다. 그 결과, 2019년 농림
수산품이 수입전체의 98%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농림수산품 수입에서는 쇠고기가 2019년 2월 수입해제 후, 일약 수입 톱 품목이 되
었다. 수치로 보면, 일본의 쇠고기 수입액은 13.6억 엔으로 전체 농림수산품 수입액의
45%를 차지한다. 하지만, 일본 수입 쇠고기 중 우루과이의 점유율은 <표 11>과 같이
0.2%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일본에서 우루과이로의 농림수산품 수출은 8,818만 엔(2019년)으로 전체 수
출의 1.5% 정도이다. 이 중 대부분이 어개류(정어리 0303.53-000 등)이다.
<표 10> 일본과 우루과이와의 무역
개황품목
일본에서 우루과이로의 수출 합계 (백만 엔)
*

2016

2017

2018

2019

6,118.2

7,073.4

9,060.7

5,760.0

3.1

25.9

68.8

88.2

0

식품 및 동물

705

수송용 기기

1,102.6

1,606.0

1,957.9

1,612.3

701

일반기계

1,346.3

1,564.2

1,738.3

1,270.2

703

전기기기

1,079.7

1,088.9

1,179.3

1,138.8

20501

합성고무

983.4

1,144.5

566.7

320.2

6,325.3

5,486.4

1,336.2

3,017.2

-

-

-

1,364.8

일본의 우루과이로부터 수입 합계 (백만 엔)
*

00301

쇠고기

*

21103

양모

475.4

428.8

434.8

400.5

*

00701

어개류

395.9

514.0

167.6

342.5

*

10303

제조담배

77.9

12.0

95.1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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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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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기타 농림수산품
기타(공업제품 등)
농림수산품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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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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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 록

2018

2019

41.2

34.5

53.9

39.1

444.6

444.8

489.8

749.1

4,890.3

3,952.3

95.0

60.4

22.7

28.0

92.9

98.0

주: (1) 현황품이란 재무성 ‘무역통계’가 정의하는 분류.10의 대분류(코드 1 자리수)가 더욱 세분화(코드 3 자리수, 5
자리수, 7 자리수)되고 있음.
(2) * 는 농림 수산품.농림수산품의 대상은 현황품 대분류의 ‘0 식료품 및 동물’ 및 ‘1 음료 및 담배’의 전체와 ‘2
원재료’ 및 ‘4 동식물성 유지’에서 비농림 수산품으로 사료되는 수입 실적이 있는 코드 3자리수 베이스의 현황
품(｢209 펄프 및 고지｣, ｢213 조광물｣, ｢215 금속광 및 찌꺼기｣및 ｢405 가공유지 및 밀랍｣)을 제외하고 집
계했음.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국가별 개황품 별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
⽔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그림 12> 우루과이로부터의 개황품(대분류)별 수입액

주: 개황품(대분류)에는 이 그림의 항목 외에 우루과이로부터 수입 실적이 없는 ‘3 광물성 연료’가 분류되고 있다.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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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우루과이로부터의 농림수산품 수입액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
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표 11> 일본의 국가별 형태별 쇠고기 수입량(액)
2018

0201 냉장쇠고기

2019

수입수량(점유율)

수입액

단가

수입수량(점유율)

수입액

단가

천톤

십억 엔

엔/kg

천톤

십억 엔

엔/kg

%

%

278.8

100.0

232.5

834

274.9

100.0

231.6

843

오스트레일리아

127.4

45.7

105.6

829

125.2

45.5

105.4

842

미국

136.5

49.0

113.8

833

126.9

46.2

107.1

844

캐나다

5.3

1.9

3.6

682

10.9

4.0

7.6

701

뉴질랜드

6.4

2.3

6.4

1,003

6.8

2.5

6.9

1,015

멕시코

3.1

1.1

2.9

934

3.9

1.4

3.2

813

폴란드

-

-

-

-

-

-

우루과이

-

-

-

1.1

0.4

1.2

1,075

0.1

0.0

0.2

0.1

0.0

0.2

2,847

기타

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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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202 냉동쇠고기

부 록

2019

수입수량(점유율)

수입액

단가

수입수량(점유율)

수입액

단가

천톤

십억 엔

엔/kg

천톤

십억 엔

엔/kg

%

%

328.6

100.0

151.5

461

340.5

100.0

152.8

449

오스트레일리아

184.2

56.1

83.5

453

168.3

49.4

77.7

461

미국

110.9

33.8

51.7

466

114.1

33.5

48.6

426

15.9

4.8

6.6

412

32.0

9.4

13.4

420

뉴질랜드

7.5

2.3

4.9

648

11.7

3.4

6.4

549

멕시코

9.4

2.9

4.4

474

10.6

3.1

4.8

451

폴란드

0.3

0.1

0.2

580

1.8

0.5

0.9

521

-

-

-

0.3

0.1

0.2

697

0.3

0.1

0.2

1.7

0.5

0.8

502

607.5

100.0

383.9

615.4

100.0

384.5

오스트레일리아

311.7

51.3

189.0

293.5

47.7

183.0

미국

247.4

40.7

165.5

241.1

39.2

155.7

캐나다

21.3

3.5

10.2

42.9

7.0

21.1

뉴질랜드

13.9

2.3

11.3

18.6

3.0

13.4

멕시코

12.4

2.0

7.3

14.5

2.4

8.0

폴란드

0.3

0.1

0.2

1.8

0.3

0.9

-

-

-

1.4

0.2

1.4

0.4

0.1

0.4

1.7

0.3

1.0

캐나다

우루과이
기타
쇠고기 합계

우루과이
기타

759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
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8. 맺음말
우루과이는 남미의 작은 나라이며, 일본과의 무역에 관해서도 세계적으로나 남미
의 나라 중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그 자연조건을 살린
농목업이 번성한 지역이며, 최근 국가의 경제나 무역 측면에서 농목업의 중요성이 한
층 더해지고 있다.
무역에서는 수출국에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남미의 인접국, 그 다음으로 EU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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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최대의 수출 상대국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를 농축산품의 새로운 수출처로 생각하고 있다는 징후
가 나타나고 있다. 2019년 2월에 일본에서 우루과이산 쇠고기가 수입 해금된 것도 그
한 사례일 것이다.
일본이 우루과이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량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 미미하지만, 향후
우루과이가 이미 포화에 가까운 일본 쇠고기 시장의 수출처로서 중요시될지 혹은 쇠
고기 시장 확대의 여지가 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쇠고기나 다른 농축산품 수출
처로서 타겟으로 할지, 또는 일본과 메르코수르 무역 동향에 대한 진척이 있을지 등
등 여러 요인이 아직은 불확실 상태이다.
이에 일본과 가깝고 최근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TA 형태로 예상)이 진전되
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우루과이의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알아보기에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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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경제특구(Zona Franca/Free Zone)
우루과이 국내에 11개 있는 경제특구(자유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을 원칙적으로 면
세·비과세로 할 수 있다. 그 중 몇 개의 경제특구에서는 농림 관련 제조업이 활동하
고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이 수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셀룰로오스, 콩, 농축 음료
이다.

자료: 우루과이 투자수출촉진청 'Foreign Trade Report 2018'.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
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
에서 재인용

이를테면 셀룰로오스는 우루과이(세관을 통과한)에서 경제특구를 통해 원목(유칼
리가 주)을 수출하여 경제특구에서 셀룰로오스로 가공되어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
다. 우루과이 통관에 의한 셀룰로오스 수출은 전무하며, 경제특구를 통해 100% 수출
된다. 농축음료도 경제특구을 통한 수출이며, 콩도 52%가 경제특구를 통해 수출된다.
경제특구를 통한 수출을 포함하면 품목별 순위도 바뀐다. 아래 표와 같이 셀룰로오
스나 농축음료가 상위에 랭크되는 한편, 원목은 셀룰로오스 원료로서 우루과이 통관
에 의한 경제특구로의 수출이 상쇄되기 때문에 순위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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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 품목별 수출액(통관·특구별 비율)

순위

품목

2017
(백만 달러)

2018
(백만 달러)

2019
(백만 달러)

2019
비율
(%)

2018통관·
특구별 비율(%)
통관

특구

1

쇠고기

1,512

1,629

1,798

20

100

0

2

셀룰로즈

1,328

1,660

1,527

17

0

100

3

콩

1,188

526

1,002

11

48

52

4

유제품

587

682

649

7

100

0

5

농축음료

495

472

524

6

0

100

6

쌀

447

398

372

4

100

0

7

원목

330

468

359

4

100

0

8

고기부산물

251

280

302

3

100

0

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97

233

235

3

100

0

10

몰트

184

203

216

2

11

의약품

184

203

216

2

57

43

12

양모 및 그 생지

211

246

186

2

100

0

13

자동차부품

200

203

181

2

14

피혁 및 그 제품

224

233

155

2

수출총액(경제특구 포함)

9,048

9,080

9,146

100

수출총액(경제특구 제외)

7,784

7,475

7,639

자료: 우루과이 투자수출촉진청,｢Foreign Trade Report 2018｣ 및 ｢Informe Annual de Comercio Exterior 2019｣.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
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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ウルグアイ投資輸出促進庁(Uruguay XXI), (2019), Free Zones Exports of Goods(https://
www.uruguayxxi.gub.uy/en/information-center/)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data)
UN, ‘National Accounts’(https://unstats.un.org/unsd/snaama/Downloads)
在ウルグアイ日本国大使館홈페이지(https://www.uy.emb-japan.go.jp/itpr_ja/uruguay-j
yoho.html)
財務省, ｢貿易統計｣, (http://www.customs.go.jp/toukei/search/futsu1.htm)
駐日ウルグアイ大使館 홈페이지(https://sites.google.com/site/jpemburujap/uruguay)
米国農務省, ‘PSD’(https://apps.fas.usda.gov/psdonline/app/index.html#/app/advQuery)
FAO, ‘FAOSTAT’ (http://www.fao.org/faostat/en/#data)
FAO(Howard Elliott), ‘The strategic role of plant breeding in Uruguay: analysis throug
h an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 framework(2010)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인문지리사전, 2009. 3. 25.,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https://terms.naver.com/).

120

Issue Box 3편 : 캐나다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농업정책

<Issue Box> 제3편

캐나다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농업정책
허 덕(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편집인)*

1)

김태련(KREI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여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
이다.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교역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115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나 증가한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캐나다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휴대폰, 산업
기계 등 공업제품이 주를 이룬다. 반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유연탄, 우
라늄, 동광, 펄프, 철강 등 광물자원과 원자재 등이 주를 이룬다.
한편,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수출하는 주요 농축산물은 라면, 기타음료, 느타리·팽
이버섯 등에 불과하다. 하지만,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축산물에는 밀, 콩, 감
자, 보리 등 곡물 이외에도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도 수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CPTPP1) 가입을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다. 현재 참여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1개국이다. 11개 참여국 중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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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됐다. CPTPP는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참여국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역내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서버의 현지 설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등 디지털 보호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금융 서비스와 외국 자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투자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2017년 이후 일본의 주
도로 TPP 협상이 진행됐고, 결국 11개국이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1000개 이상의 항목 중 의약품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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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바 있다2).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2018
년 12월 30일 발효되었다.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세계 GDP의 13%로 현
재 가동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상(Free Trade Agreement,
FTA)라고 할 수 있다. 당초 미국도 참여하려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탈퇴하였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의 복귀가 다시 점쳐지고 있다.
한국은 2020년 11월 아시아 15개국이 참여한 역내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타결 이후, 미·중 간 균형을 위해 CPTPP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PTPP와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규모도 크지만 시장 개방 수준도 높다. 회원국
간 공산품은 99.8% 이상, 농산물은 95% 이상이 관세를 철폐한다. 일례로 일본이 수입
포도에 부과하던 관세가 발효 즉시 없어지고, 6.1%인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는 5년 뒤
0%가 된다.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노동 환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CPTPP 발효로 GDP가 7조 6,000억 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
하지만, 우리나라가 CPTTPP에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 개방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CPTPP 회원국 중 캐나다를 중심으로 캐나다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2. 캐나다의 개요
1.2.1. 캐나다의 지리적 특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캐나다는 광대한 국토를 자랑하는 농업국이다. 국토 면적은
998만 4,670㎢로 러시아 연방에 이어 세계 2위이며, 면적은 중화인민공화국(960만㎢)

보호 등 미국이 그간 강력하게 주장해 오던 22개 항목만 동결하고 기존 협정문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큰 틀
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동결한 항목들은 향후 미국이 복귀하면 해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협정의 명칭
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변경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2) MBN뉴스, ‘문 대통령, “미국 복귀 CPTPP 가입 검토 첫 언급”’, 2020년 12월 9일자(https://tv.naver.com
/v/17111091)
3)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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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 일본 국토 면적의 약 27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98.4배에 이른다.
캐나다의 지리적 특징은 다양성에 있다. 미국 국경에 가까운 캐나다 중앙부에서는
농사짓기에 적합한 비옥한 평원지대(La prairie)가 펼쳐져 있는 한편, 캐나다 서부에는
로키산맥 등의 광대한 산악지대가 우뚝 솟아 있으며, 오대호 등의 호수와 하천도 캐
나다 전역에서 많이 보인다. 가장 북쪽에는 북극 툰드라로 이어지는 원시림도 펼쳐지
는 등 지역에 따라 그 양상은 크게 다르다.
한편, 캐나다의 총인구는 3,806만 7,913명(2021년 1월)으로 다른 대국에 비해 매우
적다. 우리나라 총인구(5,182만 1,669명, 2021년 1월)에 비해 73.5%, 일본의 총인구(1
억 2,605만 796명, 2021년 1월)와 비교해도 30.2%에 지나지 않으며, 세계 1위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14억 4,421만 6,102명, 2021년 1월)에 비해서는 2.6%에 머무른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립주권을 갖는 주를 구성단위로 하는 연방국가로,
10개의 주(province)와 3개의 준주(territory)로 구성된다. 주정부는 입법권을 연방정부
와 분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준주는 말하자면 연방정부의 직할지로, 그 권한은 연방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4).
<표 1>에서는 다소 오래된 2013년 데이터이지만, 캐나다의 주별 인구수와 면적상
황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캐나다의 인구는 주로 4개의 주(온타
리오 주, 퀘벡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앨버타 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주에서
는 면적도 상대적으로 크다.

4) 캐나다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財政制度等審議会·海外調査報告書(2007年 6月) 第2章 第4節(カナダ) (http:
//www.mof.go.jp/about_mof/councils/fiscal_system_council/sub-of_fiscal_system/report/kaigaichyosa
1906/kaigaichyosa1906_11.pdf)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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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캐나다의 주별 인구, 면적, 인구밀도5)

주: 인구는 2013년 7월 1일 현재, 면적은 2005년 2월 1일 갱신 데이터에 근거한다.
자료: Statistic Canada, Natural Resource Canada에서 작성. 寳劔久俊,‘カナダ農業の特徴と穀物⽣産動向につい
て’, IDEスクエア 海外研究員レポート, IDE-JETRO, 2014年 5月(https://www.ide.go.jp/Japanese/IDEsq
uare/Overseas/2014/ROR201410_001.html)에서 재인용.

1.2.2. 캐나다 농업의 지역 구분
캐나다의 지리적 조건은 농업생산의 방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캐나다의
국토 대부분이 삼림이나 호소(湖沼), 산악 등에 덮여 있기 때문에 농용지(farm area)는
주로 미국 국경 부근에 한정되어 있다. 농용지는 국토면적의 6.7%(6,759만 헥타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캐나다의 농지면적은 일본 농지면적(456만 ha)의 14.8배,
우리나라 농지면적(2018년 159.1만 ha)의 42.5배에 이른다.
광활한 농지면적과 비옥한 토양 등 캐나다의 자연환경은 농업생산 면에서 비교우
위를 가지기 때문에, 캐나다는 세계 유수의 농업생산국으로 분류된다. <그림 1>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캐나다 10개 주의 농업은 자연조건의 특성상 크게 다음 4개 지역으
로 분류된다.
(1) 중앙 캐나다(온타리오 주, 퀘벡 주)
(2) 평원주(앨버타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 주)
5) 인구밀도는 각국 통계국 홈페이지. 帝国書院HP(http://www.teikokushoin.co.jp/statistics/world/index03.
html)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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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평양연안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4) 대서양연안(뉴블랜즈윅 주, 노바스코샤 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뉴펀
들랜드 래브라도 주)
<그림 1> 캐나다의 농업 지역 분류

자료: 寳劔久俊, 国際農業·⻝料レター(｢カナダ：TPP交渉における供給管理5品目の位置づけ｣), 2013年 11月
号(No.175), p.2. 寳劔久俊,‘カナダ農業の特徴と穀物⽣産動向について’, IDEスクエア 海外研究員レポー
ト, IDE-JETRO, 2014年 5月(https://www.ide.go.jp/Japanese/IDEsquare/Overseas/2014/ROR201410_
001.html)에서 재인용.

(1)의 중앙 캐나다는 토론토나 몬트리올, 오타와 등과 같은 캐나다 유수의 대도시
를 가진 지역으로, 곡물(옥수수), 두류(대두)의 재배 외에도 낙농이나 채소 재배, 시설
원예 등과 같은 도시근교형 농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ㅣ2)의 평원주는 비옥
한 평원이 펼쳐져 있는 캐나다 최대의 대곡창 지대이다. 이 지역에는 밀이나 보리 같
은 곡물은 물론이고 도시근교형 농업 등이 비옥한 평원에 펼쳐진 캐나다 최대의 대곡
창 지대이다. 다만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서부는 캐나디안 로키산맥이라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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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m급의 산악지대로 덮여 있어, 중앙캐나다와는 달리 농지면적은 상대적으로 적
고, 곡물·유량 종자의 재배면적과 생산면적은 매우 한정된다.
대부분이 반도로 구성되어 있는 (4)의 대서양연안은 삼림자원이나 해양자원이 풍
부하다. 때문에, 임업이나 어업, 축산업이 상대적으로 진전되었으며, 농지면적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작물 재배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6).

2. 캐나다 농축산업 개요
2.1. 농축산업 개황
캐나다에서는 밀, 보리, 옥수수 등 곡물, 캐놀라 외에도 축산물 생산이 많으며,
2015년 기준으로 특히 캐놀라는 세계 1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농용지의 약 80%
를 앨버타 주, 서스캐처원 주, 마니토바 주가 점하고 있으며, 이들 주에서 밀, 보리,
캐놀라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다.
<표 2> 농림수산업의 지위(2017년)
(단위: 억 US달러, %)

캐나다
명목액

일본

GDP 비 (%)

명목액

한국

GDP 비 (%)

명목액

GDP 비 (%)

국내총생산(GDP)

16,471

-

48,724

-

17,210

-

그 중 농림수산업

261

1.6

542

1.1

314

1.8

1인당 GDP (US 달러)

44,974

38,220

33,346

자료: UN 통계. 한국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9(2018년 잠정치). 農林⽔産省, ‘カナダの農
林⽔産業概況(2019년도 갱신)’에서 재인용

6) 캐나다 각 주의 자연환경과 개황에 대해서는 홋카이도캐나다협회(北海道カナダ協会) 홈페이지(http://www.
canada-society.com/about.php) 등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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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농지 현황
(단위: 만 ha, %)

캐나다
면적

일본
비율

면적

한국
비율

면적

비율

국토 전체

99,847

100.0

3,780

100.0

1,003.8

100.0

농용지

6,267

6.3

447

11.8

159.6

15.9

4377

4.4

418

11.1

-

-

464

0.5

29

0.8

-

-

1,426

1.4

-

-

-

-

경지(영년작물 제외)
영년작물지
영년채초·방목지

자료: FAO 통계. 한국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9(2018년 잠정치). 農林⽔産省, ‘カナダの農
林⽔産業概況(2019년도 갱신)’에서 재인용

<표 4> 주요 농작물 생산 현황
(단위: 만 ha, %)

캐나다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본

한국

2017

2018

밀

3,759

2,744

3,765

3,214

2,998

91

보리

1,028

712

826

884

789

18

캐놀라

1,855

1,641

1,838

1,960

2,133

0.4

옥수수

1,419

1,161

1,368

1,389

1,410

0.02

콩

536

604

646

660

772

25

우유

839

840

814

815

810

728

204.1

돼지고기

198

196

206

209

214

127

93.5

닭고기

108

110

114

118

124

221

60.4

쇠고기

106

110

109

93

88

47

23.7

5.4
6.3

주: 축산물은 생산량(만 톤). 한국의 밀과 보리는 맥류 재배면적, 콩과 옥수수는 두류 제배면적임.
자료: FAO 통계. 農林⽔産省, ‘カナダの農林⽔産業概況(2019년도 갱신)’에서 재인용

2.2. 캐나다 농업경영의 특징
농업지역별 농업경영상황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2011년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주별 농가 수, 총농지면적,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을 <표 5>에 정리하였다.
표에서는 (1)〜(3)의 3개 지역은 농가 수와 총농지면적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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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이 명백하게 나타내주고 있으며, 캐나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96%
와 98%를 차지하고 있다.
농지면적 면에서는 평원주의 비율이 높다. 캐나다 농지 전체에서 평원주 농지면적
비율은 81%, 농가 수에서도 캐나다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당 평균 농지면
적으로 보더라도, 평원주의 평균 경지면적이 캐나다 전체의 경지면적을 크게 웃돈다.
매니토바 주는 459ha, 앨버타 주는 473ha, 서스캐처원 주는 675ha로, 토지집약적인 대
규모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전 센서
스 자료인 2006년 센서스와 비교하여 보면, 2011년에는 평원주에서 농가 수 감소와
평균 농지면적 증가 등 농업생산 집약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5> 캐나다의 농업 지역별 농업 현황
농가수

농지면적

농가당 경지면적

2011년 대2006년비 2011년 대2006년비 2011년 대2006년비
호

%

천ha

205,730

- 10.3

64,813

- 4.1

315

6.9

퀘벡 주

29,437

4.0

3,341

3.5

113

0.4

온타리오 주

51,950

9.2

5,127

4.3

99

4.7

매니토바 주

15,877

16.7

7,294

5.5

459

13.4

서스캐처원 주

36,952

16.6

24,940

4.1

675

15.1

앨버타 주

43,234

12.5

20,436

3.1

473

10.7

19,759

0.4

2,611

7.9

132

7.4

510

8.6

31

13.5

62

5.0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1,495

12.1

241

4.1

161

9.0

노바스코샤 주

3,905

2.9

412

2.2

106

0.4

뉴블랜즈윅 주

2,611

5.9

380

4.0

145

2.0

캐나다
중앙
캐나다

평원주

태평양연안 브리티시콜럼비아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

ha

%

자료: Statistics Canada, 2011 Census of Agriculture에 의해 寳劔久俊 작성. 寳劔久俊,‘カナダ農業の特徴と穀物
⽣産動向について’, IDEスクエア 海外研究員レポート, IDE-JETRO, 2014年 5月(https://www.ide.go.jp/J
apanese/IDEsquare/Overseas/2014/ROR201410_001.html)에서 재인용.

지역별 농업경영 방식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고찰하기 위해 <표 6>에서는 농가의
주요 농업경영 형태와 그 농가 수에 대해 농업지역별로 정리하였다. 중앙캐나다(퀘벡
주, 온타리오 주)는 유류 종자 및 곡물 생산을 주로 하는 농가 수도 상대적으로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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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특히 온타리오 주), 낙농농가와 양돈농가의 수도 아주 많다. 더불어 캐나다 농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금 및 화훼 관련 경영을 하는 농가 수도 상대적
으로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캐나다 지역의 도시 근교형 농업의 형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우
유·유제품, 닭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축산물, 그리고 신선 채소나 화훼를 대도시용
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태평양 연안 지역 경영농가의 특징도 중앙캐나다의 특징과 유사하다. 하지만 축산
업(소 비육, 가금)이나 과수·견과류,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이 특징이다. 그에 반해 평원주에는 유량종자와 곡물을 주로 하는 농가 수가 상
대적으로 많아, 평원주를 합하여 캐나다 전체의 약 70%를 차지함과 동시에, 소의 비
육도 매우 활발하다.
<표 6> 주요 농업경영 형태와 농가 수(2011년)
(단위: 호)

낙농·소 비육
낙농
캐나다
중앙
캐나다

평원주

가금

4,484 61,692

49,513

12,577

36,386

3,470

9,069

5,915

3,154

1,515

온타리오 주

11,141

4,036

7,105

1,235

매니토바 주

4,485

333

4,152

318

서스캐처원 주

7,455

141

7,314

12,507

485

3,166

587

퀘벡 주

앨버타 주
태평양
연안

소 비육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유량종자 과수·
·곡물
너트

양돈

화훼

8,253

7,946

3,849

1,414

1,397

1,619 15,818

1,548

2,372

6,615

94

259

66

115 22,195

112

226

12,022

193

339 12,692

151

826

2,579

83

3,367

1,934

718

253

1,191

271

자료: Statistics Canada, 2011 Census of Agriculture에 의해 寳劔久俊 작성. 寳劔久俊,‘カナダ農業の特徴と穀
物⽣産動向について’, IDEスクエア 海外研究員レポート, IDE-JETRO, 2014年 5月(https://www.ide.go.j
p/Japanese/IDEsquare/Overseas/2014/ROR201410_001.html)에서 재인용.

또 도시 근교형 농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캐나다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목적
으로 5개 품목(우유, 유제품, 닭고기, 칠면조, 계란·산란계)을 대상으로 개별 농가별
생산 할당량 배분 등 출하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공급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7).
7) 5개 품목에 관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 체계와 CETA·TPP 교섭의 동향에 대해서는 JAグループ ,国際農業·
⻝料レター 2013年 11月号 및 松原(2013)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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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 농업경영형태와 농가수(2011년)
농가수

농지면적

농가당 경지면적

2011년 대2006년비 2011년 대2006년비 2011년 대2006년비
호

%

천ha

205,730

- 10.3

64,813

- 4.1

315

6.9

퀘벡 주

29,437

4.0

3,341

3.5

113

0.4

온타리오 주

51,950

9.2

5,127

4.3

99

4.7

매니토바 주

15,877

16.7

7,294

5.5

459

13.4

서스캐처원 주

36,952

16.6

24,940

4.1

675

15.1

앨버타 주

43,234

12.5

20,436

3.1

473

10.7

19,759

0.4

2,611

7.9

132

7.4

510

8.6

31

13.5

62

5.0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1,495

12.1

241

4.1

161

9.0

노바스코샤 주

3,905

2.9

412

2.2

106

0.4

뉴블랜즈윅 주

2,611

5.9

380

4.0

145

2.0

캐나다
중앙
캐나다

평원주

태평양연안 브리티시콜럼비아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

ha

%

자료: Statistics Canada, 2011 Census of Agriculture에 의해 寳劔久俊 작성. 寳劔久俊,‘カナダ農業の特徴と穀物
⽣産動向について’, IDEスクエア 海外研究員レポート, IDE-JETRO, 2014年 5月(https://www.ide.go.jp/J
apanese/IDEsquare/Overseas/2014/ROR201410_001.html)에서 재인용.

이 제도는 (1) 생산관리, (2) 국경 조치에 의한 수입량의 관리, (3) 생산비에 근거한
가격 결정 등 3개의 축으로 이루어지며, 그것들이 서로 조합함으로써 가격 안정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
생산관리에 대해서는 연방법(1972년의 농산물 에이전시법)에 근거하여 연방정부에
의해 설치된 마케팅 에이전시가 수급 전망에 준하여 전국적인 연간 판매·생산 계획
을 설정하고, 각 주에 할당을 실시한다. 주 단계에서는 각 주(州)법에 근거하여 설치
된 마케팅 보드가 각 생산자에 대한 할당량 배분을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
이들 품목에 대하여 국외 수입에 대해서는 저율 수입관세와 150〜300% 내외로 설정
된 한도 외 관세를 유지하여 적절한 수입량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5개 품목의 주산지는 중앙 캐나다이다. 정치 경제의 중
심인 온타리오 주와 전통적, 정치적 독립 지향이 강한 프랑스 문화의 색채가 강한 퀘
벡 주의 농가가 주된 보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
이 캐나다의 정치성이 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이들 5개 품목의 보호 문제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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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8))
이나 CPTPP 협상에서도 큰 쟁점이다.

2.3. 캐나다의 농가판매 및 곡물생산 동향
캐나다 생산농가에 의한 판매수입의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다소 올드
(old)한 데이터이지만, <그림 2>에서는 수입원천별 농가판매액9)의 변천에 대해 제시
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나듯이, 가축·낙농으로부터의 판매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
여 2000년대 전반까지 작물재배의 판매액을 웃돌았다. 그러나 2007년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 이후, 작물재배의 수입액이 가축, 낙농으로부터의 판매액을 웃돌게 되었다.
2008~2009년에는 곡물가격이 안정되면서 작물재배 판매액 상승이 일시적으로 주춤했
으나, 곡물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2011년부터 작물재배 판매액이 크게 올라 가
축·낙농 판매액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비공식적으로 캐나다-유
럽 무역협정)은 캐나다와 유럽연합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이다. 잠정적으로 적용되어 두 부품 간 기존 관세
의 98%를 없앴다. 협상은 2014년 8월 타결됐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모두와 전 회원국 영국이 CETA의
최종 서명에 찬성했으며, 벨기에가 최종 서명에 찬성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16년 10월 30일
브뤼셀을 방문해 캐나다를 대표해 서명했다. 유럽 의회는 2017년 2월 15일 이 협정을 승인했다. 이 협정은
혼합된 협정으로서, 완전히 적용되기 위해 EU와 모든 EU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 전까지 투자
보호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2017년 9월 21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벨기에의 의견 요청에 따라
유럽 사법 재판소가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해 불리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완전히 발효될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9년 4월 30일 의견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EU법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조약으로 매년 5억 유로의 세금 절감, 건축가, 회계사, 엔지니어와 같은 규제 직종에
서의 상호 인정, 그리고 회사 직원들과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의 EU와 캐나다 사이의 이전이 더 쉬워질 것
이라고 말한다. 유럽위원회는 CETA가 지적재산권에 대해 캐나다와 EU 사이에 좀 더 수준 높은 경쟁 구도
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CETA 지지자들은 이 협정이 EU와 캐나다 사이의 무역을 증진시키고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관세, 상품 검사 및 기타 여러 가지 부담금을 폐지함으로써 사업 운영을 촉진하
고, 졸업장을 상호 인정하며, 새로운 법원 제도를 만들어 투자 분쟁을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대론자
들은 CETA가 식품 안전에 관한 높은 EU 기준을 포함한 유럽의 소비자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
고, 그것을 오직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비판하면서, 반면 순손실, 실업, 환경 피
해는 개별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거래에는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도 포함되어 있어, 비판론자들은 정부 정책이 그들의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경우,
다국적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에 대해 국가 정부를 고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앙거스 리드 연구소가 2017
년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55%가 CETA를 지지하는 반면 반대는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여론조사에 비해 지지도가 떨어졌다. 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2017년 2
월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44%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와는 대조적으로, 이 협정은 많은 유럽 국
가들에서 시위를 촉발시켰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o
mprehensive_Economic_and_Trade_Agreement)
9) ｢판매액｣은 원문에서는 ‘Farm cash receipts’이기 때문에, ｢農家現⾦粗収⼊｣으로 번역하는 편이 보다 정
확하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고려하여 ｢판매액｣으로 하였다.

131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그림 2> 원천별 농업판매액 변천

자료: Statistics Canada(Table 002-0001-Farm cash receipts Statistics)에서 寳劔久俊 작성. 寳劔久俊,‘カナダ
農業の特徴と穀物⽣産動向について’, IDEスクエア 海外研究員レポート, IDE-JETRO, 2014年 5月(https:/
/www.ide.go.jp/Japanese/IDEsquare/Overseas/2014/ROR201410_001.html)에서 재인용.

3. 캐나다 곡물 수급 동향과 유통 관련 정책의 변화
3.1. 농축산물 생산액 개요
<표 8>에서 작물 재배를 보면, 1980년에는 밀 수입이 작물 재배 판매액의 약 40%
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서서히 저하하여 2010년에는 13.1%까지 내려
갔다. 그러나 최근 밀 증산과 가격 상승에 의해 2012년에는 그 비율이 17.2%로 약간
상승하고 있다.
한편 캐놀라 판매액 증가가 두드러진다. 전체 작물재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
년 9.7%에서 2000년 24.9%, 2012년 27.5%로 상승하여 밀 구성비를 역전시키는 등 캐
놀라가 작물재배의 최대 수입원이 되었다. 기타 작물 재배에서는 화훼나 야채의 구성
비가 1990~2000년 전후로 상승하고 있으나, 그 이후 다소 주춤하였다. 반면,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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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수입 증대와 콩 가격 상승으로 캐나다에서도 온타리오 주를 중심으로 콩 판매액과
구성비는 상승세를 보인다.
가축·낙농에 대해서는 작물 재배에 비해 순수익액의 성장이나 구성비가 안정되어
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축산업인 소 비육에서는 판매액이 2000년 전후부터 침체하
기 시작하여 가축·축산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35.4%에서 2010년에는
29.4%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그 외 품목에서는 판매액·구성비 면에서 큰 변화는 볼 수 없지만, 앞서 서술한 공
급관리체제에 의해 극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양계는 판매액이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가축·낙농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80년의 6.2%에서 2012년에는 11.4%로
거의 2배로 상승하였다10).
<표 8> 품목별 농업 판매액 추이
조수입액(억 캐나다 달러)

구성비 (%)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2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2년
작물재배
밀
오트밀

69.3

88.8

129.7

223.0

298.8

100.0

100.0

100.0

100.0

100.0

27.7

27.0

23.5

29.3

51.5

39.8

30.4

18.2

13.1

17.2

0.5

0.3

2.0

4.0

5.2

0.8

0.9

1.5

1.8

1.7

보리

5.5

5.5

4.3

4.8

7.1

7.9

6.1

3.7

2.1

2.4

캐놀라

6.7

7.9

15.6

55.5

82.3

9.7

8.9

12.0

24.9

27.3

콩

1.8

2.6

6.8

15.4

24.4

2.6

2.9

5.2

6.9

8.2

옥수수

4.7

5.2

6.3

15.6

26.7

6.7

5.9

5.2

7.0

8.9

감자

2.1

4.0

6.8

9.8

10.1

3.0

4.5

5.3

4.4

3.4

화훼

2.8

9.1

14.2

17.8

10.5

4.0

10.3

10.9

8.0

3.5

3.6

7.1

13.0

21.0

22.0

5.2

8.0

10.0

9.4

7.4

가축·낙농

채소

83.2

112.7

171.0

188.9

208.7

100.0

100.0

100.0

100.0

100.0

소

32.2

36.3

60.6

55.4

57.9

38.7

32.2

35.4

29.4

27.8

양돈

14.0

20.2

33.6

33.7

38.2

16.9

17.9

19.6

17.8

18.3

유제품

20.2

31.5

40.3

55.2

59.2

24.2

28.0

23.7

29.2

28.4

5.2

9.7

13.7

19.6

23.7

6.2

8.6

8.0

10.4

11.4

양계

자료: Statistics Canada(Table 002-0001-Farm cash receipts Statistics)에서 寳劔久俊 작성. 寳劔久俊,‘カナダ
農業の特徴と穀物⽣産動向について’, IDEスクエア 海外研究員レポート, IDE-JETRO, 2014年 5月(https:/
/www.ide.go.jp/Japanese/IDEsquare/Overseas/2014/ROR201410_001.html)에서 재인용.

10)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캐나다 농업생산의 구조변화는 1994년 1월부터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에 따른 영향도 크다. NAFTA 가입 후 캐나다 농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小沢(2005)를 참조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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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것처럼, 캐나다는 밀과 캐놀라의 세계적인 산지이지만, 세계적인 곡물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아, 캐나다의 작물 재배도 큰 변화를 겪어 왔다. <표 9>에서는
캐나다의 주요 농산물 생산 동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전후까지는 밀과 옥수수, 보리, 오트밀이 주요
농작물이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옥수수와 보리의 생산이 부진한 반면, 캐놀라
재배가 크게 진전되어 생산량을 크게 증대시켜 왔다.
<표 9> 캐나다의 주요 농작물 생산 동향
(단위: 만 톤)

밀
듀럼
1960년 1,411

캐놀라 보리

옥수수 옥수수
두류
오트밀 렌즈콩
(곡물용) (사료용)
(pea)

콩

채소

목초

25

421

65

302

615

3

14

100 1,959

165

839

263

891

544

4

28

83 2,446

1980년 1,929

248 1,140

575

1,281

291

8

69

88 2,317

1990년 3,210

327 1,344

707

702

269

21

26

126

94 3,262

721 1,323

695

589

340

91

286

270

82 2,392

1970년

992

2000년 2,654

571

2010년 2,330

302 1,279

763

1,204

397

245

200

302

444

51 2,930

2011년 2,529

417 1,461

789

1,136

399

316

157

250

447

70 2,774

2012년 2,721

463 1,387

801

1,306 1, 007

281

154

334

509

60 2,526

2013년 3,753

650 1,796 1,024

1,419

389

183

385

520

60 2,540

1108

주: 듀럼의 생산량은 1991년부터 계상됨.
출처: Statistics Canada에서 寳劔久俊 작성. 寳劔久俊,‘カナダ農業の特徴と穀物⽣産動向について’, IDEスクエア
海外研究員レポート, IDE-JETRO, 2014年 5月(https://www.ide.go.jp/Japanese/IDEsquare/Overseas/2
014/ROR201410_001.html)에서 재인용.

3.2. 주요 곡물 수급 동향
3.2.1. 캐놀라
캐나다의 1990년 캐놀라 생산량은 327만 톤이었지만, 2000년에는 721만 톤으로 거
의 2배 증가하였다. 그 후 2000년대 전반에는 생산량이 500~700만 톤 전후로 정체되
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증산이 진행되어, 2010년에는 1,279만 톤, 그리고
2013년에는 1,796만 톤에 이르는 등, 과거 최고의 생산량을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캐놀라의 급속한 증산은 가격효과 외에 캐놀라 재배의 기술혁신도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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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95년에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한 제초제 내성 캐놀라가 개발된 결과, 제초
제 사용량이 감소하고, 농가 노동 부담 역시 감소한 것도 농가에 의한 캐놀라 재배
의욕 향상에 공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11). 또한 좋은 기상조건에 의한 부분도 있지
만12), 캐놀라의 경우 주로 단수의 대폭 증가(전년대비 35.4% 증가, 작부 면적 자체는
4.4%)를 통해 증산되었다.
<그림 3> 밀과 캐놀라의 국제가격 동향

자료: 밀은 Gulf-FOB 가격(Index Mundi, http://www.indexmundi.com/), 캐놀라는 Basis in Store
Pacific
Coast 가격(Canola Council of Canada, http://www.canolacouncil.org/)를 이용하여 寳劔久俊 작성. 寳劔
久俊,‘カナダ農業の特徴と穀物⽣産動向について’, IDEスクエア 海外研究員レポート, IDE-JETRO, 2014
年 5月(https://www.ide.go.jp/Japanese/IDEsquare/Overseas/2014/ROR201410_001.html)에서 재인용.

캐놀라 증산의 배경에는 세계적인 유량 종자·곡물에 대한 수요 증대와 그에 따른
국제 가격의 상승도 자리하고 있다. <그림 3>은 2000년 이후의 캐놀라와 밀의 국제가
격을 정리한 것이다. 캐놀라 가격은 2004~2005년 주춤하다가 2007년부터 다시 상승세
로 돌아섰고, 2008년 최고점을 경신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그 후 2009년에
는 약간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2010년부터 캐놀라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2~2013년에는 2008년의 정점을 웃도는 수준에 이르렀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캐나다의 총인구는 3,806만 7,913명(2021년 1월)으로 적으
며, 곡물에 관한 국내 소비시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캐놀라
11) 日本植物油協会, ｢菜種⽣産の限界に挑むカナダ｣(植物油INFORMATION 第89号, 2014年 2月 17日
発⾏, http://www.oil.or.jp/info/89/index.html에 근거한다.
12) 어그리머니(http://www.agrimoney.com/news/canada-nudges-higher-canola-wheat-crop-estimates-6290.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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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밀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전략을 채택해 왔다. 캐놀라에 대해서는 일
본이나 미국, 중국이라고 하는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하면서, 생산 확대를 계속
해 왔다. 최근에는 트랜스 지방산으로 인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아 왔으며, 트랜스 지방산 함유량이 적은 식물유, 특히 캐놀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진 것도 캐나다에서의 캐놀라 생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캐놀라의 국내 생산, 수출량, 기말 재고를 정리한 <그림 12>를 보면, 국내 생산의
증진에 맞추어 캐놀라의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로부터의 캐놀
라 수출은 2000년대 초반에는 300만 톤을 웃돌았고, 2000년대 후반에는 800만 톤 전
후에 이르러, 현재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밀과 달리, 생산량에 대한 수출
량의 비율이 50~60% 정도로 낮은 것은 캐나다 국내에서 착유되는 캐놀라유와 캐놀라
수출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림 4> 캐나다의 캐놀라 생산·수출·재고 상황

자료: USDA PSD Online에서 寳劔久俊 작성. 寳劔久俊,‘カナダ農業の特徴と穀物⽣産動向について’, IDEスクエ
ア 海外研究員レポート, IDE-JETRO, 2014年 5月(https://www.ide.go.jp/Japanese/IDEsquare/Overseas
/2014/ROR201410_001.html)에서 재인용.

캐나다 통계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캐놀라유의 수출량은 2000년대 중반에 100만 톤
에 이르렀고, 2010년에는 218만 톤, 2013년에는 226만 톤이었다. 캐놀라의 유분 비율
은 40~45%라고 하는데, 이를 토대로 단순 환산하면,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캐놀라의 수출 비율은 70~80%에 이른다. 따라서 캐놀라에 대해서도 해외시장에서의
판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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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밀
2012년 북미 지역에서 대규모 가뭄이 발생하면서 캐나다의 밀 생산은 제자리걸음
을 하였다. 그렇지만, 2013년에는 밀은 과거 최고의 생산량을 실현하였다. 이처럼 큰
폭의 증산은 캐놀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호한 날씨 조건에 의한 것이지만, 이 외
에도 밀 경작 면적의 증대(전년대비 10.3% 증가)와 단수(單受) 증가(전년대비 25.0%
증가) 모두를 통해 증산되었다고 한다.
당시 밀 국제가격은 캐놀라와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8년과
2012~2013년의 밀 가격 급등을 관찰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밀 재배면적은 매년 변동이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주 완만한 감소세
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 생산량은 장기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다. 이는 현재에도 밀의 단수 증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생산량 중
70% 내외는 수출하고 있다.
<그림 5> 캐나다 밀 재배면적, 생산량, 수출량 추이

자료: USDA PSD On-lin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세계곡물 수급동향(http://www.krei.re.kr:18181
/new_su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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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통해 밀의 국내 생산량과 수출량의 연동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국내에서 생산된 많은 밀이 해외시장에 수출되고 있는데, 수출량의 국
내 생산량에 대한 비율은 1980년대 평균이 78%, 1990년대 평균이 72%, 2000년대 평균
이 69%로 약간 저하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일관되게 연간
1,500~2,000만 톤 정도를 수출하는 등 캐나다의 밀 생산에 있어서 해외 판매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기말 재고량에 대해서도 생산량이나 수출량과의 상관이 강하고, 1980~90년대에 있
어서는 재고율이 30~40%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곡물
가격의 급등이 진행된 2007년 전후부터, 재고율은 현저한 저하를 보이고 있어, 2010
년 이후는 20~30%의 수준으로 저하되고 있다.
한편, 밀의 국내 소비량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비량 중 50% 내외
는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6> 캐나다 밀 소비량 및 사료용 소비량 추이

자료: USDA PSD On-lin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세계곡물 수급동향(http://www.krei.re.kr:18181
/new_su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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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옥수수
캐나다의 옥수수 또한 재배면적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생산량
은 지속적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옥수수 증산 역시 단수 증대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캐나다의 옥수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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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또한 국내 소비량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비량 중 70% 내외는 가
축의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13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그림 8> 캐나다의 옥수수 소비량 및 사료용 소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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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콩
2000년대 후반 이후 캐나다의 콩 재배면적은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콩 생산량 추이를 보면,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 또한
단수 증가의 영향일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캐나다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자료: USDA PSD On-lin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세계곡물 수급동향(http://www.krei.re.kr:18181
/new_su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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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캐나다의 콩 수요측면에서 보면, 2000년대 들어 수출이 크게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국내 소비량도 수출량 증가세보다는 완만하더라도 증가세가 완연하다.
국내 소비량 중 70% 내외는 콩 가공소비량이다. 한편, 콩 수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
고, 비록 적은 물량이지만, 최근 콩 수입량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캐나다의 콩 소비량, 수출량 및 수입량 추이

자료: USDA PSD On-lin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세계곡물 수급동향 (http://www.krei.re.kr:1818
1/new_su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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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쌀
캐나다에서는 쌀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여 소비하고 있다. 특히 1984년 이후 소비
추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 또한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캐나다 쌀 소비 및 수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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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곡물 유통 관련 정책의 변화13)
이처럼 캐나다는 밀 등 곡물과 유량종자의 세계적인 산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평원
주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출하느냐와 생산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가격을 보장하고 판매하는가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 왔다. 그 때문에 캐나다에서
는 1935년에 설립된 연방정부의 공사(crown corporation)인 캐나다 밀보드(The
Canadian Wheat Board, CWB)가 2012년까지 밀과 보리의 판매를 독점적으로 관리해
왔다. 다만 1998년 이후는 공사가 아닌, 공유 통제(shared governance)에 의해 판매를
독점적으로 관리해 왔다.
평원 주에서는 1920년대에 농업판매자의 판매협동조합으로 밀 기업동맹(wheat
13) CWB 설립의 역사적 경위와 CWB개혁 동향에 대해서는 松原(1995), 松原(2009), 松原(2013), CWB hp
(http://www.cwb.ca/), Mapleleafweb.com(http://www.mapleleafweb.com/features/canadian-wheat
-board)에 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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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이 많이 설립되어 공동중앙판매기구(central selling agency)를 통해 밀을 수출하
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공황에 따른 밀 가격 폭락으로 밀 기업들은 빚더미에 올라 도
산상황으로 내몰렸다. 이에 1930년 연방정부가 중앙판매기구의 총지배인을 지명하는
조건으로 채무보증을 실시함으로써 연방정부가 밀 기업들의 경영을 자금적으로 뒷받
침하여 왔다. 이로써 사실상의 정부의 관리 하에 두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1935년에
는 CWB가 설립되었다.
다만 당초에는 곡물생산자가 CWB와 기타 곡물상사를 선택하여 설립해 판매하는
구조였지만, CWB에 의한 판매 독점체제(일반적으로 ‘싱글 데스크(single desk)’라 불
린다)가 형성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물가통제를 실시
하는 1943년의 캐나다 밀보드 법 개정 후였다.
전후에도 CWB의 판매 독점은 계속되었다. 평원 주와 브리티시콜롬비아(BC) 주 피
슬리버 지역의 곡물 생산자를 대표하여, 이 지역에서 생산된 밀, 보리, 귀리의 판매와
수출을 독점적으로 할 권한이 법률에 의해 부여되었다. CWB의 목적은, 생산자에게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에의 공평한 액세스를 보증하는
데에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양과 동일한 등급의 곡물에 대해 모든 생산자가 같은 수익
을 낼 수 있도록 동일 곡물의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혼합가격제(price pooling system)
가 도입된 점이 큰 특징이다.
또 밀, 보리, 오트밀, 호밀, 캐놀라, 아마인14) 등 6개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생산자
가 매년 신청하는 경작 예정면적에 따라 출하 할당이 이루어져 왔다. 다만 1992년부
터는 캐놀라와 아마인이, 1993년 7월부터는 호밀, 오트밀, 사료용 밀, 보리가 할당 출
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조정도 이루어졌다.
松原(2013)에 의하면, CWB가 실시하는 혼합가격제의 구조는 이하와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이 제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곡물 가격을 통해 CWB가 평원 주의
곡물 생산자의 대리인으로서 판매한 매출 금액에서 필요 경비(운임, 보관료, 관리 경
비 등)를 뺀 금액을 특정 곡물의 등급, 출하량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곡물농가가 엘리베이터에 곡물을 출하할 때 개략 지불액(initial payment)을

14) 아마인(亞麻仁, flax). 아마(라틴어 학명 Linum usitatissimum Linné, 아마과 Linaceae)의 잘 익은 씨로,
납작한 난원형으로 한쪽 끝은 둔한 원형이고 다른 쪽 끝은 뾰족하면서 약간 납작하게 기울어져 있다. 길이
0.4~0.6cm, 너비 0.2~0.3cm이다. 바깥 면은 적갈색~회갈색이고 약간 매끈거리며 광택이 있다. 배꼽점은
뽀족한 쪽 끝의 약간 들어간 자리에 있으며, 씨의 등마루는 연한 갈색이고 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냄
새는 거의 없으며 물에 담그면 점액이 생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약재감별도감- 외부형태, 2014.
2. 28., 김창민, 이영종, 김인락, 신전휘, 김양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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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곡물연도 종료 때 정산한 금액이 입금된다. 따라서 이 제도에서는 생산자 전체가
리스크를 공유함으로써 연간 판매액을 균등하게 늘려 안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싱글데스크에서는 시카고 선물시장의 가격동향을 보면서 곡물을 기동적으로
판매하는 농가의 행동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혼합가격제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
가 축적되기 때문에 농가가 누릴 수 있는 가격의 근거가 불명확해진다는 점 등에 의
해, 제도의 투명성에 대한 농가의 불만이 많았다. 또, CWB에 의한 곡물 유통 독점은
미국 등에서 자유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어, WTO나 자유무역협정
에 대해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때문에 곡물 산지의 하나인 앨버타 주의 곡물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었고,
NAFTA 발효 후인 1990년대 중반부터 CWB에 대한 개혁 압력이 커졌다. 그 결과 1998
년에는 CWB의 조직 개혁이 시행되어 연방 정부가 임용하는 커미셔너제(정원 5명)을
폐지하고, 정원 15명(10명은 곡물 생산자에 의한 선거, 5명은 연방 정부의 임명)인 이
사회를 구성하여, 기존 혼합가격제에다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연동하여 판매할 수 있
는 옵션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CWB에 의한 싱글 데스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후 CWB에 의한 싱글데스크 체제의 폐지와 선택판매제를 공약으로 해 온 보수당
의 스티븐 하퍼15) 정권이 2007년 1월에 탄생하자, CWB의 독점 폐지가 급속히 진행되
었다. CWB법의 개정으로 2012년 8월 1일부터 CWB에 의한 독점 폐지와 밀·보리 판
매 선택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CWB에 대해서는 사유화(혹은 폐지)를 향
해서 5년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되게 되었다.

15) 스티븐 하퍼(Stephan Joseph Harper)는 캐나다의 정치인으로, 제22대 총리(2006.2.6.~2015.11.4)를 역
임하였다. 젊은 시절부터 진보보수당에 가입했으나, 곧 탈당하고 개혁당으로 옮겼다. 1988년 캘거리에서
개혁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하였고, 1993년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의회
진출 후 개혁당의 중심적 인물로 부상하였으나, 1997년 선거에는 개혁당 지도부와의 마찰로 출마하지 않
고 정계를 떠나 당시 여당이던 자유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등으로 유명해졌다. 그런 가운데 2000년
개혁당을 모체로 한 보수 성향의 캐나다동맹(Canadian Alliance, 약칭 CP)이 창당되었고, 그는 2002년 그
당수로 선출되었다. 또한 그 해에 다시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2003년, 캐나다동맹과 예전의 거대 보수정
당이던 진보보수당이 합당하여, 보수당이 창당되면서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캐나다의 보수세력의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그는 그 당수에 선출되었다. 2005년, 여당인 자유당의 부패 스캔들로 보수당을 비롯한 야당들
은 폴 마틴 총리를 불신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년 1월 조기 총선이 실시되었다. 보수당은 총선에서
자유당을 꺾고 하원 제 1당이 되었으며, 다수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내각을 구성하여 그는 2006년 2
월 6일 제22대 총리가 되었다. 2016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여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2018년 국제민주연
합의 새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2020년 2월 5일에는 국제민주연합 의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했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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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캐나다의 축산물 수급 동향
3.4.1. 육류
캐나다에서 가축의 총생산액은 2018년 기준으로 현재 가치의 미국 달러화로 184억
3,770만 달러로 나타났다.
<그림 12> 캐나다의 가축 생산액 추이
(단위: 백만 미국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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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가축(소, 돼지) 도축두수는 최근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1
년 추정치를 보면, 소의 경우 350만 두로 세계 11위(1.49%), 돼지의 경우 2,250만 두로
세계 6위(2.04%)를 차지한다. 캐나다의 총 육류16) 생산량은 연도별로 다소의 증감이
16) FAO는 고기(육류)를 음식에 사용되는 동물의 살로 정의한다. 생산 데이터에서 고기는 일반적으로 뼈를 포
함한 것으로 보고되며, 인간의 소비에 부적합한 고기는 제외된다. 개별 국가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육류
생산 데이터는 상업적 생산(육류 시장 진입 경로), 검사 생산(위생 검사에서 도살된 동물로부터) 또는 총
생산(위에서 언급한 범주와 개인 소비를 위한 도살)을 나타낼 수 있다. 모든 FAO 연간 생산 데이터는 총
생산량을 나타낸다. 육류 생산에 대한 국가 통계는 다음 개념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한다. 1) 살처분 직전의
동물의 체중. 2) 살처분 중 채혈되지 않은 채 살처분된 체중의 것 제외. 3) 가죽이 있는 사체 무게: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체중의 모든 부분을 뺀 무게 - 드레싱 카커스는 드레싱에서 제거된다. 그 개념은
나라마다 그리고 가축의 다양한 종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식용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식용 부분(머리 또는
머리고기, 혀, 뇌, 심장, 간, 비장, 위 또는 삼중수소와 발, 목, 폐와 같은 다른 부분)이 포함된다. 도살 지
방은 국가 관행에 따라 식용 지방 또는 먹을 수 없는 지방으로 기록된다.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발굽과 위 내용물뿐만 아니라 가죽과 가죽을 포함한다. 작은 동물(가금류, 토끼 등)에 대한 육류 생산 데이
터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보고된다. 즉, 즉시 조리할 수 있는 체중, 배출된 체중(발과 머리를 포
함), 또는 살아 있는 체중에서 피, 깃털 및 피부를 뺀 것(FAO 데이터는 가축의 사체 무게와 가능한 경우
가금류의 즉시 조리할 수 있는 무게와 관련이 있다.) 개별 국가 중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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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까지의 증가세는 현저하였다. 하지만, 이후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다가 2015년 정도
이후 또 다시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캐나다의 총 육류 생산량은
489만 3,195톤 정도로 나타났다. 캐나다에 공급되는 총 육류의 수량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가운데, 2018년도 기준 358만 8천 톤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캐나다의 가축 도축두수 추이

자료: USDA PSD On-line.
개념 중 하나가 발행되었다. a) 자국의 동물과 외래 동물의 모든 생산은 국경 내에서 도살된다. b) 자국의
동물 도살과 기준 기간 중 살아있는 자국의 동물의 수출로 인한 생산 도축된 동물에서 생산된 고기, 산 채
로 수출된 모든 동물과 동등한 고기, 산 채로 수입된 모든 동물과 동등한 고기를 뺀 고기 생산량(살아있는
동물의 수입/수출은 FAO에 의해 무게가 아니라 숫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동물 종류와 크기가 중요하다). c)
생물학적 생산 개념은 도살되거나 살아있는 상태로 수출되는 자국의 동물과 기준 기간 동안 가축에 대한
순 첨가물을 포함한다. 자국의 생산에서 파생된 것은 다음과 같다. 토착 생산과 기준 기간 동안의 주식 수
변화에 해당하는 육류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다. 생산은 실제 무게로 표현된다. 모든 동물들의 총체중량의
변화는 고려되지 않는다. FAO는 식품 대차대조표 및 관련 지표의 구성에 있어서, 육류 생산의 첫 번째 개
념을 사용한다. 두 번째 개념인 자국의 육류 생산은 국가 축산 분야의 생산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농업 생산의 지수 산출에 유용하다. 세 번째 개념인 생물학적 생산은 가축 무리의 변화도 반영하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지만, 국가 보고실에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용되지 않는다. 자국의 육류 생산에 적
용되는 가격은 살아있는 동물의 가격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고기의 가치뿐만 아니라 오물, 지방, 가죽 그
리고 가죽의 가치도 포함한다.(출처: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https://jp.knoema.com/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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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캐나다 육류 생산량 추이

<그림 15> 캐나다 육류 공급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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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육류 수출량은 쇠고기의 경우 최근 거의 일정한 수량을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51만 5천 톤 정도로 세계 7위 수준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에는 147만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쇠고기 수출량은 세계
7위(4.78%), 돼지고기 수출량은 세계 3위(24.8%) 수준이다.
육류 수출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캐나다도 육류 수입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육류
수입량은 쇠고기의 경우 최근 다소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에는 23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 돼지고기의 경우 다소 증감은 있지만, 2021년에는 27만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량은 세계 10위, 돼지고기 수입량은 세계 7위 수준이다.
<그림 16> 캐나다의 육류 수출량 추이

자료: USDA PSD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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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캐나다의 육류 수입량 추이

자료: USDA PSD On-line.

캐나다의 육류 수입량을 장기 추세적으로 보면, 수출량과 수입량 모두 1980년대 초
반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8> 캐나다 육류 수출량 추이

<그림 19> 캐나다 육류 수입량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https://jp.knoema.com/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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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캐나다의 총 육류 소비량은 거의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육류 국내 소비량은 103만 5천 톤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세계 총 소비량의 1.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은 세계 11위에 해당한다.
<그림 20> 캐나다의 육류 국내 소비량 추이

자료: USDA PSD On-line.

캐나다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1970년대 초반부터 매년 변동은 있지만, 대
략 90kg에서 102kg 수준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
는 것이 특징적이다. 2018년도의 경우 국민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은 91.8kg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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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캐나다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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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축종 및 축산물별로 수급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쇠고기
① 생산
캐나다의 소(물소 포함) 사육두수는 2020년 기준으로 1,110만 두이다. 이러한 수치
는 2004년 이후 사육두수의 커다란 감소세를 이어 온 결과이기도 하다. 아래 캐나다
의 소 사육두수 변동치를 보면, 캐나다의 소 사이클은 대략 22년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캐나다의 쇠고기 공급량17)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99만 3천 톤 정도인 것
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쇠고기 공급량은 1970년대 후반 이후 다소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100만 톤 정도의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쇠고기 공급의 디폴트 구성을 보면, 867 쇠고기를 비롯하여, 870 고기-뼈 없는 것(쇠고기 및 송아지 고
기), 872 쇠고기 및 소의 고기 등, 873 소의 고기 엑기스, 874 소시지 비프와 송아지 고기, 875 소의 고
기 조제품, 876 쇠고기 통조림, 877 동질육(同質肉) 조제품, 947 버팔로의 고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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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캐나다의 소 사육두수 변동

<그림 23> 캐나다의 쇠고기 공급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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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소(물소 포함) 도축 두수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350만 두 정도이다. 이
를 시계열 데이터로 추세를 보면, 캐나다의 소 사육두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최근 들어 사육두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도축두수는 2016년 이후 증가
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다르다.
캐나다의 쇠고기 생산량 추이를 보면, 다소의 변동을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확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도축두수나 사육두수 데이터와 비교하여 보
면, 아마도 두당 생산성(두당 고기 생산량)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기준 캐나다의 쇠고기 생산량은 131만 톤이었다.
<그림 24> 캐나다의 소 도축두수 추이

<그림 25> 캐나다의 쇠고기 생산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https://jp.knoema.com/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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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쇠고기 수출입
캐나다는 쇠고기에 관한 한 순 수출국이다. 캐나다의 2020년 기준 쇠고기 수출량은
50만 톤 정도이며, 수출액으로는 2019년 기준으로 24억 3,700만 7천 US달러로 나타났
다. 시계열 추세로 보면,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량은 특히 1990년대 들어 커다란 증가
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액 또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6>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량 추이

<그림 27>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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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량과 수입액 추이를 보면, 연도별로 증감의 변동은 있
지만, 수입량은 1980년대 전반부터 커다란 증가세를 보이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일정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쇠고기 수입량은 21만 1,706톤으로 수출량의
4.2% 정도를 차지한다.
수입액의 경우도 수입량 변동 추세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2019년 기준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액은 10억 2,784만 US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28>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량 추이

<그림 29>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액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https://jp.knoema.com/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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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돼지고기
① 생산 및 공급
캐나다의 돼지18) 사육두수는 2020년 기준으로 1,362만 5천 두로 나타났다. 시계열
데이터로 보면, 1960년대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1970년대 중반 이
후 급격한 증가세를 띠고 있다. 한편, 돼지 도축두수19)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2,265만 두이다. 이를 시계열 데이터로 추세로 보면, 사육두수 추이와 거의 유사한 패
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0> 캐나다의 돼지 사육두수 추이

<그림 31> 캐나다의 돼지 도축두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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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내 돼지고기20) 공급량 추이 역시 사육두수나 도축두수 추이와 유사한 추이
를 보인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은 104만 톤이다.
한편, 캐나다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20년 기준 211만 톤이다. 추세적으로 보면,
돼지 사육두수나 도축두수 추이와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인다.

18) 돼지에는 캐나다 국내 사육돼지(Sus domestica) 외에도 사육 멧돼지(Sus scrofa)를 포함한다. 야생 멧돼
지는 제외된다.
19) 뼈 있는 것, 국산 또는 야생 돼지(멧돼지 포함) 고기. 신선, 냉장, 동결 모두 포함된다.
20) 돼지고기의 디폴트 구성은 1035 돼지고기, 1038 포크, 1039 베이콘 및 햄, 1041 돼지고기 소시지,
1042 돼지고기 조제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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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캐나다의 돼지고기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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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돼지고기 수출입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020년도 기준 150만 톤 정도이다. 추세적으로 보면,
1976년도 이후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1994년과 2019년도 이후 증가율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출액 측면에서 보면, 2019년 기준 30억 8,511만
8천 US달러로, 추세적으로는 수출량 추세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34>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출량 추이

<그림 35>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출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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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2020년 기준 27만 톤 정도이며, 수입액으로는 2019
년 기준 10억 549만 7천 US달러를 기록하였다. 추세선을 보면, 수입량의 경우, 1992년
이후 커다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액으로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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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입량 추이

<그림 37>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입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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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금육
① 생산 및 공급량
캐나다의 가금 사육수수는 2018년 기준으로 1억 7,809만 9천 수였다. 추세적으로
보면, 1960년대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전반부터의 증가세
가 현저하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그 증가세가 급격히 완만해졌다.
한편, 2018년 기준 가금육 도계수수는 7억 7,958만 9천 수로, 추세적으로 보면, 사
육두수 변동 추세와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10년대 후반의 경우 사육
수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지만, 도계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8> 캐나다의 가금 사육수수 추이

<그림 39> 캐나다의 가금 도계수수 추이

자료: knoema, ワールド･データ･アトラス-(https://jp.knoema.com/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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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가금육21) 공급량은 2018년 기준 149만 8천 톤으로, 추세선을 보면, 줄곧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가금육 생산량은 2018년 기준 147만 4,253톤이며, 추
세적으로는 공급량 추세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림 40> 캐나다의 가금육 공급량 추이

<그림 41> 캐나다의 가금육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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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금육 수출입
캐나다에서 가금육의 수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점을 계기로 가금육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이다. 수출과 수입량 그리
고 수출액과 수입액도 대략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기준 가금육 수출량은 16만 4,628톤, 수입량은 19만 5,643톤이며, 수출액은
4억 464만 5천 미국 달러, 수입액은 4억 5,646만 8천 미국 달러로, 수입이 수출에 비
해 약간 많았다.

21) 가금육의 디폴트 구성을 보면, 1058 닭고기, 1060 지방간 조제품(푸아그라), 1061 치킨육 통조림, 1069
오리고기, 1073 타조고기, 1080 칠면조고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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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캐나다의 가금육 수출량 추이

<그림 43> 캐나다의 가금육 수출액 추이

<그림 44> 캐나다의 가금육 수입량 추이

<그림 45> 캐나다의 가금육 수입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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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계란류
캐나다의 산란계 도계수수는 2018년 기준 3,268만 8천 수 정도로 나타났다. 추세적
으로 보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감소추세였으나,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계란22) 공급량을 보면, 2018년 기준 61만 8천 톤인데, 추세적으로 보면, 1990
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2) 계란과 계란 제품. 가금류 종류별 달걀 생산은 전통적인 부문(개인 소유의 작은 양)과 현대 부문(대규모 집
중 상업용 양계 농장)의 모든 종류의 암탉이 계란을 생산하는 총생산량을 의미한다. 전체 생산품에는 부화
용 달걀이 포함되지만, 농장의 폐기물은 제외된다. 각국은 숫자와 중량측면에서 모두 보고해야 한다. FAO
는 1차 가공품 4개와 가공품 3개 등 7개 품목의 계란 및 계란 제품을 나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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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캐나다의 계란 공급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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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캐나다의 계란 국내 생산량은 57만 1,300톤으로, 추세적으로 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국민 1인당 계란 소비량을 보면, 이 역시 연도별로 크게 변동을 보이는데,
1990년대 전반까지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증가세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2018년 기준 캐나다 국민 1인당
1일 계란 소비량은 57kcal이었다.
<그림 48> 캐나다의 계란 생산량 추이

<그림 49> 캐나다의 1인당 1일 계란 소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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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우유 및 유제품
캐나다는 낙농강국이다. 2020년 생산량 추계에 의하면, 캐나다의 버터 생산량은 세
계 7위(세계 점유율 1.06%), 치즈 생산량은 세계 6위(동 2.37%), 음용유 생산은 세계
10위(동 1.53%), 탈지유 생산 세계 10위(동 1.6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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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음용유가 다소 증가세를 보이지만, 다른 품목은 거의 일정한 생산을 보이고
있다.
<그림 50> 캐나다 낙농의 위치

자료: USDA PSD On-line.

캐나다의 젖소 사육두수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2018년 기준 100만
2,292두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우유23) 국내 공급량은 2018년 기준으로 952만 톤인데, 추세적으로 보면,
23) 우유, 달걀, 꿀, 밀랍은 살아있는 동물의 산물로 포함된다. 동물성 섬유(주로 양모와 비단)는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우유와 유제품. 국가들이 보고한 우유 생산 추정치는 다음 세 가지 개념 중
하나 이상을 참조한다. 총생산은 우유 생산과 어린 동물들이 빨아먹는 우유이다. 소비할 수 있는 생산량은
순수 생산량에서 동물에게 우유를 덜 먹이고, 농부들이 음식과 사료를 위해 보관하는 우유,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며, 농장 폐기물 등이다. FAO의 개념은 순우유 생산과 관련이 있다. 데이터는 전지유와 중량
면에서 동물(소, 양, 염소 등)의 종류에 의해 보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체 우유의 5~10%
만이 인간의 소비에 직접 사용된다. 우유 생산의 대부분은 액체 우유로 시판되기 전에 처리되거나(예: G.
표준화, 저온 살균, 탈지 등), 크림, 버터, 치즈, 증발 및 연유, 분유, 카제인,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제품에서 제조된다. 전체 우유의 약 70 퍼센트가 유제품으로 가공된다. 이러한 과정의 부산물(예: G.
탈지 우유, 버터밀크, 우유)은 사료용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유제품으로 제조된다. 예를 들어, 전지 또는 탈
지 우유와 저지방 치즈이다. 가공 우유와 유제품은 종종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첨가물로 보충된다.
FAO는 다음 목록에 50개의 우유와 유제품 품목을 나열하고 있으며, 그 중 5개가 1차 제품이다. 우유를
포함한 일부 식품은 FAO에 의해 별도로 나열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G. 에그녹, 샤베트, 몰드 우유, 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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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두수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우유 공급량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리당 산유량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51> 캐나다의 젖소 사육두수 추이

<그림 52> 캐나다의 우유 국내 공급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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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국민 1인당 1일 우유 소비량은 2018년 기준 14.4g으로 나타났는데, 연도별
로 다소의 증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캐나다의 우유 생산량은 2020년 기준 1,000만 톤이었는데, 장기 추세적으로 보면,
줄곧 700만~800만 톤 정도에서 변동을 계속하다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림 53> 캐나다의 1인당 1일 우유 소비량 추이

<그림 54> 캐나다의 우유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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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릿 우유 음료 및 멜레린 등과 같은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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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나다의 농업정책24)
4.1. 캐나다의 농업지원 동향
캐나다가 농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줄인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 농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줄였으며,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는 농가의 수입에 대해 직접 지원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특
히, 1995년에는 곡물 산업에 대한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MPS) 정책이
중단되었다. 이 때부터 농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유제품이나 가금류 및 그 제품 그리고 계란 등 주요 축산물
에 대한 시장가격 지원정책에는 변화가 크지는 않았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캐나다의 농업 소득 지원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재
난·재해에 대해서도 농가에 대한 지급 수준을 낮추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예산지출에 대한 비중이 직접지원에서 일반 서비스에 대한 지원(농
업정보·혁신시스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검역·검사, 판촉 등) 분야로 중심이 이
동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캐나다의 경우, 생산자보조상당치(Producer Subsidy Equivalent, PSE25))가 1986년부
터 1988년까지 기간에 36%에서 2015년부터 2017년 기간에는 9%로 감소하였다. 이러
한 수준은 지속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7년 기간에는 투입재나 농산물 생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수준
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다시 말하면, 왜곡된 지원의 범주에 속하는 정책들의 비중
이 OECD 평균보다 69%포인트나 높았다. 이러한 수준은 이전에 직접지원에 대한 비
중이 높았던 1986년부터 1988년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24) 이 부분의 내용은 박영구,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세계농업｣2019
년 3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내용 중 캐나다 부분만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품목별로 관련 정책들
을 살펴보고 싶다면, 박준기 외 3인, ｢캐나다의 농업 및 농산물 교역동향｣해외농업시리즈 15: 캐나다, 20
16년 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http://library.krei.re.kr/pyxis-api/1/digital-files/605ba
745-b3bc-2a94-e054-b09928988b3c)을 참조하기 바란다.
25) 생산자 보조 상당치(Producer Subsidy Equivalent, PSE)는 일정 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자
로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 즉, 농정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보조의 총화폐금액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농업정책의 중단 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소득 손실액을 지칭하며,
이는 정부개입 시와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가상적인 상태 간의 비교이다. 여기에는 정부지출이 수반되는 농
민에 대한 보조와 저리융자, 세금감면 등 정부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농민에 대한 보조도 포함된다.(출처: 네
이버 지식백과 통상무역용어사전, 2013. 6.,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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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특히 왜곡된 지원의 대표적인 품목은 우유라고 한다. 우유에 대한 시장
가격지지 즉, MPS는 직접지원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55> 캐나다의 농업지원 변화 과정

자료: OECD(2018). 박영구,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세계농업｣2019년 3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재인용

4.2. 주요 농업정책 변화
GF2(Growing Forward 2)는 캐나다의 농업 정책 프레임워크이다. 이 GF2는 2018년
3월에 만료되었다. 이 프레임워크의 연결성을 위해 2017년에 다음 단계의 정책 프레
임 구축을 도모하였다. 이것이 캐나다 농업 동반자협정(Canadian Agricultural
Partnership, CAP)이라는 기본 협약이다. 이 협약 수립에 있어, 캐나다 농업부 장관과
지방농정 책임자(Federal, Provincial, and Territorial, FPT)들이 중심이 되어, 정책의 핵
심 요소에 대하여 합의와 공유가 이루어졌다.
캐나다 농업 동반자협정에서는 다음의 6개 분야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였
다. 즉, 1) 과학, 연구, 혁신, 2) 시장 및 무역, 3) 환경 지속가능성과 기후 변화, 4) 농
업 부가가치 창출 및 농식품 가공, 5) 리스크 관리, 6) 공공 신뢰 등이다.
캐나다는 캐나다 농업 동반자협정을 통하여 각 개별 주와 다양한 지역 간에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 협정에 의해 농업·농식품 부문에 여성, 청년, 원주민 참여
를 강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제공하고 있다.
이 협정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아울러 CAP에는 이전의 GF2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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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에서 제공하는 CAP 활동
2) 개별 주 및 세부지역이 제공하는 FPT 비용 분담 프로그램
3) FPT 비용 공유 관련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BMR) 프로그램 등이다.
캐나다는 2017년 9월에 EU와 잠정적으로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체결하였
다. 이 CETA 협정에 따라 캐나다는 EU로부터 수입되는 치즈에 대해 관세 면제 대신
에, 이에 해당하는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s, TRQ)을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이
에 의해 캐나다로써는 치즈 수입이 증가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
며, 캐나다 국내의 낙농가와 가공업자들에게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는 낙농업투자프로그램(Dairy Farm Investment Program, DFIP)이다. 이 프
로그램은 캐나다 정부가 우유 생산업체들이 생산설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의 낙농가들은 5년간 2억 5,000만 달러의 금액을 지
원받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낙농가들은 생산설비 현대화와 합리적인
가축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는 낙농산업의 생
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낙농 가공투자기금(Dairy Processing Investment Fund, DPIF)이다. 이 기
금은 낙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이 기금은 낙농업 분야의 유통·가공업자에게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은 관련
설비와 인프라에 대한 직접 자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더불어 민
간부문 생산기술, 전문 경영기술, 비즈니스 노하우 등을 낙농업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상환이 불필요한 지원금 형태로 낙
농업분야 유통·가공업자에게 제공된다. DPIF의 전체 예산은 1억 캐나다 달러(미국
달러로는 약 7,700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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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캐나다 농업지원 추이
(단위: 백만 $, %)

자료: OECD(2018). 박영구,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세계농업｣2019년 3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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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2018년 3월 8일 칠레에
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다. 회원국 국내총생산
(GDP)을 합치면 세계 GDP의 13%로 현재 가동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1월 RCEP 타결 이후 미·중 간 균형을 위해 CPTPP
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PTPP와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규모도 크지만 시장 개방 수준도 높다. 회원국
간 공산품은 99.8% 이상, 농산물은 95% 이상이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가 CPTPP
에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 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CPTPP 회원국인 캐나다를 중심으로 캐나다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정책에 대해 살
펴보았다.
캐나다는 중국보다 넓으며, 일본의 27배, 우리나라의 98.4배에 달하는 광대한 국토
를 자랑하는 농업국이다. 국토 중 농용지는 6.7%인 6,759만 헥타르에 불과하지만, 일
본에 비해 14.8배, 우리나라에 비해 42.5배에 달한다. 광활한 농지면적과 비옥한 토양
등 캐나다의 자연환경은 농업생산 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캐나다는 세계
유수의 농업생산국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에서는 밀, 보리, 옥수수 등 곡물, 캐놀라 외에도 축산물 생산이 많으며,
2015년 기준으로 특히 캐놀라는 세계 1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농지면적 면에서
는 평원 주의 비율이 높아 캐나다 농지 전체에서 평원주 농지면적 비율은 81%, 농가
수에서도 캐나다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을 보면, 평원주의 평
균 경지면적이 캐나다 전체의 경지면적을 크게 웃돌아 매니토바 주는 459ha, 앨버타
주는 473ha, 서스캐처원 주는 675ha로, 토지집약적인 대규모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평원주에서 농가 수 감소와 평균 농지면적 증가 등 농업생산 집약화가 진
전되고 있다.
중앙캐나다(퀘벡 주, 온타리오 주)는 유류 종자 및 곡물 생산을 주로 하는 농가 수
도 상대적으로 많지만(특히 온타리오 주), 낙농농가와 양돈농가의 수가 매우 많다. 더
불어 캐나다 농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금 및 화훼 관련 경영을 하는
농가 수도 상대적으로 많다. 우유·유제품, 닭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축산물, 그리고
신선 채소나 화훼를 대도시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태평양주 경영농가의 특징도 중앙캐나다의 특징과 유사하다. 하지만 축산업(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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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가금)이나 과수견과류,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
징이다. 그에 반해 평원 주에는 유량종자와 곡물을 주로 하는 농가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평원 주를 합하여 캐나다 전체의 약 70%를 차지함과 동시에, 소 비육도 매우
활발하다.
도시 근교형 농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캐나다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
로 5개 품목(우유, 유제품, 닭고기, 칠면조, 계란·산란계)을 대상으로 개별 농가별 생
산 할당량 배분 등 출하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공급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
는, (1) 생산관리, (2) 국경 조치에 의한 수입량의 관리, (3) 생산비에 근거한 가격 결
정 등 3개의 축으로 이루어지며, 그것들이 서로 조합함으로써 가격 안정화를 실현하
고 있다.
이 5개 품목의 주요한 산지는 중앙 캐나다이다. 정치 경제의 중심인 온타리오 주와
전통적, 정치적 독립 지향이 강한 프랑스 문화의 색채가 강한 퀘벡 주의 농가가 주된
보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이 캐나다의 정치성
이 강하다. 이들 5개 품목의 보호 문제는 EU와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협상(CETA)이나
CPTPP 협상에서도 큰 쟁점이다.
밀의 경우 경작 면적의 증대(전년대비 10.3% 증가)와 단수 증가(전년대비 25.0% 증
가) 모두가, 그리고 캐놀라의 경우 주로 단수(單受)의 대폭 증가(전년대비 35.4% 증
가, 작부 면적 자체는 4.4%)를 통해 증산되었다. 밀과 캐놀라의 증산 배경에는 세계적
인 유량 종자·곡물에 대한 수요 증대와 그에 따른 국제 가격의 상승이 자리하고 있
다.
캐나다에서는 쌀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여 소비하고 있다. 특히 1984년 이후 소비
추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 또한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즉,
쌀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서 밀 재배면적은 아주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밀 생산량은 장기
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량 중 70% 내외는 수출하고 있다. 밀의 국내 소
비량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비량 중 50% 내외는 사료용으로 이용되
고 있다. CPTPP 가입 시 캐나다 밀 수입 압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의 옥수수 또한 재배면적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옥수수 생산량은 지속적으
로 커다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옥수수의 국내 소비량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소비량 중 70% 내외는 가축의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에도
CPTPP에 가입하더라도 옥수수 수입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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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 이후 캐나다의 콩 재배면적은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콩 생
산량 추이를 보면,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캐나다의 콩
수요측면에서 보면, 2000년대 들어 수출이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소
비량도 수출량 증가세보다는 완만하더라도 증가세가 완연하다. 국내 소비량 중 70%
내외는 콩 가공소비량이다. 콩 수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적은 물량이지만,
최근 콩 수입량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CPTPP 가입 시 콩이나 대두박에 대한
수입 압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농업 정책의 특징은 CWB가 실시하는 혼합가격(price pooling)제도이다. 하
지만, 이 제도는 투명성에 대해 농가가 불만을 가지는 일이 많았으며, 또, CWB에 의
한 곡물 유통의 독점은 미국 등에서 자유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되고 있
다. 때문에 WTO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07년 1월 이후 CWB의 독점 폐지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CWB법의 개정으로 2012
년 8월 1일부터 CWB에 의한 독점 폐지와 밀·보리 판매 선택제가 도입되기에 이르
렀다. 그리고 CWB에 대해서는 사유화(혹은 폐지)를 향해서 5년간의 유예 기간이 설
정되게 되었다. 향후 캐나다의 해당 품목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 쪽으로 눈을 돌려 보면, 캐나다의 총 육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 경향을 보
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증가세는 현저하였지만, 이후 다
소 안정세에 접어들다가 2015년 정도 이후 또 다시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캐나다의 총 육류 생산량은 489.3만 톤이다. 캐나다의 육류 수출량은 쇠
고기의 경우 최근 거의 일정한 수량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515천 톤 정도로
세계 7위 수준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에는
1,470천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쇠고기 수출량은 세계 7위(4.78%), 돼지고기 수출
량은 세계 3위(24.8%) 수준이다. 한편,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량은 세계 10위, 돼지고
기 수입량은 세계 7위 수준이다. 캐나다의 쇠고기 생산량은 추세적으로는 확연한 증
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캐나다의 쇠고기 생산량은 1,310천 톤이었다.
한편, 캐나다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20년 기준 2,110천 톤이다. 추세적으로 보면
1960년대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증가
세를 띄고 있다.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020년도 기준 1,500천 톤 정도이다. 추
세적으로 보면, 1976년도 이후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1994년과 2019년도
이후 증가율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에서 가금육의 수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점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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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금육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수출과 수입량 그리고 수출액과 수
입액도 대략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기준 가금육 수출량은 16만 4,628
톤, 수입량은 19만 5,643톤이며, 수출액은 40만 4,645천 미국 달러, 수입액은 45만
6,468천 미국 달러로, 수입이 수출에 비해 약간 많았다.
캐나다의 계란 생산량은 57만 1,300톤으로, 추세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
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국민 1인당 계란 소비량은 1990년대 전반까지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캐나다 국민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은 57kg이었
다.
캐나다는 낙농강국이다. 2020년 기준 버터 생산량은 세계 7위(세계 점유율 1.06%),
치즈 생산량은 세계 6위(동 2.37%), 음용유 생산은 세계 10위(동 1.53%), 탈지유 생산
세계 10위(동 1.6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추세를 보면, 음용유가 다소의 증
가세를 보이지만, 다른 품목은 거의 일정한 생산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우유 생산
량은 2020년 기준 1천만 톤이었는데, 장기 추세적으로 보면, 줄곧 700만~800만 톤 정
도에서 변동을 계속하다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한다면, 캐나다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및 유제품
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캐나다가 농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줄인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특히, 1995
년 곡물 산업에 대한 시장가격지지(MPS) 정책이 중단되었다. 이 때부터 농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유제품이나 가금류 및 그
제품, 계란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한 시장가격지원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캐나다에서 특히 왜곡된 지원의 대표적인 품목은 우유이다. 우유에 대한 시장가격
지지 즉, MPS는 직접지원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부터 2017년 동
안 농가들의 평균 수취가격이 세계시장과 비교하여 12%포인트나 높았다.
캐나다 농업 동반자협정에서는 다음의 6개 분야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였
다. 즉, 1) 과학, 연구, 혁신, 2) 시장 및 무역, 3) 환경 지속가능성과 기후 변화, 4) 농
업 부가가치 창출 및 농식품 가공, 5) 리스크 관리, 6) 공공 신뢰 등이다.
캐나다는 캐나다 농업 동반자협정을 통하여 각 개별 주와 다양한 지역 간에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 협정에 의해 농업·농식품 부문에 여성, 청년, 원주민 참여
를 강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9월에 EU와 잠정적으로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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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CETA 협정에 따라 캐나다는 EU로부터 수입되는 치즈에 대해 관세 면제 대신
에 이에 해당하는 관세율 할당(TRQ)을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의해 캐나다로써
는 치즈 수입이 증가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캐나다 국내의 낙농가와 가공업자들에게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위해 낙농업투자프로그램(DFIP)과 낙농 가공투자기금(DPIF)을 도입하고 있다. 이다.
전자는 캐나다 정부가 우유 생산업체들이 생산설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며, 후자는 낙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증진시킬 목적으
로 만들어졌다. DPIF의 전체 예산은 1억 캐나다 달러(미국 달러로는 약 7,700만 달러)
이다.
이처럼 캐나다는 곡물과 낙농, 축산업 분야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곡물 및 축산업 부문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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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1편

최근의 세계 식육 수급 동향과 일본의 식육
수입 상황1)
(원문) 일본식육수출입협회 회장 코아나 유타카(小穴 裕)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김종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박지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세계 축산 담당자)***
김태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지난해 예상치도 못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큰 변화를 겪
었던 한 해이다. 아직 백신 및 치료제의 전면 보급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감스럽게도 이 싸움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작년부
터 COVID-19가 일본 수입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 수입쇠고기를 중심으로 저자(코아나
유타카)가 실제 경험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2019년 12월 중국 호북성 우한시(湖北省 武漢市)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COVID-19의 존재가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었다. 그 후 피해는 급속히 중국의 주요 도
시로 확산되면서 중국 내 외식 수요가 급속히 정체되었다. 그러면서 쇼트플레이트
(short plate2))를 중심으로 주요 상품의 움직임이 나빠지고 중국 매수가 중단되면서
선물(先物) 시세가 하락하였다. 당시, 트레이더들은 이 영향은 일시적인 트랜드로 시
간이 지나면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그 때를 경계로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싸
움의 시작이 되어 버렸다.
3월 이후 서서히 COVID-19의 영향이 주요 쇠고기 생산국인 미국·캐나다를 잠식
* huhduk@krei.re.kr
** jkim@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小穴 裕, ‘近年の世界の⻝肉需給の動向’, 特集：海外の⻝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
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 2021年 2月号의 내용을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
한 것이다.
2) 쇠고기의 업진살 부위, 우삼겹으로도 알려져 있는 부위. 주로 불고기감으로 쓰인다.(출처: 네이버카페, 토론
토 맘스클럽, ‘소고기 부위’ 아는게 힘, 2017년 11월 16일 게재, https://cafe.naver.com/torontomoms/1
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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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하였고, 양국 내 식육가공 공장 폐쇄가 빈발하면서 수급 균형이 순식간에
크게 깨졌다. 5월 초순에는 사상 최대로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면서(그림 1) 유례없는
광란 장세를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식량 공급을 지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도축장을 가동시
킬 것을 계속적으로 발령하였다. 공장 폐쇄는 전국 도축 공급망의 지속적 기능을 위
협하고 국가 긴급사태에서 중요한 인프라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성명을 내걸고, 식량
공급망 유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식육가공공장에서 일하는 전 종업원에 대한 PCR 검사3) 실시, 사회적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치열한 감염대책이 강구되어, 여름철에는 통상적인 도
축 마릿수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최악의 시기를 넘겼다.
<그림 1> 미국의 소 도축두수 추이(2020년)

주: 연방검사 베이스
자료: USDA ｢Livestock Slaughter｣

3)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은 의심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RNA를 채취해 진짜
환자의 RNA와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검사방법으로, 우리말로 중합효소연쇄반
응이라고 불린다. PCR(중합효소연쇄반응)은 현재 유전물질을 조작하여 실험하는 거의 모든 과정에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으로, 검출을 원하는 특정 표적 유전물질을 증폭하는 방법이다. 염기 순서가 동일한 유전물질을
많은 양으로 증폭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DNA를 증폭하여 여러 종류의 유전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의 DNA에 적용하여 감염성 질환의 진단 등에 사용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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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형상과 가축두수는 COVID-19확대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종
업원들이 재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직장을 이탈하였던 것은 큰 문제가 되었다. 충분한
수의 종업원을 확보할 수 없다기 보다는 이전에 생산했던 대일본 수출용의 섬세한 스
펙 상품은 아직 생산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당분간은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식육 가공공장에서는 항상 제3파 그리고 제4파의 우려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이제 공급 불안 및 이와 관련된 시황은 COVID-19가 완전 수습될 때
까지 계속되는 테마가 되어 버렸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2020년 1~11월의 쇠고기 수입량은 55만 1,064톤(전년
동기 대비 4% 감소)으로 수량이 안정되어 있다(그림 2). 그 중에서도 미국산은 23만
4,385톤(전년 1월에 발효된 미·일 무역협정의 혜택으로 수입량 증가)이 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70% 이상이 뱃살(업진살 등)을 중
심으로 하는 비교적 저가의 상품군이 주력이다. 때문에 긴급사태 선언을 포함한 코로
나 사태의 환경 속에서 비교적 화물 이동이 좋았던 잠재 수요 아이템에 알맞은 것이
수입량 증가 요인이었다.
외식산업이 크게 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체의 쇠고기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았던 것은 소비자의 식사 형태는 크게 변화하였지만, 쇠고기를 소비한다는 행위 자
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였다는 점이 어
려운 환경 속에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었던 핵심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COVID-19는 전례가 없고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때문에 각 회사의 판단과 대책은 매우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외식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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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의 쇠고기 수입량 추이

주: 부분육 베이스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사진 1> 식육처리장 내에서의 작업 모습

<사진 2> COVID-19 대책으로 종업원 간
거리두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번 COVID-19가 우리에게 준 것은 결코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지 공
급업체가 곤경 하에서도 공급을 멈춘 것에 의한 관계 강화, 거래처와 함께 곤경을 극
복하려고 필사적으로 지혜를 모아 구축한 시간, 부하나 가족을 지키려고 한 생각 등
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코
로나사태의 제일 어려운 시기에도 곤란해 하고 있는 동업 타사의 약점을 잡고, 부당
하게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공급을 멈추거나 하는 트레이더가 없었던 것도 다행이었
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감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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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2편

최근 미국의 돼지고기 수급 상황1)
(원문) ALIC 調査情報部 国際調査그룹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김종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박지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세계 축산 담당자)***
김태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머리말
최근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생산량 증가세
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는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 따른 보복 관세 등으로 국제적인 돼지고기 수
급 상황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 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으로 도축장(이하 ‘처리
장’) 일시 폐쇄 및 그에 따른 돼지 도살 처분, 일시적인 생산체제 혼란에 따른 돼지고
기 가격 등락 등 미국의 양돈업계도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돼지고기 수급 상황을 살펴본다.
이 글 중의 환율은 1미국 달러=105엔=1,087원(2020년 12월 말일 TTS-달러 환율:
104.5엔, 1,856.5원)을 사용하였다.

* huhduk@krei.re.kr
** jkim@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ALIC 調査情報部 国際調査그룹, ‘近年の米国の豚肉需給状況～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
も踏まえ～, [特集：海外の⻝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2021年 2月号를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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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돼지고기 수급 현황
2018년 미국의 돼지고기 산업은 미국의 농축산물 판매액의 6%에 해당하는 209억
달러(2조 1,945억 엔, 22조 7,183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주요 축산업계
의 판매액으로 육용우. 낙농, 브로일러에 이어 제4위의 산업이다(그림 1).
<그림 1> 농축산물 판매액(2018년)

미국은 세계적인 돼지고기 수급에 있어서 생산량 및 소비량으로는 중국과 EU에 이
은 세계 제3위, 수출 물량에서는 EU에 이은 제2위이다. 즉, 미국산 돼지고기 수급 동
향이 세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그림 2~그림 5).
최근 중국에서는 2018년 8월에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만연의 영향으로
2019년에는 돼지 사육두수가 전년 대비 최대 약 40%가 감소하는 등 돼지고기 생산량
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중국은 수입량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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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 상위 5개국의 돼지고기 생산량 추이

주 1: 지육중량 베이스
2: 2020년 치는 2020년 10월 시점의 USDA 예측치
자료: USDA

<그림 3> 세계 상위 5개국의 돼지고기 소비량 추이

주 1: 지육중량 베이스
2: 2020년 치는 2020년 10월 시점의 USDA 예측치
자료: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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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계 상위 5개국의 돼지고기 수입량 추이

주 1: 지육중량 베이스
2: 2020년 치는 2020년 10월 시점의 USDA 예측치
자료: USDA

<그림 5> 세계 상위 5개국의 돼지고기 수출량 추이

주 1: 지육중량 베이스
2: 2020년 치는 2020년 10월 시점의 USDA 예측치
자료: USDA

미국의 과거 10년간의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 관한 각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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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돼지고기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량
수입량
총공급량
총소비량
1인당
소비량(kg)
수출량
기말재고

10,188 10,331 10,554 10,525 10,368 11,121 11,320 11,611 11,943 12,543
390

364

364

399

459

506

495

506

473

429

10,814 10,941 11,164 11,207 11,107 11,880 12,083 12,347 12,667 13,225
8,653

8,338

8,440

8,665

8,544

9,340

9,476

9,541

9,748 10,064

28

27

27

27

29

29

29

29

30

31

1,916

2,357

2,440

2,262

2,310

2,272

2,376

2,555

2,666

2,867

245

246

283

280

254

268

230

251

254

293

주: 지육중량 베이스
자료: USDA, ｢Livestock&Meat Domestic Data｣

과거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생산량은 2013년 4월 이후에 발생이 확인된 돼지 유행
성 설사(PED)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15년 이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량에 관해서도 2014년 이후에는 증가 경향에 있다. 미국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인당 소비량이 계속 확대하고 있어, 단순한 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량 증가뿐 아니라, 소비자의 돼지고기 기호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수출량에 관해서는 생산량 증가와 유사하게 증가 경향에 있다. 대체적으로 생산량
의 2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하며,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 수출 물량을 수출지
별로 보면, 2010~14년에는 일본이 최대의 수출국이었으나, 2015년 이후에는 멕시코가
최대 수출국이다(그림 6). 수출액 측면에서는 일본이 예전부터 최대 수출국이었으나,
2019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을 받은 중국·홍콩 수출용이 급증하여 일본에
육박하고 있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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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돼지고기 수출량 추이(수출지별)

주: 지육중량 베이스
자료: USDA

<그림 7> 돼지고기 수출액 추이(수출지별)

자료: USMEF

또한 미국은 세계 유수의 돼지고기 생산국이면서 수출국이기 때문에, 수입량은 소
비량의 5% 미만으로 양이 적다. 하지만, 캐나다로부터 일정량이 매년 수입되고 있는
상태이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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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돼지고기 수입량 추이

주: 지육중량 베이스
자료: USDA

3. 미국산 돼지고기의 대중국 수출
2018년 3월 트럼프 정부는 통상확대법 232조2)에 근거하여 많은 국가의 철강과 알
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표 2). 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
한 추가 관세를 계기로, 그 해 4월에는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에 보복 관세를 부과
하게 되었다. 미국은 계속 증가하는 대중 무역 적자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동법 301조3)에 근거하여 중국에 대한 더 높은 보복 관세를 부
과하여, 쌍방에서 보복 관세를 계속 적용하는 사태가 되었다.
지금까지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하여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최
혜국 대우(MFN) 관세를 적용하여 왔다. 냉장 돼지고기는 20%, 냉동 돼지고기는 12%
수준이었다. 그 후 관세율이 서서히 오르면서 2019년 9월에는 냉장 돼지고기 80%, 냉
동 돼지고기 72%로 극에 달하였다.
그러나 2020년 냉동 돼지고기 잠정 세율이 8%로 인하되고, 제1단계 미·중 경제무

2) 대상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시정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3) 무역 협정 위반과 미국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타국의 조치에 대해, 무역 협정상의 특혜 조치 정지나
수입 제한 조치 등의 무역 제재를 실시하는 권한이 미국 통상 대표부(USTR)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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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협정이 발효된 2020년 2월 14일 이후에는 2019년 9월에 추가한 보복 관세 일부의
관세율이 떨어졌다. 그 후 이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분이 2020년
3월 2일부터 1년간 면제된다(수입업체가 관세 당국에 신청하고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1년간 면세). 이상과 같이 2021년 1월 14일 현재, 냉장 돼지고기는 45%, 냉동 돼지고
기는 33%이다.
<표 2> 미·중무역분쟁의 주요 경위(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중국 수입시의 관세
냉동돼지고기 냉장 돼지고기

3월 23일, 중국을 포함, 통상확대
2018년 법 232조에 근거하여 철강에
3월 25%, 알루미늄에 10%의 수입관
세를 적용

4월

4월 2일, 미국 수입품 128개 품
목(농산물과 공산품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동. 미국산 돼지
고기도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

45%

37%

7월

7월 6일, 미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수입품 545개 품
목(농산물, 수산물, 자동차 등)에
7월 6일, 동법 301조에 근거하
대한 추가관세를 발동. 중국 정
여, 중국 수입품 818개 품목(주
부도 같은 규모의 대항조치를 7
로 공산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발
월 6일에 발동. 미국산 돼지고기
동. 340억 달러 상당)
도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추가로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340억 달러 상당.

70%

62%

8월

8월 23일, 동법 301조에 근거하
여 중국 수입품 279개 품목(반도
체, 차량관련 등)에 대한 추가관
세를 발동. 160억 달러 상당.

9월

9월 24일, 동법 301조에 근거하
9월 24일, 미국의 조치에 대한
여 중국 수입품 5,745개 품목에
보복조치로, 미국 수입품에 대한
대하여 추가관세를 발동. 2,000
추가관세를 발동.
억 달러 상당.

8월 23일, 미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발동. 160억 달러
상당.

2019년 5월 10일, 2018년 9월에 발동한
5월 추가관세 인상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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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

6월 1일, 2019년 5월의 미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2018년
9월에 발동한 추가관세 인상을
실시.

9월

9월 1일, 새로이 추가관세를 발
9월 1일, 이제까지의 추가관세
동. 미국산 돼지고기도 대상품목
대상품목 이외에 품목에 대하여,
에 포함되어, 추가로 10%의 추
추가관세를 발동.
가관세를 부과하였다.

부 록

중국 수입시의 관세
냉동돼지고기 냉장 돼지고기

80%

1월 15일, 제1단계 미중경제무역협정에 서명. 협정은 2월 14일부터
2020년
발효되어, 중국에 의한 향후 2년간의 8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1월
구입이나, 미국산 농산물의 중국 수출시장 억세스 확대 등이 포함된다.

72%

68%주)

2월

2월 14일, 2019년 9월에 발동
2월 14일, 2019년 9월에 발동된 된 추가관세의 인하를 실시. 미
추가관세의 인하를 실시
국산 돼지고기 관세율은 추가관
세 10% 중 5%가 인하되었다.

75%

63%

3월

3월 2일, 미국의 통상확대법
301조에 근거하는 추가관세에
대해 면세를 인정하는 예외조치
를 발동. 승인된 경우에 한해,
2018년 7월 및 2019년 9월에
인상된 관세 30%가 1년간 면세
된다.

45%

33%

주: 중국정부는 2020년의 냉동 돼지고기의 잠정세율을 최혜국 대우 세율인 12%에서 8%로 인하. 또한, 2021년에도
계속 8%로 인하.
자료: 공표자료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상술한 보복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산 돼지고기의 총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율은 2017년 6.8%에서 2018년에는 5.7%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중국 국내에서 아프
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2019년 16.0%까지 증가하여, 고율의 보복 관
세가 부과된 영향은 별로 보지 못하였다.
미국 관계자의 목소리에 의하면, “중국에 크게 의존하던 미국산 콩은 다르다”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중국은 그동안 미
국에서 수입한 분을 다른 나라에서의 수입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수
출하던 부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일 뿐, 중국의 미국산 농산
물에 대한 보복관세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으로, 중국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 경로로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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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수산물 등 수입 냉동식품이 원인 중 하나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0년 6월 이후
육류, 수산물 가공 처리장 종업원에게 COVID-19가 확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가공 처리장에서 식품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나 호주 등도 중국의 조치에 항의하는 한
편, 그 해 9월 21일 중국은 WTO에 대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냉동식품에 대해 신종 코
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수입 냉동식품에 대한 감시를 강
화하고 있어,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4. 미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2021년 1월 6일 시점에서, 미국에서는 돼지열병(Swine Fever)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침입 방지 대책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세계 유수의 돼지고기 수출 국가이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수출 물량 비율도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 질병을 수습하기까
지 10년 이상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수출 중단 등의 각종 손실액이 최대 500억 달러(5
조 2,500억 엔, 54조 3,500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다(부록 참조).
미국 양돈업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침입 방지를 위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통해서
전파하는 이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아이오와 주에서 개최되면서 세계에서 관
계자가 참석하는 ‘World Pork Expo 2019’개최를 중지하였다. 이는 과학적 사실에 근
거한 침입방지 대책이라기보다는, 생산자의 심리적 불안을 배려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1. 공해, 항구 등의 국경대책
USDA는 미국세관·국경단속청(CBP)과 협력하여 중국을 포함한 아프리카 돼지열
병 발생 국가·지역에서 도착한 승객과 화물에 대해 입국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 3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식량농업보호법(Protecting America's
Food&Agriculture Act of 2019)에 서명하고, 이 법이 성립하였다. 이로써 아프리카 돼
지열병 등 동식물의 병원체나 병해충의 미국 침입을 막기 위해 CBP 직원 및 검역 탐
지견 증강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해 2020년 3월~2022년 9월 3회계 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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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40명의 농업 검역관 및 200명의 농업 기술자 증원, 20개 탐지견 팀 추가 배치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었다.
미국에서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처음 검역 탐지견이 배치되었고, 전국 각
지 공항 등에 배치가 확대되었다. 2020년 10월 말 시점에서 전미국 88개소 이상의 공
항에 179개 탐지견 팀이 배치되어 있다.
캐나다나 멕시코 등 국경을 접하는 나라들과도 협력하고 국경검역 대책을 실시하
고 있다. 2020년 6월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수석 수의관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한 경우에도 지역주의를 적용하여, 발생 구역 이외의 돼지고기 등의 수출을 허용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COVID-19의 영향에 따른 미국 여행자의 격감으로 국경 검
역검사를 위한 자금 확보가 과제라고 한다. 그동안 검사원이나 탐지견의 배치 확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여행자에게서 받은 검사 수수료로 충당되고 있었다. 하지만,
COVID-19 영향에 따라 여행자 수는 대폭 줄었고, 이대로 여행자가 격감한 상태가 길
어지면 국경검역 대책 자금 확보가 문제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4.2. 지역이나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의 침입 방지 대책
만일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열병과 FMD(구제역)등의 중대한 가축 전염
성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연방 정부의 방역 대책 지침에 따라 발생 농장의 돼지 도살
처분이나 소독 등 방역 조치와, 다른 지역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이나 사람
의 이동을 제한한다.
그러나 농장의 바이오 보안을 높이고, 이들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막을 목적으로
미국돈육위원회(NPB)4)는 일본의 사육위생관리기준에 해당하는 돼지고기 공급안정
프로그램(SPS: Secure Pork Supply) 실천을 권장하고 있다. SPS는 USDA의 동식물 검
역국(APHIS)과 협력하여 설계된 2010년부터 시작된 임의의 프로그램이다. SPS에 참
여함으로써 농장의 바이오 보안 향상이 기대되면서, 만약 미국 내에서 중대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SPS참가 농가는 비육돈 처리장에 출하 등에 관한 이동 제한의
예외 인정을 받게 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SPS에서는 주로 이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실천이 요구된다.
4) 법률에 근거하여 돼지 거래 시에 일정 금액을 징수하고 마케팅과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체크 오프
(check-off, 자조금) 기관.

190

특집 1 : (제2편) 최근 미국의 돼지고기 수급 상황

∙ 농장 식별 번호(PIN) 취득 및 제출
∙ 농장 바이오 보호 플랜 작성
∙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성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일상 관찰, 기록,
보고
∙ 돼지 사람, 물건 등의 이동 기록 보관
농장 바이오 보안·플랜에서 요구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그림 9).
∙ 바이오 보안 관리자의 임명 및 바이오 보호 플랜 작성
∙ 농장 작업자에 대한 바이오 보안에 관한 연수
∙ 병원체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돼지를 사육하는 영역을 경계완충지역(PBA)으로 설정
∙ 돈사 등 특히 감염 리스크가 높은 영역에 분계선(LOS)을 설정
∙ 농장 노동자가 돼지를 사육하는 데 필요한 작업은 PBA내에서 실시하고, 외부와
의 필요한 거래는 PBA출입구에서 실시
∙ PBA 내에 차량이나 물건이 출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세척·소독 포인트
에서 세척, 소독을 실시
∙ LOS 출입구에서도 세탁·소독을 실시
∙ 각 지역이나 출입문 등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로프나 표지 등으로 명시
∙ 농장이나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돼지 정액, 사람, 사물 등 모든 출입을 기록
∙ 사체의 적절한 처리(특히 야생 동물과 접촉을 피한다)
∙ 배설물의 적절한 처리
∙ 야생 동물이나 파리 등 해충 대책을 실시
∙ 가축 사료의 적절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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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농장 바이오 시큐리티 플랜(Bio Security Plan)에 근거한 농장 개념도

자료: SPS에 따라 저자 작성

이들 농장 바이오 시큐리티 플랜을 만들어 SPS사무국에 제출하면, 그 내용에 대해
서 검증이 진행된다. 만일, 하자가 있으면 수정이 이루어진다. 승인되면 그 다음은 실
천이 요구된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양돈이 왕성한 아이오와 주의 아이오와주 돈육생산자협회에
따르면, 시 내에는 약 5,600호의 양돈농가가 존재하지만, SPS에는 약 500호의 양돈 농
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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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VID-19가 미국 돼지고기 수급에 미친 영향
미국 축산업계의 COVID-19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畜産の情報 2020년 11월호에서
살펴본 바 있다5). 여기에서는 미국의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 관해서 다시 살펴본다.
작년 봄 미국의 처리장 종업원에게 COVID-19가 확인됨에 따라 처리장의 일부가 폐
쇄되었고, 돼지고기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USDA
는 처리장 가동률과 추계 돼지고기 생산량에 대해 매일의 추이를 공표하고 있다(그림
10).
2020년 5월 말과 7월 상순은 미국의 공휴일, 8월 4일은 양돈업계 관례적인 조업 정
지일인 것을 제외하면, 처리장 가동률이 가장 낮았던 날은 4월 29일로 53.9%이며, 4
월의 평균 가동률은 78.3%, 5월의 평균 가동률은 72.0%였다. 월별로 돼지고기 생산량
을 보면,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 5월에는 동 9.0% 줄어, 약 2개월간은
돼지고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 뒤 7월 평균 가동률은 94.7%로 거의 예년 수
준까지 회복, 7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동 6.1% 늘었다.
<그림 10> 매일의 미국 돼지고기 처리장 가동율과 추계 돼지고기 생산량 추이(2020년)

자료: USDA 자료에 따라 저자 작성

5) 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よる米国畜産業界への影響｣,畜産の情報, 2020年 11
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3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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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처리장 가동율은 거의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4~5월까지 처리장 가동
률이 떨어진 점을 포함한 COVID-19의 영향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작년 봄에는 생산량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번식돈 갱신이 진행되
면서 2020년 9월 1일 시점의 돼지 사육 마릿수에서 번식돈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633만 3,000마리였다(표 3). 번식돈 감소에 따른 그 해 6~8월 산자수는 전년 동기 대
비 3.4% 감소한 3,511만 5,000마리, 50파운드 미만이거나 50~119파운드의 이유자돈,
육성돈도 동 3.5% 감소하였다.
한편, 180파운드 이상인 출하가 가까운 비육돈은 작년보다 상당한 정도 높은 연평
균 9.8% 늘었으며, 생산 현장에서도 여전히 COVID-19의 영향이 남아 있다.
<표 3> 돼지 사육두수 추이
(단위: 천 두)

2020년

2018년

2019년

총사육두수

75,136

78,583

79,099

0.7%

번식돈

6,330

6,431

6,333

-1.5%

비육돈

68,806

72,153

72,766

0.8%

50파운드(23kg) 미만

22,192

23,153

22,559

3.5%

50-119파운드(23-53kg)

20,357

21,224

20,490

-3.5%

120-179파운드(54-81kg)

14,006

14,654

15,547

6.1%

180파운드(82kg) 이상

12,190

12,899

14,169

9.8%

분만 모돈 두수(6-8월)

3,172

3,275

3,180

-2.9%

산자수(6-8월)

34,019

36,369

35,115

3.4%

1복당 산자수(6-8월) (두)

10.72

11.11

11.04

0.6%

전년대비(증감율)

주: 계수는 사사오입을 하였기 때문에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USDA, ｢Hogs and Pigs｣

미국의 양돈은 엄밀하게 관리된 스케줄에 기초하여 주로 분업체제로 진행되고 있
다. 때문에, 비육농가에서 출하 가능한 체중에 달한 돼지가 출하되지 않더라도 다음
기 비육돈이 농장에 도입된다. 이로써 이전의 비육돈 집단을 사육하여야 하는 장소가
부족하게 되어 대량의 돼지가 도살 처분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양돈 관계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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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돼지 도살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연간 돼지고기 생산량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돼지에 대해서 급이량 조정이 진행되는 등 최대한 돼지 출하를 지연시키는
대책이 강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오와주 돈육생산자협회와 아이오와 주립대가 협력하여 급이량 조정에 의한 돼
지 사육조정에 나섰다. 2020년 4월의 예측은 도살 처분된 비육돈 개체 수는 아이오와
주에만 30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협회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양 조정으로 이곳에서 도살 처분 마릿수는 비육돈 약 8만 마리, 이유자돈 및
육성돈 약 15만 마리에 그쳤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전체 미국 단위에서는 실제로
도살 처분된 비육돈 수는 약 200만 마리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지만, 상세한 자료는
명확하지 않다.

6. 향후 전망
최근 미국산 돼지고기에 관한 수급 상황은 다음과 같다(그림 11~그림 14).
돼지와 도축마릿수는 작년 봄 이후 전년 수준 또는 전년을 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으며, 돼지 도축 시 출하 중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의 영향으로, 2020년 돼지고
기 생산량은 작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처리장의 가동률이 낮아졌을 때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지만,
생산량 회복에 따라 도매가격 급등이 진정되었다.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예년보
다 높게 유지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에는 예년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 물량에 대해 살펴보면, COVID-19의 영향으로 현재에도 외식산업 수요가 침체
된 상태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을 받은 중국의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회복될 때까지는 중국의 문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EU 역내
에서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며 스페인에 이어 2번째 돼지고기 수출국인 독일에서는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어 그 영향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국내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미국산 돼지고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향후에도 수출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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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돼지 도축두수 추이

자료: USDA

<그림 12> 돼지고기 생산량 추이

주: 지육중량 베이스
자료: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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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돼지고기 도매가격 추이

자료: USDA

<그림 14> 돼지고기 수출량 추이

주: 지육중량 베이스
자료: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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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유럽이나 아시아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 따른 보복
관세, 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으로 미국의 양돈업계
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COVID-19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급 상황은 일시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지만, 현재는 안정을 되찾고 있다. COVID-19의 재유행으로 인한 대규
모 도시 폐쇄와 미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침입 등 특수 요인이 없다면, 앞으로 돼지
고기 생산량과 수출량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의 영향으로 처리장에서는 노동력 확보라는 오랜 과제가 다시 주목 받았
다. 또한, 관계자에 따르면, COVID-19의 영향으로 돼지 도살처분을 겪을 가능성에 직
면하였다. 또한, 대량의 돼지 도살처분을 실제로 실시한다고 상정할 경우, 인력과 처
리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재확인된다. 이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중대한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 계획 재고 등 새로운 과제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이후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20만 명
을 넘어서는 등 감염자 수는 증가 경향에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처리장이 봄 같은
가동 정지에 내몰릴 정도의 사태에는 빠지지 않아, 처리장 내 COVID-19의 방지 대책
이 일정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2020년 12월 11일 미국 식품 의약국(FDA)이 COVID-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
용 승인을 실시하고, 의료 관계자 등의 필요 불가결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
한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우선 접종 대상자 중에는 농가와 육
류업계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1년 후반이 될 수도 있다. 또, 백신 접종으로 COVID-19가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
니라, COVID-19의 확산 상황이 안정되려면 아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OVID-19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해서도 세계적으로 발생은 확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미국산 돼지고기 수급 상황은 불투명한 요소가 존재한
다. 따라서, 향후 미국산 돼지고기 수급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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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gView
2020년 11월, 전미돈육위원회(NPB)는 포크 체크오프6)에 의한 기금을 활용하여 돼
지 사육 정보에 관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집약하여, 관계자들과 그들의 정보를 공
유·활용하는 AgView라는 플랫폼의 공용을 개시하였다. AgView는 임의이며 무료 프
로그램인 양돈농가 및 주의 가축 위생 당국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양돈농가가
AgView에 돼지의 이동이나 건강 상태 등 돼지 사육 상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그
정보를 프로그램 참가자와 공유함으로써 돼지에 관한 정보가 리얼 타임으로 입수 가
능하게 될 뿐 아니라, 농가와 주 당국자와의 관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AgView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전염병 등의 혐의 사례나 가축 전염
성 질병의 발생이 확인되었을 때, 현장이 된 농장의 정보를 관계자 사이에서 즉시 공
유한다. 이로써 이후의 이동 제한 구역 설정 등의 신속한 만연 방지 대책에 이어지기
때문에 양돈업계 전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gView에 입력할 기본 정보
∙ 농장의 정보(농장식별번호(PIN), 경영 형태(번식 또는 비육), 사육 마릿수)
∙ 주 내 및 주 외의 모든 돼지 이동에 관한 정보
∙ AgView에 참여하고 있는 진단 시설에서 각종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공유되는 정보
∙ 발생 농장의 장소, 경영 형태, 돼지의 사육 마릿수
∙ 발생 농장에서 최근 돼지의 이동 정보
∙ 진단 시설에서 각종 검사 결과
∙ 고기의 안정 공급 프로그램(SPS: Secure Pork Supply)의 준수 상황
∙ 돼지의 이동 허가에 필요한 기준의 증명
모든 미국의 돼지 농가는 AgView를 농업 경영에 도입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AgView는 모든 양돈농가를 위해 설계되어, 도입에 있어서 농장의 규모,
6) 미국에서는 생체 돼지 매매 시, 돼지고기 제품 수입 시에 100달러(1만 500엔, 108,7000원)당 40센트(42
엔, 435원)가 포크 체크 오프로 거출되었다가, 그 거출된 징수금을 양돈업계의 연구나 돼지고기의 판매 촉
진비 등에 활용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돈육자조금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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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마릿수와 종류, 사업 목표 등은 묻지 않는다. 아이오와 주립 대
학의 이코노미스트가 2020년 4월에 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미국의 경제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수습하는 데 10년 이상 지출하는 경우, 돼지고기 업계는 총
500억 달러(5조 2,500억 엔, 54조 3,5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치르게 되고, 14만
명의 고용이 없어진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2년 이내로 수렴시키고 수출을 재개할 경우, 연간 15억 달
러(1,575억 엔, 1조 6,305억 원)의 손해로 그치고, 잃는 일자리도 적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1년 만에 비육 돼지의 생체 가격은 47% 하락한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신속히 수습시키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돼지고기 연
간 생산량은 약 30%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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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3편

미국 쇠고기 산업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1)
(원문) 藤原琢也(후지하라 타쿠야, ALIC 조사정보부)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김종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박지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세계 축산 담당자)***
김태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머릿말
2018년 미국의 육용우부문(쇠고기 포함) 판매액은 670억 미국 달러(7조 350억 엔,
72조 8,290억 원)로, 미국 농축산물 판매액의 18.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
다(그림 1). 또 미국은 세계적인 쇠고기 생산량과 소비량 부문에서 1위이자 브라질,
호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출국이면서, 동시에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입국
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의 동향이 세계 쇠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020년 봄 이후 미국에서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 발생·확산되어 지금도 미국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쇠고기 산
업에서도 도축장 가동 중단과 생산량 감소, 외식 수요 급감, 쇠고기 도매가격 등락이
발생하였다. 이후 미국 농무부(USDA) 등의 각종 지원책과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수
급 격차가 줄어들고, 생산, 물류, 소비 현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미국 쇠고기산업에서 지금까지의 COVID-19의 영향에 대해 최근의
* huhduk@krei.re.kr
** jkim@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藤原琢也, ‘米国の牛肉産業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
の影響について’, [特集：海外の⻝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2021年 2月号의 내용을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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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용우 및 쇠고기 수급동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 중의 환율은 1 미국 달러=105엔=1,087원(2020년 12월 말일 TTS 시
세: 104.5엔, 1,086.5원)을 사용하였다.
<그림 1> 농축산물 판매액(2018년)

2. 육용우 생산 현황
2.1. 소 사육 두수 추이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8~12년 간격으로 소 사육 마릿수가 증감하는 이른바 캐틀
사이클(cattle cycle)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초장기 추세를 보면, 1975년 과거 최고인
1억 3,228만 마리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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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 사육마릿수 추이

주: 각 년도 1월 1일 기준
자료: USDA, ｢Cattle｣

2011~12년에는 중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 그 영향으로 초
지 상태가 악화되어 육용 번식암소(경산우, 經産牛)를 중심으로 도태가 진행된 결과,
2014년에는 1960년대와 같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2015년 이후에는 초지 상태가 개선
되면서 우군(牛群) 재구축이 진전되어, 2019년까지 5년 연속 증가하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9,441만 마리로 6년 만에 전년 대비 밑돌았다.

2.2. 최근의 종류별 소 사육 마릿수 추이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9년까지 5년 연속 증가하던 소 사육 마릿수는 2020년
에는 6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으며, 캐틀 사이클에서의 소 마릿수 증가 경향이 종료될
징조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소 사육두수를 보면, 번식 암소(경산우, 經産牛)는 육용
우(육우), 유용우(젖소) 모두 전년을 밑돌았다. 그 결과, 총 소 사육두수는 전년대비
1.0% 감소한 4,065만 마리가 되었다(표 1). 미경산우에 대해서는, ‘기타(피드롯(feedlo
t2)) 등에서 비육되고 있는 소)’는 전년을 웃돌았지만, 육용·유용 번식 후계우가 모두
전년을 밑돈 결과, 동 0.5% 감소한 2,011만 마리가 되었다.
2) 비육장(feedlot, 肥育場). 울타리를 치고 주로 농후사료를 급여하여 가축, 특히 소를 비육시키는 노천사육장.
육우비육장.(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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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류별 소 사육두수 추이
(단위: 천 두)

2020년
2016년
총사육두수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율

91,888

93,625

94,298

94,805

94,413

0.4%

39,476

40,539

40,898

41,044

40,651

1.0%

육용우

30,164

31,171

31,466

31,691

31,317

1.2%

유용우

9,312

9,369

9,432

9,353

9,335

0.2%

미경산우1)

19,907

20,132

20,218

20,210

20,114

0.5%

육용번식후보우

6,335

6,363

6,108

5,885

5,772

1.9%

유용번식후보우

4,814

7,754

4,768

4,702

4,637

1.4%

기타

8,753

8,995

9,432

9,624

9,706

0.9%

16,305

16,374

16,528

16,758

16,671

0.5%

2,317

2,244

2,252

2,253

2,237

-0.7%

14,067

14,356

14,401

14,540

14,739

1.4%

번식암소(경산우)

1)

거세우

종웅우(씨숫소)1)
2)

송아지

주 1: 표 중 1)은 500파운드(약 227kg) 이상, 20는 500파운드 미만
2: 각년도 1월 1일 현재
자료: USDA, ｢Cattle｣

2020년 상반기(1~6월) 성우 도축두수에서 차지하는 암소의 비율은 전년 동기대비
1%포인트 증가한 49.5%였다(USDA ｢Livestock Slaughter｣). 일반적으로 암소 비율이
47%를 넘으면 번식 암소 마릿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
한 점으로 볼 때, 캐틀 사이클에서의 우군 확대 경향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
으로는 번식 암소(후보우) 감소로 인해 향후 쇠고기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아울러
캐틀 사이클은 기존 8~12년에서 최근에는 5년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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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VID-19 발생 상황, 정부에 의한 대책
3.1. 미국에서의 COVID–19 발생 상황
미국에서는 2020년 1월 처음으로 COVID-19가 확인되었고, 3월 이후 감염자가 급증
하였다. 3월 1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3월 27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보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에 의해 총 2조 2,000억 달러(231조 엔, 2,391조 4,000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경제대책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에 대한 현금지급이나 실업보험 추
가지급, 중소기업대출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각 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40개 주 이상에서 자택대기령이 발령되었다.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음식점 내 식사 금지, 집회 금지, 학교 폐쇄 등이 단행되었고,
식료품 가게와 경찰소방 등 시민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업종(essential worker) 외에는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등 경제활동이 크게 제한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쇠고기 산업
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3.2. COVID–19가 쇠고기 산업에 미친 영향
3월 중순 이후, 식육처리장(이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사이에서 COVID-19
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의 결근에 따른 노동력 부족, 작업장 소독과 감염방
지대책 도입 등의 이유로 처리장 일시 폐쇄, 생산라인 축소 등과 같은 영향을 받았다.
미국 쇠고기업계는 도축 마릿수의 약 70%를 4대 패커3)(JBS USA 사, 타이슨푸드
사, 카길 사, 내셔널비프 사)가 차지하는 과점상태에 있다. 하지만, 4대 패커 모두에서
처리장 일시 폐쇄 또는 조업정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4~5월에 걸쳐 도축·가공 처
리 능력은 일시적으로 40% 정도가 되는 등 현저하게 저하되어,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
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처리장에서의 도축두수 감소가 쇠고기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큰 장애가

3) packer, 가축의 도축해체부터 소매단계까지의 유통 담당업체. 미트패커란 비육우 등 가축의 도축해체, 커트
(cut)처리, 햄･소시지 등의 가공 및 본래의 업무인 지육･부분육(cut meat) 그리고 햄･소시지, 다짐육(햄버거
용 등)을 박스드비프(boxed beef)로 슈퍼마켓이나 소매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 배송하는 유통업무를 담당
하는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출처, ⽊村勝紀 著, 1999, ｢アメリカ 肉牛･牛肉産業と日本の畜産｣, (株)
オールインワン出版部,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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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에, 출하할 수 없는 육용우가 피드롯에 체류되고,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식품 사재기에 의한 수요 급증으로 식료품점 재고 부족과 가격 급등을 초래하였다.
여기에 당시 소비자 식비 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외식 수요가 사라진
것도 이러한 추세를 부추겼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주로 스테이크나 햄버거로서 소
비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크게 받아, 4~5월에 걸쳐 컷아웃 밸류(cut-out value4))가 크
게 변동하였다. 물류면을 포함한 쇠고기 공급체제가 COVID-19의 확대라는 예측 곤란
한 상황에 완전히 대처하기에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3.3. 연방정부, 업계단체에 의한 대책
USDA는 4월 17일 COVID-19의 영향을 받은 생산자,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190억
미국달러(1조 9,950억 엔, 20조 6,530억 원)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식량지원프로그램
(CFAP)을 공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보법
(CARES Act)과 상품신용공사(CCC5)) 헌장법 등을 재원으로 생산자 보상과 식품 수매
배급 프로그램을 골자로 하는 지원책이다.
이어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생산법(DPA6))이 규정하는 대상 산업에 도축
장을 추가하고, 도축장을 계속 운영하라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퍼듀
USDA 농무부장관은 5월 5일 전 미국 각 주지사 및 대형 정육기업 경영진에게 서한을
발송하였다.
처리장 종업원에게 COVID-19가 확인되었을 때의 대응이 주나 지역에 따라 달라,
몇몇 주에서는 소규모 감염에 의해서도 처리장의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
4) 각 부분육의 도매가격을 1마리분의 지육으로 재구성한 도매지표가격.
5) 미국상품금융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 1933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농산물 가격지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립된 미국정부기관이다. 농무장관이 통할하며 농산물을 담보로 농
민에게 일정가격(지지가격)으로 융자한다든가 농민이 희망하면 그대로 사들이는 일 외에 가지고 있는 잉여
농산물의 매각, 잉여농산물과의 바터로 전략물질의 매수도 이루어진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
경닷컴, https://terms.naver.com/)
6) ‘국방물자생산법’이라고도 한다. 국방(물자)생산법(國防(物資)⽣産法,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시기인 1950년 9월 8일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법이다. 이 법의 제정은 미국이 냉전 당
시에 실시한 전쟁 동원령 관련 정책 중 하나로,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가 산업을 직접적으로 통제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이에 의해 국가에 필요한 것을 민간기업에 제조시키는 것이 가능해
진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생산법을 발동했
다고 밝혔다. 이 국방생산법 발동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사태 때 용인되는 특별권한을 행사해 코로나19
치료에 불가결한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등의 확보를 서두를 수 있게 됐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
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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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질병대책예방센터(CDC7))나 노동부의 노동안전위생청
(OSHA8))이 정한 감염방지대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
대통령령의 효과와 처리장이 토요일 가동을 늘리면서, 6월 초순에는 처리장 처리능
력이 전년 동기 대비 95% 이상까지 회복되어, 식육 생산량 전망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 후, 처리장 종업원 중에서 COVID-19는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지만, 4, 5월과 같은
생산량의 감소는 보이지 않고, 6월 이후 예년 수준의 생산체제가 확보되고 있다.

4. 주요 통계로 보는 COVID-19의 영향
4.1. 피드롯 사육 두수
피드롯 사육두수는 예년 여름철에 감소한 후 가을 이후에나 회복되는 계절성이 있
다. 또한 2018년 이후 견고한 비육우 가격을 배경으로 피드롯의 수익성이 양호하였기
때문에, 송아지 도입 의욕이 높아지면서, 2020년 3월까지 사육두수는 기록적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그림 3).

7)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감염병을 연구하는 미국의 전
문기관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의학·간호 약어해설사전, 2016. 5. 1., 임상약어연구회, 민순, 이현수, 윤
형윤, 정은서, https://terms.naver.com/)
8)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1970년에 미 연방 정부는 직업 안전 및 보건
법령(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함으로써 산업체들이 특정한 안전 기준을 부과하는 행동
을 취하였다. 이 법령에 의해 정부 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이 기관은 미국 노동성 산하의 직업안전 위생국
(OSHA)이다. OSHA는 안전 프로그램들의 실시,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들에 대한 새로운 설정과 기존
의 잘못된 기준들을 폐기, 기업체 감찰,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사, 질병 및 상해의 발생 비율에 대한 계속적
감시, 소환장 발부, 벌과금(罰科⾦)의 산정,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적합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법원에의 청원, 안전 훈련의 제공, 상해방지 컨설팅 제공, 위생 및 안전에 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OSHA는 일반 산업체뿐만 아니라 건설, 농업, 해양 부분과 같은 특수한 산업체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발간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최상복,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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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피드롯 사육두수 추이

주 1: 1000두 이상 규모의 피드롯이 대상
2: 각 월 1일 시점
자료: USDA, ｢Cattle on Feed｣

하지만, 같은 해 4, 5월에는 COVID-19의 확대에 따른 처리장 폐쇄나 도축능력 저하
로 출하 적기를 맞은 비육우가 출하할 수 없게 되면서, 비육기간 장기화에 따른 체중
증가, 프라임 등 상위 육질등급 발생률이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통상적으
로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피드롯 경영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쇠고기
시장이 혼란스러워진 점(후술)과 비육우 가격이 침체된 점(그림 4) 등으로 인해, 피드
롯에 대한 소 도입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예년 같으면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과 5
월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5%, 5.1%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그림 3의 검은
화살표 부분).
그 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던 도축두수가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비육우 가격
이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피드롯 도입두수도 증가세로 돌아서, 2020년 8월 이후에는
다시 전년도 근접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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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육우 가격 추이

주: 네브라스카의 상대거래가격, 초이스급, 거세
자료: USDA, ｢Livestock & Meat Domestic Data｣

4.2. 도축 두수
소 도축두수는 피드롯 사육두수와 마찬가지로 계절성을 가지며, 예년 여름철 수요
기에 증가한 후 가을 이후에 감소한다. 그러다 2월 쇠고기 소비가 침체되는 시기에
바닥을 치고, 다시 여름철 성수기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동향을 보면, 캐틀 사이클 확대,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2016년 이후에는 4년
연속으로 전년을 웃돌고 있으며, 2020년에도 3월까지 증가 추세에 있었다(그림 5).
<그림 5> 소 도축두수 추이

주: 연방검사 베이스
자료: USDA, ｢Livestock Sl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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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해 4월과 5월에 걸쳐 COVID-19가 확대됨에 따라 4대 패커를 포함한
많은 처리장에서 종업원의 감염으로 잇따라 처리장이 일시 폐쇄되었으며, 종업원이
감염되지 않은 처리장에서도 소독세척 등 단기간의 조업정지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
라 4~5월에 걸친 도축·가공 처리능력이 저하되었다. 그 결과, 도축두수도 4월 전년
동월 대비 21.5%, 5월 전년 동월 대비 23.4% 감소하는 등, 전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 5의 검은 화살표 부분).
그 후,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처리장 조업 지속을 명하는 대통령령이 서명되어
CDC/OSHA가 정한 감염방지 대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형태로 조업 지속을 확
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책이 실시되는 가운데 패커에서도 청소·소독 빈도 증가, 충분한 환기,
사회적 거리 확보, 마스크 페이스 실드 등 방호구 도입, 가공 라인에의 파티션 설치
등 종업원의 안전 확보 대책이 이루어졌다. 또한 폐쇄되어 있지 않은 처리장에서도
할증임금을 지불하고 토요일 가동을 증가시키거나 주야간 교대제인 시프트제를 도입
하는 등 실질적인 가동률 향상을 도모하여, 쇠고기 안정공급을 지향한 도축능력 증대
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 업계 관계자가 하나가 된 대책이 주효한 결과, 6월 초순에는 처리장
의 처리능력이 전년 동기 대비 95% 이상까지 올라왔다. 이에 도축두수는 회복되었지
만, 쇠고기 제품 기준으로 보면, 수급 균형에 다소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4.3. 쇠고기 도매가격(컷아웃 밸류)
쇠고기 도매가격(컷아웃 밸류)은 매년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상승하다가 7월 4일 독
립기념일 이전에 절정을 이루는 추세를 보여 왔다. 또, 최근에는 소 도축두수,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호경기에 의지한 국내 수요나 세계적인 쇠고기 수요
고조에 따른 수출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양호하고 안정된 추이를 보였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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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쇠고기 도매가격 추이(주별 평균 가격)

주: 초이스급, 600-900파운드 컷아웃 밸류.
자료: USDA, ｢National Weekly Boxed Beef Cutout and Boxed Beef Cuts｣

그러나 2020년 3월 중순에 전미 각지에서 실시된 도시 봉쇄와 외출 제한 실시에 따
른 소매 특수에 의해 유통 재고가 격감하고, 그 보충 매수로 컷아웃 밸류는 100파운
드당 250 달러 초과(kg당 579엔, 5,994원) 수준까지 급등하였다.
그 후, 레스토랑의 일제 휴업 등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컷아웃 밸류는
이례적으로 하락하였지만, 4월 중순 이후, 상술한 바와 같이, 처리장 휴업과 조업정지
에 의해 도축두수가 감소하여 새로운 조업정지 보도도 다시 나왔기 때문에, 수급 밸
런스가 무너져 또다시 이례적인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5월 들어 도축두수 감소가 계속되었다. 시중에 공급되는 쇠고기의 절대량이 부족
한 가운데, 여름시장 수요기를 채우지 못한 소매체인이나 외식산업 간 제한된 쇠고기
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려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당연히 컷아웃 밸류는 이례적으로
급등세(현지 보도에 의하면, 매일 상승이 아닌 매 시간 상승이라고 한다)를 보여, 5월
중순에는 동 450 달러 이상(1kg당 1,042엔, 10,787원)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까지 이르
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처리장 조업 계속을 명하는 대통령령이나
통일적인 감염 방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도축·가공의 계속적인 확보가 도모
되게 되었다.
이러한 대책이 이루어진 결과, 처리장이 순차적으로 조업을 계속하고, 도축두수,
쇠고기 생산량도 회복 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전 미국 각지에서 경제 활동이 서서

212

특집 1 : (제3편) 미국 쇠고기 산업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

히 재개되면서, 수요측면에서의 혼란도 한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6월에 들어서자 쇠고기 공급량이 회복되는 가운데, 퍼듀 농무부 장관이 발표를 하
였고, 6월 9일 아침 시점에서 소, 돼지, 브로일러의 처리 능력은 모두 전년 같은 시기
의 95% 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정보가 시장에 공유되었다. 여기에 쇠고기 생산은 예상
보다 빠른 회복 조짐 등의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심리적 지지 덕분에, 컷아웃 밸류는
6월 중순 이후 안정되어 예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4.4. 쇠고기 수출량
미국의 쇠고기는 주로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나 인접국이자 무역협정
체결국9)인 캐나다, 멕시코로 수출되어 왔다(표 2). 최근에는 미국 쇠고기 생산량이 증
가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쇠고기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쇠고기 수출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8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9년에도 전년에 이어 역대
제2위의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수출지별 쇠고기 수출량 추이
(단위: 톤)

2020년(1-10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본

297,285

374,668

401,684

362,523

317,070

3.6%

한국

208,290

214,426

289,406

310,162

256,850

1.8%

캐나다

139,640

140,043

135,987

121,558

109,485

8.2%

멕시코

179,147

190,214

203,542

192,529

101,699

37.9%

홍콩

133,271

152,290

139,030

105,207

77,894

2.3%

대만

62,088

62,509

83,982

89,740

76,129

1.7%

중국

0

4,255

9,976

14,559

31,158

193.4%(약 2.9배)

기타

140,105

158,565

169,528

176,398

115,097

22.4%

합계

1,159,826

1,296,968

1,433,135

1,372,677

1,085,382

5.3%

전년동기대비(증감율)

주: 지육중량 베이스
자료: USDA, ｢Livestock and Meat International Trade Data｣
9)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는 1994년 1월 1일에 발효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쇠고기 관세는
무세로 무역되고 있었다. 이후 2020년 7월 1일 NAFTA의 후속조치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발효되었지만, 쇠고기 관세는 무세 그대로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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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3월에는 전년을 웃도는 호조 상태로 시작 되었지만, 4월 이후에는 8월과
10월을 제외하고는 전년을 밑돌았다. 특히 5월과 6월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0.9%
감소, 33.0% 감소 등 대폭 감소하였다. 그 결과, 1년 기간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108만 5,382톤이 되었다.
5월과 6월의 감소는 COVID-19의 확대에 따른 처리장 조업 정지 및 처리능력 저하
에 따라 도축두수·쇠고기 생산량이 감소하였다는 점과, 그 영향에 의한 쇠고기 도매
가격 상승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이 요인이다.
COVID-19의 영향에 대하여 미국식육수출연합회(USMEF10))는“미국의 식육산업이
직면한 곤란을 고려한다면, 4~5월의 수출량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
한, “도축 가공처리 수송이 지연되면서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에서는 외출 제한과 자
국 통화 약세 등 환율 침체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주춤하였다. 이는
COVID-19가 특히 멕시코와 중남미 등에서 역풍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꾸
준하였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COVID-19는 특히 멕시코나 중남미 수출 등에서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있
다. 또, 많은 아시아 시장에서, 레스토랑의 내객수(来客数)나 푸드 서비스 영업은 통
상 상태로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히 8, 9월에 있어 한국, 대만,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층이 넓어 향후 수출이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경쟁상대인 호주산 쇠고기의 공급이 (가뭄에 따른 우군 재구축 등의 영향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는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를 얻
고 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시아의 쇠고기 수요는 관광 여행
자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는 현 기세를 유지
했으면 한다”라고 하며, “COVID-19의 영향 속에서도 기록적 수출 페이스가 이어져 한
10) USMEF는 육류 및 축산업에서 가장 다양한 무역협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USMEF는 쇠고기/야채 생
산자 및 사료 생산자, 돼지고기 생산자와 사료 공급자, 양고기 생산자와 사료 공급자, 포장자와 처리자, 공
급자와 거래자, 기름종자 생산자, 사료 생산자, 농장 단체 및 공급 및 서비스 기관을 대표한다. USMEF의
임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역동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수출시장에서 제품 수요를 높여 미국산 쇠고기, 돼
지고기, 양고기 산업의 가치와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USMEF는 "미국의 육류를 세계의
식탁에 올려놓는 것"이다. 덴버에 본사를 둔 USMEF는 서울, 도쿄, 홍콩, 베이징, 상하이, 선양, 싱가포르,
타이베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멕시코시티, 몬테레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USMEF에는 남미, 중
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카리브해를 아우르는 특별 시장 대표들도 있다. USMEF는 80여 개국에서 시장
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영역에 속한다. •마케팅 – 프로모
션, 무역 세미나, 소비자 교육, 광고 및 홍보를 통해 미국 육류에 대한 국제 시장의 수요를 창출한다.
USMEF는 회원 회비, 민간 기부금 및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옥수수, 수수, 콩 체크아웃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또한 USMEF는 미국 농무부와의 협력자로서 마켓 액세스, 신흥
시장, 해외시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출처: USMEF 홈페이지, www.usme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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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의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주요 수출지별 수출 물량에 대한 USMEF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많은 대 일본 수출
은 캐나다 등 CPTPP(환 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 회원국과
비교하여 관세 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2019년에는 감소하였지만, 미·일 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2020년 1월 1일부터는 관세가 인하되어 그 해는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감축이 진전되고
있어 증가 경향에 있다. 2020년에는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9년에는 미치지 못하지
만,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대만 수출용은 4년 연속 역대 최고를 갱신한 2019년을 웃도는 속도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대만 국내 냉장육 수입에서 차지하는 미국산의 점유율은 75%로, 독점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감소한 돼지고기에 대한 대체수요에 의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수요는 얼마 되지 않지만, 2020년에는 전년 동
기 대비 2.5배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도축장의 가동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복
잡한 가공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중국시장의 우위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미·중 경
제무역협정 1단계 합의로 미국의 수출인정시설 수도 증가하면서, 향후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멕시코 수출의 경우, COVID-19로 인해 멕시코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멕
시코 페소 환율이 싸졌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가 상대적으로 고가가 되었다는 점을
감소의 요인으로 들고 있다.

5. 맺음말
2020년 봄 이후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 확산되어 사회경
제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쇠고기 산업에서도 도축장 가동정지, 생산량 감소,
외식 수요 급감과 같은 수급 격차와 쇠고기 도매가격 급등락 같은 시장 혼란이 빚어
졌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부와 인력의 대책, 각종 지원책, 경제활동
이 재개되면서 생산 물류 소비 현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미국의 쇠고기 산업에서는 작년 봄의 일시적인 생산량의 격감, 외식산업으로부터
소매산업으로의 급격한 수급 시프트, 도매가격 변동 등과 같은 곤란에 직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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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업계 관계자가 하나가 되어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반년간이라고 하는 단기간에 시장을 회복시킨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COVID-19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주목을 끈 대통령 선거를 거쳐 2021년 1월에 출범한 바이든 신정부는
최우선 사항으로서 코로나 대책을 내걸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지역에서는 레스
토랑의 점내 음식 제한·해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테이크아웃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소매에서 온라인 판매로 소비형태의 변화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당분
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쇠고기 산업은 번식 농가, 육성 농가, 피드롯(비육 농가)과 같은 생산자뿐만 아니
라, 도축·가공업자, 물류업자, 소매·외식·전문점, 수출입업자 등 매우 저변이 넓은
산업이다. 따라서, 전술한 혼란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도 다수에 이른다. 게다가 쇠
고기는 스테이크나 햄버거 등 미국 국민에게 있어서 기본 식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기 때문에, 수급균형과 시장의 안정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앞으로 COVID-19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상하기 어렵지만, 미국 쇠고기 산업이 이
번 경험을 근거로 하여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
개될지, 앞으로도 주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216

특집 1 : (제3편) 미국 쇠고기 산업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

참고문헌
木村勝紀 著, 1999, ｢アメリカ 肉牛･牛肉産業と日本の畜産｣, (株)オールインワン出版部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藤原琢也, ‘米国の牛肉産業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
の影響について’, [特集：海外の食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
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2021年 2月号
農畜産業振興機構,畜産の情報2020年11月号,｢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よる米国畜産業界
への影響｣(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381.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米国農務省、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する農業支援策を発
表(米国)｣(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5.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米国農務省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ている生産
者への支援策の詳細を発表(米国)｣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0
9.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農務省はコロナウイルス食料支援プログラムの対象農作物を追加
(米国)｣(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62.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トランプ大統領、食肉·食鳥処理場の操業継続を命じる大統領令
を発出(米国)｣(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1.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農務省がコロナウイルス食料支援プログラムの第2弾を公表(米国)｣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7.html)
USDA, ｢Farm Income and Wealth Statistics｣
USDA, ｢Cattle｣
USDA, ｢Livestock Slaughter｣.
USDA, ｢Cattle on Feed｣
USDA, ｢Livestock & Meat Domestic Data｣
USDA, ｢National Weekly Boxed Beef Cutout and Boxed Beef Cuts｣
USDA, ｢Livestock and Meat International Trade Data｣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최상복,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의학·간호 약어해설사전, 2016. 5. 1., 임상약어연구회, 민순, 이현수, 윤형윤,
정은서, https://terms.naver.com/)

217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USMEF 홈페이지, www.usmef.org

218

부 록

특집 1 : (제4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EU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 - 그린 리커버리로 재검토되는 농업의 기본방향 -

<특집 1> 제4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EU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
- 그린 리커버리로 재검토되는 농업의 기본방향 -1)
(원문) ALIC 調査情報部 国際調査그룹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김종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박지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세계 축산 담당자)***
김태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머릿말
2020년 봄 이후 유럽연합(EU)의 각 회원국에서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이 확대되었고, 록다운(lock down, 도시 봉쇄)이나 국경 관리 외에 사회
및 경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실시되었다(사진 1). COVID-19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은 EU 회원국 국민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영향을 미쳤으며, EU 경제에도 커
다란 영향을 미쳤다.
축산업계에서는 COVID-19의 확대 이후 록다운에 수반된 사재기나 외식산업 영업
정지에 의한 수요 변화가 있었다. 이 외에도 이동 제한에 의한 국경에서의 식품 유통
혼란이나 계절 노동자 부족, 식육 처리장에서의 집단 감염에 의한 조업정지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다양한 혼란이 일어났다(사진 2).

* huhduk@krei.re.kr
** jkim@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農畜産業振興機構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新型コロナウイル
ス感染症がEU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について-グリーンリカバリーと⾒直される農業のあり方-’, [特集：
海外の⻝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畜産の情報｣2021年 2月
号의 내용을 번역하여 해설을 덧붙여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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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록다운 직후 브뤼셀(벨기에) 번화가
<사진 2> 록다운 첫날 브뤼셀의 슈퍼마켓
모습. 거리에 사람과 차 모두 사라졌다.(JETRO 식육가공품 매장의 모습. 정오부터 록다운이
브뤼셀 촬영, 2020년 3월 25일)
실시되었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물건을 사러 온
고객이 쇄도하였다(JETRO 브뤼셀 촬영, 2020년
3월 18일)

그러나, 그 후의 유럽위원회나 각 회원국에 의한 대응이나 지원책과 같은 조치 이
외에도, 록다운 등과 같은 규제도 서서히 완화되고 있었으며, 외식 수요도 재개하는
등 여름 무렵에는 생산, 유통, 소비의 각 단계에서 일정한 회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OVID-19의 영향 하에 있어 지역생산, 지역소비 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일부 회원국에서 감염 제2차 확산 등이 확인되어 두 번째, 세 번째 록다운이
실시되는 등, EU 역내 국민에게도 축산업계에 있어서도 다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EU 축산업계의 COVID-19 영향 등에 대해 현지정보를 포함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 글 중의 환율은 1유로=128엔=1,326원(2020년 12월 말일 TTS 시세: 128.45엔,
1,326.18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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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ID-19를 둘러싼 축산업계 동향 및 지원책 등
EU에서는 역내에서 COVID-19가 보고되지 않은 2020년 1월 17일 시점에 유럽위원
회가 보건안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조기에 초동대응을 취하였다. 1월 24일 프랑스에
서 역내 첫 감염자가 보고되었고, EU에서는 1월 28일 위기대응 체제를 테러 발생 시
와 같은 최고 수준으로 바꾸었으며, 역외에 체류하는 EU 회원국 국민의 본국 귀환 등
과 같은 준비체제를 정비하였다. 1월 30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으로 우
려되는 공중위생상 긴급사태를 선포하였다.
EU 각지에서 COVID-19 관련 보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유럽식품안전기구
(EFSA2))는 3월 9일 식품이 감염원 또는 감염 경로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다
고 공표하여, 소비자의 음식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려 하였다.
그 후에도 감염자는 계속 증가하였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1월 10일부터 전국을 록
다운 시키기로 결정하여, 다른 회원국의 긴장도 단번에 높아지게 되었다. 이탈리아에
서는 2020년 1월 30일에 첫 감염자가 보고된 이후, 특히 2월 후반이 되어도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대되는 등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강
력한 조치가 도입되었다.
이후 감염 확산은 스페인,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다른 회원국에서도 계속되었
다.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에 이르렀다고 선언한 WHO는 3월 13
일 그 팬데믹의 중심이 유럽이라고 밝혔다.
각 회원국의 록다운은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독일에서 3월 16일(주마다 다름), 프랑
스에서 3월 17일, 유럽위원회 본부가 있는 벨기에는 3월 18일부터 실시되었다. 국경
관리와 점포 영업정지, 외출 및 이동제한 등의 규제가 잇달아 실시되는 등 혼란은 계
속되었다.
유럽위원회의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3월 16일 감염 확대 억제를 위해 원칙으로
서 EU 역외로부터 역내에의 불요불급한 도항을 30일간 금지하는 이례적인 방침을 정
2) 유럽식품안전기구(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는 식품안전에 관한 유럽연합의 정책 및 의사결
정권자들에게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와 EFSA는 모든 잠
재적 위해요인을 사정하고 관리하며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노력 전개하면서 책임 분담을 실시하고 있다. EF
SA는 위해요인 평가(risk assessment)에 대한 우선적 책임 부담을 지고 있으며, 집행위는 위해요인 관리
(risk management) 및 통제조치 선택 제안에 대한 책임 부담을 지고 있다. 유럽식품안전기구 활동 및 식
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 경보시스템인 RASFF(the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의 기능을 확
대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유럽연합(EU)의 식품안전정책 (유럽연합 개황, 2018. 9.), https://term
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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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후 록다운이 해제된 것은 독일이 4월 20일(주마다 다름), 이탈리아 및 벨
기에가 5월 4일, 프랑스가 5월 11일이었으며, EU 역외에서 역내로의 도항 제한이 해
제된 것은 7월 1일이었다.
<농·식품 부문 지원책 등>
이러한 가운데, 농업·식품 부문에 대해, EU 레벨의 지원책이 차례차례로 실시되었
다(표 1).
<표 1> COVID-19 대책으로 실시된 주요 EU 농업·식품부문에 대한 지원책
주요 내용

시행일

∙ 가축을 포함한 식품 등 생활필수품 등의 그린레인(우선 레인) 도입(국경검사를 15분
이내로 실시)

2020년 3월 16일

∙ 계절노동자 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2020년 3월 30일

[서플라이 체인 대책]

[직접지원]
∙ EU국가보조규칙의 유연한 적용을 인정하는 잠정적 국가보조규칙 쿼터 군에 의해 각
회원국에 의한 생산자들에게 대한 보조액을 증액(생산자: 최대 12만 5,000유로,
식품가공·판매사업자: 최대 80만 유로)

2020년 3월 19일

∙ 생산자 등에 대한 저리 등 유리한 조건에 의한 영업비 융자, 보증(최대 20만 유로)

2020년 4월 2일

∙ CAP(공통농업정책) 보조금의 사전지불액(前支拂額) 증액(직접지불: 현행 50%에서
70%로, 농촌진흥지불: 75%에서 85%로)

2020년 4월 16일

∙ 새로운 농촌진흥책으로써 생산자, 중소사업자에게 보상(생산자: 최대 7,000유로,
2020년 4월 30일
수산품을 제외한 농축산물 가공·판매·개발을 실시하는 중소사업자: 최대 5만 유로)
[시장조치]
∙ 민간재고보조(조정보관) 발동(대상: 탈지분유, 버터, 치즈, 쇠고기, 양고기, 산양고기.
보관기간: 2~6개월)

2020년 5월 4일

∙ 업계에 의한 자주적인 계획생산 등이 최대 6개월간 가능하게 되는 EU 경쟁법의 일부
2020년 5월 4일
적용 제외(대상: 원유, 화훼, 가공시금치)
∙ 사업변경이나 중지 등 유연한 시장지운사업 등 적용(대상: 와인, 청과물, 식용 올리브,
2020년 5월 4일
올리브유, 양봉, 학교급식제도(우유·유제품, 과일, 채소))
[CAP(공통농업정책)의 유연한 대응]
∙ 보조금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5월 15일에서 6월 15일로)

2020년 3월 17일

∙ 현지확인 경감(대상을 CAP 예산의 5%에서 3%로. 위성사진 활용이나 위치정보가
들어있는 사진 등에 의한 신기술 활용도 장려)

2020년 4월 16일

주: 연월일은 유럽위원회에 의한 채택일 또는 공표일
자료: 유럽위원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22

특집 1 : (제4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EU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 - 그린 리커버리로 재검토되는 농업의 기본방향 -

우선, EU에 대응이 요구된 것은 국경 관리로 혼란한 식품 유통을 개선하는‘서플라
이 체인(supply-chain) 대책’이었다. 유럽위원회는 3월 16일 식품 등의 생활필수품이나
가축 등에 그린레인(우선 레인)을 도입하였다. 또, 생산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CAP(공통농업정책)의 유연한 대응’으로서 보조금 신청 기한을 1개월 연장하였다.
또 계절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 외에 ‘직접지원’으로서 저리
융자나 선불 보조금의 증액 등을 조치하였다. 그 밖에 5월 들어서는 시장조치로서 영
향이 컸던 품목에 대해 민간재고보조(조정보관) 발동 등을 조치하였다.
‘시장조치’는 이례적으로 EU회원 27개국의 농업대신 연명에 의한 유럽위원회 공동
성명에 대응한 것이다. 보이체호프스키 유럽위원회 농업농촌개발 담당위원은 “EU 생
산자와 식품 공급망의 모든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역내 국민들에게 식량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향후에도 생산자나 식품산
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각 회원국과 제휴하여 역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기 위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COVID-19 대책으로서 실시된 주요 EU 농업·식품 부문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서는 위의 <표 1> 및 다음의 정보를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COVID-19 대책으로 실시된 주요 EU 농업·식품 부문에 대한 지원책 등
∙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유럽위원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대
해, 식품유통을 포함한 국경관리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 유럽 식품ㅇ란
전기관, 식품을 매개로 한 감염의 증거는 없다고 보고(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
報｢欧州委員会,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対し, 食品流通を含む国境管
理措置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を公表. 欧州食品安全機関, 食品を介した感染の
証拠はないと報告｣)(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46.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유럽위원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에 대
응하는 농업·식품부문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農畜産業振興機構, 海
外情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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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69.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유럽위원회, 추가 지원조치를 채택, 신형 코로나 바
이러스 영향 하에 있는 생산자의 캐쉬플로우 개선 등(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
報｢欧州委員会, 追加支援措置を採択.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下にある生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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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のキャッシュフローの改善など｣)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
681.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유럽위원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대책을 채
택, 유제품, 쇠고기 등의 민간재고 보조(PSA)를 5어ᅟᅮᆯ 7일부터, 치즈는 최대 10만
톤 시장격리(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欧州委員会,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追
加対策を採択. 乳製品, 牛肉などの民間在庫補助(PSA)を5月7日から. チーズは
最大10万トン市場隔離へ｣)(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2.html)
∙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EU이사회, 생산자 및 중소사업자용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지원조치를 채택(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EU理事会,
生産者および中小事業者向け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追加支援措置を採択｣)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41.html)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위원회는‘시장 조치’품목을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면 어
느 분야에서 영향이 컸는지를 엿볼 수 있다. 대상 품목은 탈지분유, 버터, 치즈, 쇠고
기, 양고기, 산양고기, 원유, 화훼, 가공용 감자, 와인, 청과물, 식용올리브, 올리브유,
양봉, 학교급식 중 우유·유제품, 과일, 채소 등이다(순서는 발표된 지원책 순으로 정
리하였으며, 각 지원책의 대상을 충실히 알리기 위해 작성되어 품목 중복 등이 있음).
주로 외식 및 수출 비중이 큰 품목 위주임을 알 수 있다.
유럽 식품·농업·관광 관계 노동조합연합회(EFFAT)와 유럽 호텔·외식산업협회
(HOTREC)가 2020년 11월 27일에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EU 역내 호텔 및 외식산
업의 2020년 2분기(4~6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3% 감소하였다. 감염자 수가
많았던 스페인의 외식산업은 동 75% 이상 감소하는 등, 각지에서 호텔을 포함한 외식
산업이 받은 영향이 매우 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21년 이후 부흥을 위한 대책>
위기 속에서, EU 레벨로의 지원책이 차례차례로 실시된 반면, EU는 2021년 이후의
부흥을 위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었다. 유럽 이사회(EU 정상회의)는 2020년 12월 10일
부흥기금 ‘Next Generation EU(차세대의 EU)’(7,500억 유로, 96조 엔, 994조 5,000억
원)와 차기(2021~27년) 복수년도 재정 범위(1조 743억 유로, 137조 5,104억 엔, 1,425
조 5,218억 원)에 합의하여, 환경 정책이나 디지털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총액 1조
8,243억 유로(233조 5,104억 엔, 2,419조 218억 원)의 부흥 예산을 발표하였다(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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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브뤼셀의 유럽위원회 본부 빌딩(통칭 벨레몬) ｢Next Generation EU(차세대 EU)｣
글자(저자 촬영, 2020년 10월 21일)

‘환경’과 ‘디지털화’라는 장래성이 있는 분야로의 예산 확대는 단순한 경기회복이 아
니라, ‘그린 리커버리’라 불리는 부흥과 동시에 차세대를 향해 강인하고도 지속 가능
한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2050년까지 기후 중립(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실질 제로)을 목표로 하는 유럽위원회의 최대 중요 정책인 ‘유럽 그린딜’
의 일환으로, 차기 복수년도 재정 구조와 부흥 기금 총액 중 30% 이상을 기후 변동
대책에, 부흥기금 중 37% 이상을 환경정책에, 20% 이상을 디지털 정책에 충당할 예정
이다. 또한 ‘유럽 그린딜’및 농식품 부문에 대한 관련 정책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료
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유럽 그린딜’등에 관한 자료
∙ 농축산업진흥기구, alic세미나(2020년 12우러 14일 개최), ‘EU의 ’Farm to Fork(농
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에 대하여-2030년을 향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를 최
우선 과제로 하는 EU 농업·식품부문-’(農畜産業振興機構, alicセミナー(2020年
12月14日開催)｢EUのFarm to Fork(農場から食卓まで)戦略について- 2030年に
向けて,

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を最優先課題とするEU農業·食品部門-｣)

(https://www.alic.go.jp/content/001184979.pdf)
∙ 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20년 3월호 ‘지속가능성(sustaiability)을 최우
선 과제로 하는 EU 농축산업 전망-2019년 EU 농업 아웃룩회의로부터’(農畜産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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振興機構,畜産の情報2020年3月号｢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を最優先課
題とするEU農畜産業の展望 - 2019年EU農業アウトルック会議から -｣(https://w
ww.alic.go.jp/joho-c/joho05_001030.html)

3. 각 축산물에 미친 영향
3.1. 쇠고기
유럽위원회는 외식업체의 영업정지가 돼지고기나 닭고기보다 고가격대에 거래되
는 쇠고기 소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특히, 지육 총가치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고급 부위의 수요 감소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저급 부위
는 주로 남미에서 계속 수입되었는데, 전년부터 저수준이었던 소 지육 도매가격은
2020년 3~5월 사이에 4.5% 하락하였다(그림 1). 이 가격은 5월 중순 저점을 찍은 뒤
외식업체가 서서히 재개되면서 7, 8월에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이후 다시 전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그림 1> 소 지육 도매가격 추이

주: EU참고가격(A/C/Z-R3)
자료: 유럽위원회, ｢Meat Market Observatory-Beef and V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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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의 쇠고기 생산량은 COVID-19에 의한 영향이 컸던 4, 5월에 식육 처리장
조업 정지와 기후 불순으로 전년을 크게 밑돌았다. 하지만, 유럽위원회가 10월에 공
표한 단기적 수급전망에 의하면,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며, 연중으로는 전
년대비 1.4%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2).
수출량은 4, 5월의 감산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순조롭게 추이하고 있는 반면, 수입
량은 외식 수요의 감퇴로 3월 이후 전년보다 밑돌았으나, 그 후 서서히 회복 추세에
있다(그림 3, 4).
<그림 2> 쇠고기 생산량 추이

주: 지육중량 베이스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그림 3> 쇠고기 수출량 추이

주 1: 지육중량 베이스
2: HS코드 0201(냉장쇠고기) 및 0202(냉동쇠고기)의 합계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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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쇠고기 수입량 추이

주 1: 지육중량 베이스
2: HS코드 0201(냉장쇠고기) 및 0202(냉동쇠고기)의 합계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3.2. 돼지고기
투자 진전 등으로 생산량과 수출량 모두 단단한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돼지 지육
도매가격은 3~10월 사이에 26.6% 하락하였다(그림 5).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는 도축
장 조업정지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유럽위원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국
제 무역의 영향이 향후 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두 번째
록다운 조치가 실시되는 등 COVID-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이 겹치는 상황이
어서, 현지 관계자들은 EU 양돈업계의 혼란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5> 돼지 지육 도매가격 추이

주: EU참고가격(Class E)
자료: 유럽위원회, ｢Meat Market Observatory-P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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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은 9월 독일의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하였으며, 이후 최대 수출국
인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규제가 이루어졌다. 2020년
EU의 총생산량은 전년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EU 최대 돼지고기 생산
국인 독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은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그림 6).
<그림 6> 돼지고기 생산량 추이

주: 지육중량 베이스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발생한 독일을 제외한 EU 역내 회원국으로부터의 대체 움직임도 일각에서 나타나
고 있다. 한편, 독일의 EU 역외 수출의 경우, 감염을 봉쇄하고 발생 지역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독일 입장에서는 최대 수출지이며 자국 내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의해 수입량을 늘리고 있던 중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되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수출 상대국이 지역주의3)를 적용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
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를 질병발생 지역으로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
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수출량에 비
해 극히 적다(그림 8).

3) 지역주의란 질병발생국이라 하더라도 청정성(해당 질병 감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
서 수입되는 것이라면 인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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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정보,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2개 주로
확대, 돈가는 하락 후 계속 하락세(독일)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野生イノシシ
のアフリカ豚熱, 2州に拡大. 豚価は下落後, 低迷続く(ドイツ)｣) (https://www.alic.g
o.jp/chosa-c/joho01_002814.html)
<그림 7> 돼지고기 수출량 추이

주 1: 지육중량 베이스
2: HS코드 0203(돼지고기)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그림 8> 돼지고기 수입량 추이

주 1: 지육중량 베이스
2: HS코드 0203(돼지고기)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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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금육
외출 제한은 가정 내 소비가 많은 닭고기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닭고기 주요 생산
국인 폴란드에서는 투자의 진전으로, 유럽위원회는 2020년의 가금육 생산량을 전년대
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9).
<그림 9> 가금육 생산량 추이

주: 가식처리중량 베이스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외식산업의 영업 재개는 한때 하락하였던 가금육 도매가격에 일정한 회복세를 보
여주고 있다(그림 10). 아울러 가금육 중에서도 외식용이 주를 이루는 닭고기 이외(오
리, 뿔닭(호로새4)), 비둘기, 메추리)는 감산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일대에 서식하는 조류로, 뿔닭속에 속한 유일한 종. 다른 닭목 조류들과 마찬가
지로 잡식 성향이 강하며, 주로 일부일처제지만 가끔은 일부이처제를 보이기도 한다. 주로 선호하는 서식
환경은 사바나 혹은 반사막지대이며 가끔 숲에 사는 개체군도 있다. 다른 이름으로 호로조, 색시닭이라고도
하며,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호로새'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잦지만, 호로새는 일본어 ホロホロチョ
ウ(호로호로조)의 번역명이다. 당연히 정식 명칭이 아니다. 라틴어 멜레아그리스(Meleagris)는 원래 뿔닭을
뜻하는 단어였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후 그곳에 서식하던 칠면조를 발견한 유럽인들이 칠면조와 뿔닭
을 혼동해 결국 칠면조의 속명이 되었으나 뿔닭의 종명에 사용되고 있으며, 멜리아그리스는 애완용으로 많
이 기르는 탕카니카호 출신 시클리드(neolamprorlogus Meleagris)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단어가 됐다.
닭이나 칠면조만큼은 아니지만 가축으로도 길러진다. 남부 프랑스, 서인도 제도, 미국 등지에서 많이 길러진
다. 육질엔 육즙이 풍부하며,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거의 없는 좋은 단백질덩어리. 닭의 일종이니 식용 가축
이 맞지만, 국내에서는 가축보다는 주로 동물원 등지에서 전시용으로 많이 기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회, 타
다키(표면만 구운 숙회), 꼬치구이, 탕 등 닭으로 하는 요리를 다 하여 먹는다. 꿩처럼 닭 비슷한 조류들은
사실 고기 맛이 닭과 별 차이 나지 않는다. 양계장 닭과 놓아 기른 닭의 맛, 영계와 노계 맛 차이, 품종에
따른 맛 차이가 닭과 비슥한 조류 맛 차이보다 더 클 정도라 괜히 돈 더 들여 키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흔
히 키우지 않는 것. 일본에서 회로 먹는 건 우리와 다른데, 국내에서도 광주 등 호남 지역에서는 닭을 육회
로 꽤 해서 먹는다. 북한에선 진주닭이라 불리는데, 고난의 행군 당시의 북한 지도자였던 김정일과 그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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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가금육 도매가격 추이

주 1: 가식처리중량 베이스
2: EU 참고가격(브로일러, Class A)
자료: 유럽위원회, ｢Weekly price report on Broiler carcass in the EU｣, ｢Monthly Price for Animal Products｣

한편, 수출량은 2020년 연간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EU 각지에서 조
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그림 11). 또한, 수입
량은 외식수요 침체로 2020년 연간 전년도에 전년 대비 1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그림 12).
<그림 11> 가금육 수출량 추이

주 1: 가식처리중량 베이스
2: HS 코드 0207(가금육)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는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호로조를 비롯해 고급 요리들을 먹어댔다. 참고로 호로조는 가축 취급
이긴 하지만, 닭만큼 가축개량은 덜 되었는지 덩치에 비해 번식률도 닭에 비해 낮은 편이고, 애초에 북한
기후와 맞지 않는 곳에서 살던 생물인지라 환경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등 손도 많이 가고 돈도
엄청 들어갔고, 그 시기에 자국민들 생활상이 극도로 궁핍해지는건 전혀 신경쓰지 않았으며, 결국 호로조
사육은 순전히 사치용이었다는 점이 가장 문제이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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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가금육 수입량 추이

주 1: 가식처리중량 베이스
2: HS 코드 0207(가금육)
자료: 유럽위원회, ｢Eurostat｣

4. 달라지는 소비자 행동: 강해지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움직임과
재검토되는 농업
유럽위원회의 보이체호프스키 농업·농촌개발 담당위원은 2020년 11월 25일 자신
의 트위터에서 “식품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단락화(短絡化, 직거래와 유사한
개념)가 중요 전략의 하나이다”라고 발신하였다. COVID-19의 위기로부터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EU에서는 그 교훈과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축의 관점에서 농업 그 자체
나 산지직판, 지역생산 지역소비(이하 ‘지산지소(地産地消)’) 등 서플라이 체인
(supply-chain) 단락화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
를 소개한다.

4.1. 농업의 중요성, 지산지소를 중시(독일)
독일연방식품·농업부는 2020년 5월 29일 COVID-19의 영향을 포함한 국민의 식습
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2019년 12월~2020년 1월에 14세 이상 약 1,000명
을 대상으로 실시), COVID-19 확산에 따라 2020년 4월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종합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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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요리를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정에서 요리를 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응답자의 30%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이전에 비해 ‘보다 빈번하게 자택에서
요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변화하는 식습관>
‘식육·식육가공품을 매일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5년 34%에서 26%로 감소하
였다. 한편, 식물 유래 원재료로 만든 베지버거(veggie burger)와 같은 ‘동물성 식품의
대체품의 구입 경험이 있다’라고 한 사람은 약 반 정도였다(49%). 또한 이러한 경향은
14~29세에서 61%, 30~44세에서 64%를 나타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58%로 나
타났다. 이유는 ‘관심이 있었다’가 75%였고, 이어 ‘애니멀 웰페어(animal welfare, 동물
보호 또는 동물복지)’가 48%, ‘환경’이 41%, ‘맛’이 43%, ‘건강’이 37%였다. 또, 채식주
의인 채식주의자나 비건(vegan)은 각각 5%, 1%로 저수준이지만, 채식주의5)를 기본으
로 하면서도 식육도 유연하게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이라고 불리는 층이
55%로 증가 경향에 있다.

<농업의 중요성, 지산지소 중시>
COVID-19의 영향으로 농업 그 자체나 지역산 농산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응답자의 39%가 COVID-19에 의해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며, 성인을
포함한 젊은 세대에서는 이 비율이 47%였다. 또한 응답자의 83%가 ‘지역산이 중요하

5) 채식주의자는 육식을 피하고(일부 채식주의 단계에서는 닭고기나 가끔의 육식 허용) 식물을 재료로 만든 음
식만을 먹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먹는 음식에 따라 프루테리언, 비건, 락토 베지테리언, 오보 베지테리언,
락토오보 베지테리언, 페스코 베지테리언, 폴로 베지테리언, 플렉시테리언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프루테리
언(fruitarian)은 극단적 채식주의자로, 채식 중에서도 과일과 견과류만 허용한다. 이들은 식물의 뿌리와 잎은
먹지 않고 그 열매인 과일과 곡식만 섭취한다. 비건(vegan)은 완전 채식주의자로, 육식을 모두 거부한다.
즉, 육류와 생선은 물론 우유와 동물의 알, 꿀 등 동물에게서 얻은 식품을 일절 거부하고, 식물성 식품만 먹
는다. 락토 베지테리언(lacto-vegetarian)은 육류와 어패류, 동물의 알(달걀 등)은 먹지 않고, 우유, 유제품,
꿀은 먹는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오보 베지테리언(ovo-vegetarian)은 육류·생선·해물·우유·유제품은 먹지 않
지만 달걀은 먹는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락토오보 베지테리언(lacto-ovo-vegetarian)은 채식을 하면서 달걀
이나 우유, 꿀처럼 동물에게서 나오는 음식은 먹는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페스코 베지테리언
(pesco-vegetarian)은 채식을 하면서 유제품, 가금류의 알, 어류는 먹는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폴로 베지테
리언(pollo-vegetarian)은 채식을 하면서 우유·달걀·생선·닭고기까지 먹는 준채식주의자를 이른다. 플렉시테
리언(flexitarian)은 채식을 하지만 아주 가끔 육식을 겸하는 준채식주의자를 이른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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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하였다. 이 비율은 2016년 73%, 2017년 78%에서 더욱 높아진 것이다. 현지
산의 중요성은 품목에 따라 다른데, 우유·유제품 및 계란에서 가장 높은 84%, 빵류
와 청과물이 83%, 식육·식육가공품이 76%이다(그림 13).
<그림 13> 지역산을 중요시 하는 품목(상위 4개 품목)

자료: 독일연방 식품농업부, ｢Deutschland wie es isst Der BMEL-Emahrrongstreport 2020｣

<식품 문제에 대한 높은 의식>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다. 원산지, 원자재, 유통기한 등의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축 사육 방법이 84%, 그 다음으로 적정한 생산조건
이 83%, 유전자 변형 여부가 78%, 친환경이 76%였다. 식품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 ‘식품 폐기물 감소’(86%), ‘지역산 소비 확대’(82%), ‘식육 소비 감소’(79%), ‘농업 생
산성 향상’(52%), ‘대체육’(51%), ‘곤충식’(41%), ‘배양된 식육’(41%), 이 있다. 또 14~29
세의 50%는 곤충식, 33%는 배양육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농업에 기대하는 것>
농업에 대한 기대로서는 ‘애니멀 웰페어 중시’가 66%로 가장 컸다. 애니멀 웰페어
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공정한 임
금’이 64%,‘품질’이 63%,‘환경’이 52%,‘투명성’이 4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독일 연방의 드미트리 크뢰크너 식품장관은 “COVID-19에
따른 식습관 변화가 크다”면서, “자국 농업, 현지로부터 식량 공급의 중요성이 커졌
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하며, 식품은 맛있고 건강할 뿐만 아
니라, 가능한 한 지속 가능하게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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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식품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단락화(短絡化) 추진(프랑스)
프랑스의 농업정책의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농업진흥을 위한 식품의 ‘단락유통(短絡
流通, Circuit court)’추진을 들고 있다. 프랑스 농업·식품·어업·농촌부에 의하면,
‘단락유통’이란 식품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단락화를 말하며,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판매 혹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중개를 하나 이내로 하는 농산물의
판매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번에, ‘단락유통’연구의 제1인자인 국립 농업·식품·환경연구소(INRAE)의 유나
시팔로 주임연구원에게 화상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다. INRAE는 국립농학연구소
(INRA)와 국립농업환경과학기술연구소(IRSTEA)가 합병하여 농업, 식품과 환경 전문
연구기관으로 2020년 1월 1일에 설립된 조직이다.
유나 시팔로 주임연구원은 먼저 COVID-19가‘단락유통’진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식이나 학교급식용 등에서 유통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야외
시장(마르쉐, marcheat)이나 직접 판매 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은 COVID-19의 영향 아
래 가장 수요가 높아졌다고 한다.
‘단락유통’에는 프랑스에서 대표되는 산지와 소비지 제휴인 AMAP(소농농업유지협
회)나 온라인 판매 등도 포함된다.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시점에서 국내 전체 생산자
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0만호가 ‘단락유통’을 실천하고 있으며, 국내 농산품 유통
량의 15~20%를 단락 유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OVID-19의 영향 하에서 채소, 과일, 고기, 유제품, 계란 같은 신선한 상품에서 ‘단
락유통’이 진전된 이유는 안전·안심, 선도, 품질, 웰빙 등 외에도 지역 경제에 대한
공헌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유나 시팔로 주임연구원은 “COVID-19 수습 이후에
도 ‘단락유통’의 시장 확대는 진행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 요인으로는 소
비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젊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측도 그 경향을 강화하
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정부로서는 그 때문에 새로운 소비자 교육(특히 학생용
교육)이나 중규모 생산자의 해당 시장으로의 참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산지소비지 제휴운동>
여기에서는 AMA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AMAP(Association
pourle maintiend'une agriculture paysanne)란 소농농업유지협회로 번역되는 조직인
데, 그 뿌리는 일본에 있다. 산지소비지 제휴운동으로서 고도성장기에 식품안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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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일본의 소비자조합이 1970년대에 시작한 소비자와 소규모 생산자의 제휴에
의해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활동을 참고하였을 것으로 본다.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산지소비지제휴는 ‘TEIKEI’라고 하는 말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퍼졌다. 이들 국가의 생산자(특히 유기생산자)를 방
문하면 높은 확률로 ‘TEIKEI’이야기꽃을 피운다. TEIKEI란 일본어로‘제휴’라는 말이다.
<사진 4> COVID-19의 영향이 계속되는 브뤼셀의 마르쉐(야외시장) 모습. 입장자 수가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산직(産直), 지산지소(地産地消) 수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AMAP는 ‘단락유통’이라 불리는 식품 공급망(supply-chain) 단락화 추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하여 소규모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지역 소
비자들이 공정한 비용을 선불로 직접 구매함으로써, 서로 협력한다는 개념 아래
AMAP가 조직화되어 있다. 대상 품목은 과일, 채소, 계란, 치즈, 육류 등이며, 이 조직
을 통한 식품 공급망 단락화 현상은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상,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에서 COVID-19는 소비자가 농업 그 자체의 기본방향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산지소 등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등 소비자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엿볼 수 있다. 아직은 다양한 제한이 있지만, 생산자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지역경제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고, 소비자는 산직(産直, 산지 직
접판매)과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 지역 소비)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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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2020년 봄 이후, EU 각 국에 있어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확
대되었으며, 지금도 계속되는 제2파, 제3파의 염려 등 장기에 걸쳐서 경제활동 등에
큰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축산업계는 록다운, 외식업 영업정지 등에
따른 수요 변화에 휘둘리고 있지만, 정부 지원책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로 어
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COVID-19는 소비자의 지산지소 등에 대한 의식
을 높여 농업 그 자체의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는 등, 소비자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보이체호프스키 유럽위원회 농업 및 농촌개발 담당위원은 2020년 3월 25일 “우리
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생산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해 주고 있는데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감사드린다”며, COVID-19의 영향 하에 있는 농업 및 식품 관계
자들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했다.
당시, 유럽위원회 본부가 있는 벨기에는 록다운이 한창이었다. 잠긴 상태에서 벨기
에는 20시가 되면 주민들이 창문이나 베란다 등을 통해 바깥을 향해 감사의 박수를
치는 것이 관습이 되고는 하였다. 그 박수의 끝은 의료 종사자 등 외에도, 생활에 빠
뜨릴 수 없는 식품을 보내 주는 생산자를 비롯한 식품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후, 록다운 등의 규제는 서서히 완화되었지만, 상황이 진짜 개선되었는지에 대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위원회는 2020년 11월에 발표한 추계 경제 예측에서,
EU의 2020년 역내 총생산(GDP)의 실질 성장률을 -7.4%로 보았다. 이는 2008년 리먼
사태 때의 -4.3%를 웃도는 감소폭이다.
최근 일부 회원국에서 감염 제2파 등이 확인되어, 두 번째, 세 번째 록다운(lock
down)이 실시되기도 하였으며,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불투명성
과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서로 배려하고 도울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COVID-19는 EU 역내 국민이 농업의 기본방향이나 식품, 농산물의 중요성 등을 재검
토할 기회가 되었으며, 소비자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산직(産直)이나 지산지소
(地産地消) 등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서
로 돕기)이 있었던 것은 생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지 않은 변화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2차 확산 등의 정도를 포함하여 향후 COVID-19의 확대상황을 예측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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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렵고, 지원책 등도 포함한 불확정 요소도 많다. 향후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전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틀림이 없다.
큰 위기로부터 그린 리커버리라고 하는 형태로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EU 축산업계
의 전개에는, 국제화가 진행되는 요즈음, 한국이나 일본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참고가 되는 점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COVID-19의 종식을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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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정육처리장 COVID-19 대응: 임직원의 안전과 사업의 지속
식육처리장의 COVID-19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EU최대 식육 기업인 네덜란드
Vion Food Group(이하 ‘VION사’)은 2020년 5월 25일 자사 내의 COVID-19 감염 확대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 리스크 분석: COVID– 19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리스크 분석 실시
(2) 직장 환경: 노동 시간을 더 연장하고 종업원 간 접촉 기회를 저감
(3) 교통 수단: 승객 수 제한이 어려운 경우는 대형 버스 이용도 검토
(4) 생활 형편: 전문 팀에 의한 종업원의 생활 상황(주로 공동생활의 상황에 대해
서) 파악과 지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대체 숙박 시설 제공 등을 실시
(5) 개인위생 관리: 공동 작업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VION사는 종업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국
내 육류 공급을 계속하며 점포에 결품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번 발표는 VION사의 독일 국경과 가까운 식육처리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감염자 수는 전체 종업원의 20% 이상에 상당하
는 147명이며, 그 외의 종업원도 격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VION 처리장 조
업이 일시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업원은 증상이 없었다고 한다.
VION 처리장의 작업은 VION사의 다른 처리장으로 옮겨졌지만, 조업 재개에는 안
전성 확인 등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VION사는 위생규제 등을 준수했음에
도 불구하고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VION사는 COVID-19 위
기 속에서 감염된 종업원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관계자 전원이 하나가 되어 임할 필
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럽의 식육처리장에서는 종업원의 대부분이 구 동유럽 국가에서 일하는 노동자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도 있다. 그러므로 VION사가 강구한
상술한 생활상황 파악과 지원과 같은 대책 등이 종업원의 안전을 지키고 사업을 지속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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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사진 1> 식육처리장 내부
모습. 종업원 간 비말방지를 위해
비닐시트가 설치되어 있다.

<부록-사진 2> 손가락
세정설비도 비닐 시트

<부록-사진 3> 종업원
안전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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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COVID-19와 마주하는 생산자: 헝가리 돼지 생산자
COVID-19의 영향 하에서, EU 생산자가 어떻게 COVID-19와 마주하고 있는지, 헝가
리에서 망갈리차 돼지를 생산, 가공, 판매하는 양돈 생산자 조카 페케테(Zsóka
Fekete) 씨에게 화상 인터뷰로 이야기를 들었다(부록 사진 4).
그는 2010년 26세 때 EU의 젊은 층 취농 지원을 받아 농업을 시작하였다. 모돈 20
마리로 시작하여 현재 모돈 40마리, 비육돈 35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품종은 희소성
이 있는 망갈리차 돼지로, 유기사료 생산부터 돼지의 번식, 비육, 가공, 판매뿐 아니
라, 가공품에 사용하는 채소 생산까지를 직원 2명을 고용하여 수행하고 있다(부록 사
진 5). 판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농장에서 220km 떨어진 수도 부다페스트 시장에 가
서 농장에서 만든 소시지와 베이컨 등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부록 사진 6, 7). 이들의
품질은 행정적 표창을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카 페케테 씨도 COVID-19의 확대가 진행되어 2020년 3월 20일부터 시장
에서의 대면 판매를 중지하였다. 대신에 메일에 의한 주문으로 전환하여 단골 등에게
상품을 발송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많은
단골들에게 농업은 생물이고 멈추지 않는다. 매일 새 생명은 태어난다”고 전하며, “상
황이 개선될 때까지 함께 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현재 양돈장 모습 등을 정기적으로
전하기도 하였다.
5월 들어 상황이 다소 개선되자 매주 금요일 부다페스트 고객의 집까지 직접 배달
하는 판매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9월 12일부터는 시장 판매를 재개하여 많은 단골로
부터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이 위기 속에서, 그는 구입을 계속하여 준 구매자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품질을 중시하여, 얼굴이 보이는 시장에서의 판매에 힘을 쓸 것이라고 한다. 곤란한
상황에서도, 조카 페케테 씨의 돼지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정 고객이 많다. 시장판
매 재개 후에도 매출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본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브랜드력과 직접판매에 의한 구매자의 연결을 소중히 하
는, 확실히 유럽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COVID-19의 영향에조차‘강인성’을 가진 ‘농장에
서 식탁까지’라는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의 본보기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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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사진 4> 페케테 씨와 돈사 모습

<부록-사진 5> 망갈리차돈. 외견이 특징적

<부록-사진 6> 부다페스트시장에서 판매 모습

<부록-사진 7> 페케테 씨가 제조한 망갈리차
베이콘과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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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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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5편

최근 브라질의 닭고기 수급 동향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중심으로 -1)
(원문) ALIC 調査情報部 国際調査그룹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김종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박지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세계 축산 담당자)***
김태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머릿말
남미대륙에 위치한 브라질에서는 농업생산이 활발하다. 그 중에서도 닭고기 생산
량은 매우 많다. 미국 농무부(USDA)에 의하면, 2019년 생산량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제3위인 1,388만 톤이다. 또 수출물량은 최근 헤알화 약세 진행에 따른 수출경쟁
력 제고 등을 배경으로 세계 제1위인 386만 톤으로, 브라질 닭고기 산업이 국제시장
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한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대로 인한 수급에 대한 영향이나
제품 규격에 대한 대응 등 동국이 가진 우위성이나 과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이 글에서는 2020년 10월에 실시한 위탁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브라질의 닭고기
수급 동향에 대해 우선 2019년까지의 현황을 제시하고, 이어 2020년 상황을
COVID-19에 의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글 중의 환율은, 1 미국 달러=105엔=1,087원(2020년 12월 말일 TTS 시세: 104.50
엔, 1,856.5원)과 1헤알=19.88엔=209원(2020년 12월 31일 기준 환율)을 사용하였다.
* huhduk@krei.re.kr
** jkim@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近年におけるブラジルの鶏肉需給動向につ
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中心として～’, [特集：海外の⻝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
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2021年 2月号의 내용을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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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및 농업 개황
2.1. 경제 개황
브라질 인구는 세계 6위로 2억 명을 넘어섰고, 국토면적은 일본의 22.5배, 한국의
84.5배이며, 국내총생산(GDP달러 기준)은 세계 9위로, 남미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브라질의 최근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 후반 경기확대기 이후 경기가 내리
막길을 걸었으며, 2011~19년의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0.7%를 나타냈다. 특히
2015, 2016년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GDP가 마이너스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경기회복 상황은
아직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2020년에는 COVID-19 확
대 영향으로 GDP가 마이너스로 추이하고 있는데, 2020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4.8%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1).
또한, 1인당 GDP는 2011년의 13,200 달러(137만 9,400엔, 1,434만 8,400원)를 정점
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2019년은 8,700 달러(90만 9,150엔, 945만 6,900원)가 되었다.
<그림 1> GDP 성장률 추이

자료: 브라질지리통계원(IB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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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 개황
2019년에는 GDP 대비 농축산업 비중이 4.4%였다.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
상되는 가운데, 농축산업은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브라질 농목식량공
급부(MAPA)의 2020년 10월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의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닭
고기의 비율은 8.7%로 추정하고 있다.

3. 최근의 닭고기 수급 동향
풍부한 사료 곡물과 값싼 노동력을 배경으로 브라질의 닭고기 산업은 2000년대 이
후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2019년 브로일러 사육 마릿수는 14억 6,700만 마리, 연간 처
리 마릿수는 58억 500만 마리로, 2010년부터 10년간 각각 18.4%, 16.4% 증가하였다.

3.1. 닭고기 생산 동향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에 따르면, 2019년 닭고기 생산량(도체환산)은 1,352만 톤
으로,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 26.4% 증가하였다. 브라질의 닭은 옥수수와 콩과 같은
사료 곡물의 주산지이기도 한 남부 3주(파라나 주, 산타카타리나 주, 리오그란데도술
주)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파라나 주가 최대 생산지로 전체의 32.0%를 차지하
고, 산타카타리나 주(14.3%), 리오그란데도술 주(12.3%)로, 남부 주들이 이어지며, 남
부 3개 주를 합쳐 전체의 58.6%를 차지한다. 최근 10년간의 주별 생산량을 보면, 파라
나 주, 남동부의 미나스제라이스 주, 중서부의 고이아스 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산타카타리나 주는 감소하였다(그림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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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브라질의 행정 구분과 지역별 닭고기 생산 점유율(2019년)

자료: IBGE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3> 닭고기 생산량(주별) 추이

자료: IBGE, ｢Presquisa Trimestral do Abate de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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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생산·유통에서는 병아리 공급, 식조(食鳥) 생산, 처리·가공, 유통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료 생산·공급을 포함한 강 상류(江上)에서 하류(江下)까지 부문
을 수직통합한 체계(인테그레이션, integration2))가 증가하고 있다. 이 체계는 조합조
직에 의해 형성된 것과 민간 패커(packer3))에 의한 것이 있다. 이 밖에 감소 추세에
있지만 독립계 생산자가 있다.

3.2. 브로일러 생산자 출하 가격
파라나 주 최근 브로일러 생산자 출하 가격은 2017년 하락 후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2011년 이후 브로일러 생산자 출하 가격은 2012년을 제외하고, 생산 코스트4)를
웃돌고 있다(그림 4).
<그림 4> 브로일러 출하가격 및 생산 코스트 추이(파라나 주)

주: 종합물가지수(IGP-DI)를 가지고 2020년 9월 시점에 인플레이션 조정
자료: EMBRAPA
2) 인테그레이션(integration). 수입, 생산, 도매와 소매를 포함하는 유통을 일관해서 한 가지 주체(예를 들면 종
합상사, 농협 등)가 계열화하여 다루고, 효율적으로 대량생산하는 것. 그 예로는 브로일러(broiler)로써, 계란
을 생산하는 양계업계에서 생산, 가공, 판매를 통합함으로써 생산의 효율화를 꾀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 인구, 식량생산, 영양, 건강 등의 모든 문제를 체계적 프로그램(integrated program)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에도 이용한다. 즉, 체계화의 의미가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영양학사전, 1998. 3. 15.,
채범석, 김을상, https://terms.naver.com/)
3) packer, 가축의 도축해체부터 소매단계까지의 유통 담당업체. 미트패커란 비육우 등 가축의 도축해체, 커트
(cut)처리, 햄･소시지 등의 가공 및 본래의 업무인 지육･부분육(cut meat) 그리고 햄･소시지, 다짐육(햄버거
용 등)을 박스드비프(boxed beef)로 슈퍼마켓이나 소매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 배송하는 유통업무를 담당
하는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출처, ⽊村勝紀 著, 1999, ｢アメリカ 肉牛･牛肉産業と日本の畜産｣, (株)
オールインワン出版部, p.329)
4) 여기에서 생산비가 아닌 생산 코스트라고 한 이유는 학술적 개념의 생산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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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출 동향
브라질 경제부 무역국(SECEX)에 따르면, 2019년 닭고기 수출량(컷 제품, 통닭, 가
공품)은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브라질산 닭고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전년 대비 3.9% 증가한 417만 5,000톤(제품 중량 기준)이었다(그림 5, 6).
<그림 5> 환율 상장(미국 달러에 대한 헤알) 추이

자료: ｢Board of Governou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US)

<그림 6> 수출지별 닭고기 수출량 추이

주 1: HS코드는 닭고기 컷: 0207.13, 0207.14, 통닭: 0207.11, 0207.12, 가공품: 1602.32, 0210.99
2: 제품중량 베이스
자료: SEC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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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수반
하는 대체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동 34.4% 증가한 59만 톤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2010~19년) 실적을 보면, 2016년까지는 대체로 전년보다 웃돌았으나,
2017년에 발생한 일부 식육가공장의 위생상 육류 부정 문제5)의 영향으로 2017년과
2018년에는 전년 이하로 돌아섰다.
수출지별로는 이슬람권에서 최대 통닭 위주로 수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0년간
13.4% 감소한 47만 3,000톤이었다. 한편 중국 수출용은 이 사이에 5배 가깝게 증가하
여 중국으로의 수출 점유율은 3.3%에서 14.3%인 59만 톤이 되어 최대의 수출지가 되
었다. 또한 일본으로의 경우, 10년간 11.4% 증가하여 2019년 42만 9,000톤으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수출하게 되었다.

3.4. 국내가격, 소비동향
3.4.1. 국내 가격
상파울로 주의 최근 닭고기 도매가격(통닭)은 2017년 하락 후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2019년은 전년대비 20.7% 상승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그림 7).
<그림 7> 닭고기 도매가격(상파울로, 통닭) 추이

자료: JOX
5) 식육 부정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보를 참조하기 바란다.
∙ 農畜産業振興機構,畜産の情報 2017年 7月号 ｢AI未発⽣国のブラジル産への引き合い強まる｣(https:
//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7/jul/broi-br.htm)
∙ 農畜産業振興機構,畜産の情報 2018年 1月号 ｢ブラジルの鶏肉⽣産·輸出動向～AIフリーという強み
を⽣かした輸出の優位性と今後の⾒通し～｣(https://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8/jan/wrep
o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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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소비 동향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닭고기 중 약 70%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닭고기는 싸고
종교적인 제한이 없는 식육으로 널리 소비되는 반면, 최근에는 건강 의식 고조로, 쇠
고기 및 돼지고기를 대체하는 건강한 식육으로서 소비되고 있다. 2019년 연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47.0kg으로, 2007년 쇠고기를 넘어선 이후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육
이다(그림 8).
<그림 8> 식육소비량(연간 1인당) 추이

주: 국내 공급량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
자료: USDA, IBGE

25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4. COVID-19 발생 후 생산, 소비, 수출 동향
4.1. COVID-19 발생 상황
브라질 보건성 발표에 의하면, 브라질 첫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유럽이나
일본보다 1개월 정도 늦은 2월말에 발생하였다. 4월이 되자 상파울로 시 등을 중심으
로 감염이 급속히 확대되어, 겨울을 맞이한 7월말의 1일당 감염자수는 6만 9,000명에
이르렀다. 그 후, 감소 경향에 있지만, 10월말 시점에서 동 감염자수는 1만 9,000명이
되고 있다. 10월말 시점의 누계 감염자수는 554만 명, 사망자수는 16만 명이다(그림 9).
<그림 9> COVID-19 1일당 감염자 수 추이(2020년)

자료: 브라질 보건부

보르소나로 대통령은 COVID-19의 발생 당초부터 경제활동 우선의 입장을 보여왔
는데, 자숙이나 경제활동 제한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안전 대책을 중시하는 각 주의
주지사와 대립하였다. 브라질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주,
시)에 대응을 맡기고 있으며, 각지에서는 자숙, 경제활동 제한 등의 조치가 강구되었
다. 상파울로와 리오데자네이로 주 등에서는 4~5월에 외출 제한 조치가 강구되었으
나, 6월 이후 단계적으로 해제되었다. 덧붙여 제조업이나 물류, 생활 필수 섹터에 대
해서는 기업활동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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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닭고기 생산 동향
4.2.1. 닭 처리 마릿수, 닭고기 생산 상황
IBGE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1~6월) 닭 도계 처분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여 전년 동기를 약간 웃돌았다(그림 10). 5월에는 COVID-19 확대에 의해 시장
의 불투명감이 강해졌기 때문에 감산 조치가 취해져 전년 동월을 밑돌았지만, 그 후
회복하여 대폭적인 감소에 이르지는 않았다. 또 브라질 닭·병아리생산자협회
(APINCO)에 따르면, 같은 기간 닭고기 생산량은 700만 8,400톤이었다.
<그림 10> 닭 처리마릿수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자료: IBGE

현시점에서 생산자의 생산 의욕에 큰 영향은 볼 수 없으나, 종업원의 감염 확대에
의한 일부 패커의 일시적인 조업정지와 중국 정부가 브라질산 제품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하여 수출 인가를 일시 정지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그
때마다 업계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Avisite에 의하면, 2020년 1~8월의 브로일러용 병아리 생산마릿수는 6, 7월 급
증하여, 과거 4년 평균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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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월별 브로일러 병아리 생산마릿수 추이

자료: Avisite

동 협회에서는 사료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으로 마리당 평균 출하
중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2020년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였다.

4.2.2. 식조 처리장 등에 대한 영향
브라질의 식조 처리장은 비교적 소규모(일평균 처리마릿수 15~25만 마리 정도)이
기 때문에, 처리장에서의 감염방지대책이나 처리마릿수 등의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
다. 또, 대형 패커에서는 한 처리장에서 일시적인 조업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룹
내 다른 처리장에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닭이 체류하
는 등의 문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파라나 주에 있는 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식조 처리장에서는 감염방지 대책으
로서 작업원 간의 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생산성이 떨어졌다. 덧붙여 닭
고기 패커의 관심은‘코로나 코스트’라고 불리는 감염방지대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였다.

4.3. 브로일러 생산자 출하 가격
파라나 주의 브로일러 생산자 출하 가격은 2019년 3월 이후 2020년 1월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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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 왔으나, 2020년 4~5월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이 부진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렸다.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6월 이후 고
가로 추이하고 있다.
한편 생산 코스트는 같은 해 1월 이후 사료 곡물 수출 증가로 국내 사료 곡물 수급
이 압박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4월, 5월 및 8월
에는 생산 코스트가 생산자 출하 가격을 웃도는 역전 상황이 되어, 생산자에게 있어
서 어려운 경영환경이 되었다(그림 12).
<그림 12> 브로일러 생산자 출하가격 및 생산 코스트 추이(파라나 주)

주: 종합물가지수(IGP-DI)를 가지고 2020년 9월 시점에 인플레이션 조정
자료: EMBRAPA

4.4. 수출 동향
2020년 1~10월의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한 323만 349톤으로 전
년 동기를 조금 밑돌았다. 2020년 전반적으로는 전년 동월 실적을 웃도는 적이 많았
지만, 그 후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미달인 달이 많아져, 10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11.7% 감소하였다. 연초부터 미국 달러화에 대한 헤알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후에도
미국 달러당 5.5헤알(109.3엔, 1,149.5원) 정도로 수출에 유리한 상황인 반면, 사료가
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COVID-19 영향으로 중국 수출도 둔화되었다. 이
밖에 주요 수출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 국가에서 COVID-19 영향으로 모스
크6)가 폐쇄되고, 라마단7) 이후의 회식이 중단됨에 따른 수요 감소도 한 요인으로 작
용하여 수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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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닭고기 수출량 및 수출단가 추이

자료: Comex Stat
6) 모스크(mosque). 이슬람교의 예배당. 아랍어의 ‘마스지드’에서 유래하였으며, 에스파냐어의 메스키타와 프랑
스어 모스케를 거쳐 영어 ‘모스크’가 되었다. ‘마스지드’는 아랍어로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곳’을 뜻한다.
회랑(回廊)이 있고, 안뜰에는 청정(淸淨: 우즈아)의식을 행하는 샘물이나 우물, 수반(⽔盤)이 있다. 그리스도
교의 교회, 힌두교의 사원이 ‘신의 집’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이슬람교의 모스크는 단지 공동의 기도 의식
을 위한 자유 공간을 뜻한다. 어떠한 신상이나 제단을 불허하며 신비한 장면, 종교적 의례도 없다. 모스크는
메디나에 위치했던 무함마드 집의 기도처를 원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구조이며, 건축양식에
특별한 방식과 예식도 없다. 건물 내부에는 메카의 방향을 나타내는 ‘키블라’가 필요하며, 세속의 일상과
구분 짓기 위한 담이나 현관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내부의 주요 구조물은 기도하는 벽면(미흐라브)과 설교
사(하티브)를 위한 높은 단(壇: 민바르)이 전부이다. 미흐라브는 기도하는 사람이 메카를 향할 수 있도록 지
시해 주는 벽면으로, 모스크 내에서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곳이기도 하다. ‘높임’이라는 뜻의 ‘민바르’는 계
단이 달린 설교단으로 보통 나무로 되어 있지만 돌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항상 미흐라브의 오른쪽에 위치
하며 설교자는 무함마드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민바르의 맨 윗단 한단은 남겨두고 올라 설교한다. 회랑 한
쪽에는 1~6개의 첨탑(미나레트)이 있으며, 예배시각이 되면 예배당을 지키는 무에진(무아딘)이 탑에 올라가
예배를 권유하는 ‘아잔’을 소리 높여 낭송한다(현재는 확성기가 대신하고 있음). 그러면 교도들은 자리에 앉
아 《코란》을 외우면서 예배를 드린다. 무슬림들은 근본적으로 ‘금요일 기도를 위한 모스크’인 자미와 단순
히 모스크를 일컫는 마스지드로 구분하고 있으며, 초기 시대에는 쿠트바(설교)를 듣는 모임의 장소로서 자미
만이 유지되다가, 점차 수백 명이 모여 기도 의식을 행하는 마스지드로 발전되었다. 다마스쿠스(다메색)의
우마이야 모스크, 예루살렘의 바위 돔, 코르도바의 메스키타 등이 대표적인 모스크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
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7) 라마단(Ramadan). 이슬람교에서 행하는 약 한 달가량의 금식기간으로, 이슬람교도들은 라마단 기간 중 해
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며 해가 지면 금식을 중단한다. 아랍어로 ‘더운 달’이라는 뜻
으로, 이슬람력(曆)에서의 9번째 달을 말한다. 이슬람에서는 9월을 <코란>이 내려진 신성한 달로 여기고,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일출에서 일몰까지 매일 의무적으로 단식한다. 이 때문에 현재는 라마단이라는 용어 자
체가 단식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슬람교도들은 라마단 기간 중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며, 해가 지면 금식을 중단한다. 라마단은 약 1400년 전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아라비아
반도 서부의 동굴에서 알라로부터 코란의 계시를 받은 것을 기리는 것이다. 이후 헤지라 2년인 서기 623년
부터 9번째 달의 시작을 알리는 초승달이 나타난 다음날부터 단식을 시작하는 이슬람교도의 전통적인 행사
가 되었다. 이슬람력은 천문학적 계산과 함께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천문학적
계산보다는 달의 모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라마단 기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
서 이슬람국가라고해서 라마단이 동시에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각국의 종교위원회가 이슬람 율법 <샤
리아>에 따라 새로운 달을 알리는 초승달이 목격되는 시점을 기해, 라마단의 시작을 선언하기 때문이다. 라
마단은 1년이 354일인 이슬람력의 9번째 달 첫날에 시작되므로, 라마단의 기간은 해마다 열흘씩 빨라진다.
라마단 기간에는 관공서와 기업들이 출근시간을 늦추고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258

특집 1 : (제5편) 최근 브라질의 닭고기 수급 동향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중심으로 -

브라질의 최대 수출지인 중국으로의 수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대체 수요를 배경으로, 계속 브라질산 닭고
기에 대한 문의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2020년 1~10월의 닭고기 수출량은 56만
3,72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하는 등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의해 돼지고기 부족이 심각해진 2019년 초부터 돼
지고기의 대체수요로써 브라질산 닭고기의 대중국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닭고기 수출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20년 후반에는 2021년 1월의 춘절
(春節8)) 수요를 예상한 판매수량 증가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2020년 초부터 중국에
서 COVID-19가 확대되어, 이동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물류가 막혀 춘절 수
요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 때문에 2020년대 들어 수출 가격은 하락하였다. 이는 미국
달러에 대한 헤알 하락이 한층 더 가속화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그림 14).
<그림 14> 중국 수출용 닭고기 수출량과 수출단가 추이

자료: Comex Stat

8)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로는 춘제(春節, 춘절), 돤우제(端午節, 단오절), 중치우제(中秋節, 중추절) 등이
있으며, 음력 1월 1일인 춘제나 음력 5월 5일인 돤우제처럼 홀수가 중복되는 날이 많다. 이는 양(陽)의 수
인 홀수를 숭상하는 문화적 전통과 관련이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 기념일로는 라오둥제(勞動節, 노동
절), 젠쥔제(建軍節, 건군절), 궈칭제(國慶節, 국경절) 등이 있다. 이들 기념일은 근현대사의 진행과정, 특히
공산당의 정치적 역정과 관련이 많다. 궈칭제(國慶節, 국경절)는 10월 1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기념일
이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창당된 이래 반제반봉건의 구호 아래 안으로는 국민당, 밖으로는 일본과 맞서
기나긴 투쟁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당 세력을 타이완으로 패퇴시키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
국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 후 매년 이날에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2011. 9. 7., 김태만, 김창경, 박노종, 안승웅,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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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내 가격, 소비 동향
4.5.1. 국내 가격
브라질에서는 COVID-19에 의한 국내 소비에 대한 영향이나 식조처리장의 일시적
인 조업정지에 대한 우려로, 4월경 브로일러용 병아리를 감산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러나, 6월경부터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저렴한 닭고기로 소비가 옮겨
가게 된 결과, 국내 닭 도매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15).
<그림 15> 닭고기 도매가격 추이(상파울로 주, 냉동 통닭)

자료: Cepea

4.5.2.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증가하자 감염방지대책으로 규제조치가 강구된
2020년 3월부터는 브라질에서도 소비자 식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으로 외출 자제로 재택근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민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
다. 이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는 11월 현재에도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COVID-19 수습 후에도 상당수의 노동자가 오피스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지 하
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식당 식사를 기피하는 추세는 계속되었고, 푸드서비
스 업계는 배달비율을 늘리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로 자택에 있다고 해도 모든 식사를 그때그때 만드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된
다. 때문인지 브라질에서 말하는 Comida Pronta(만들어 먹는 식품)라 불리는 반찬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 수요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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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부응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닭고기도 마찬가지이다. 가공품의 종류, 질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상품
개발을 계속하여 국내에 고품질 가공품을 내놓는 것은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편, COVID-19는 사람들의 건강 의식, 혹은 안전한 식품을 요구하는 행동을 촉구
하고 있다. 유기농 채소 수요는 이 기간에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도 이
러한 경향은 오래전부터 나타났지만, 고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COVID-19 이후 중류층까지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
으로 보인다.

4.6. 식육 처리장에서의 대책
4.6.1. 식육처리장 폐쇄
브라질 농목식량공급부 농목방역국 동물제품 검사부(DIPOA/SDA/MAPA)의 월차보
고서9)에 의하면, COVID-19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조업정지 조치가 취해진 식조처
리장수가 7월까지 20개소로 나타났다. 그 중 대부분은 노동공안국(MPT-Ministério
Públicode Trabalho)이 해당 식조처리장에서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불충분하
다며 지방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그 결정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조
업정지 기간은 사례마다 다르지만, 14일 정도인 경우가 많다. 식조처리장에서는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당국 검사관의 확인을 거쳐 재개가 허가된다(표 1).
<표 1> COVID-19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업이 정지된 식조처리장 수
확인 월

식조처리장 수

확인 월

식조처리장 수

2020년 4월

5

2020년 7월

0

5월

10

6월

5

합계

20

자료: MAPA

9) MAPA, Relatèrio de Atividades do Serviçode Inspeçpeo Federal,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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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대책
브라질 농목식량공급부(MAPA), 경제부(ME) 및 보건부(MS)는 공동으로 2020년 6월
19일 식육처리장이나 유제품 공장 등에서 COVID-19를 방지, 관리, 억제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정한 성령을 발령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COVID-19 대책으로서 식육
처리장 등이 취해야 할 70개 항목이 정해져 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감염 확인자 등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출근 정지.
∙ 작업간의 거리는 최저 1미터 이상 확보. 이것이 어려울 경우는 근무시간의 시프
트 변경 등의 대책을 실시.
∙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추진.
∙ 공기의 재순환을 피하고 신선한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대책.
테레자 크리스티나 농목식량공급부 장관은 “이 성령에 의해 COVID-19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식육처리장 종업원의 안전성을 높이고, 통상 업무 및 생산의 지속, 나아
가 브라질 국내 및 해외용 식료공급을 가능토록 하는 조화를 갖춘 활동이 일어날 것
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브라질 동물성단백질협회(ABPA)는 COVID-19 만연 초기부터 처리장의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실행하였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과밀을 피하
기 위해 공장으로 가는 근로자 출퇴근 버스 증편, 공장 도착 후 체온조절, 손 씻기,
알코올 소독 철저, 마스크, 페이스가드 등 위생용구 지급, 공장 내 작업자 간 거리 유
지, 비닐 시트 설치, 컨디션 불량자 자택 대기, 종업원 식당에 판넬 설치 등이 실시되
고 있다(사진 1).
<사진 1> 처리공장에서의 COVID-19 대책(ABP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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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
MAPA가 2019년 9월에 공표한 닭고기 수급 전망(2020~29년)에 의하면, 2029년의 닭
고기 생산량은 1,744만 톤으로 향후 10년간 26.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16). 또한, 국내 소비량은 24.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0~19
년) 생산량은 26.4% 증가하였는데, 향후 10년간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이 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량은 최근 10년간 14.5% 증가한데 비해, 향후 10년간에는 34.6% 증가할 것으
로 높은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곡물생산 기후조건 등 닭고기 생산국
으로서의 우위를 살리고, 수출지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16> 닭고기 수급 전망

자료: M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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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제
지금까지 기술한 브라질의 닭고기 수급 동향 외에 현지 보도 등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정리하면, 브라질 닭고기 산업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6.1. 생산측면에서의 과제
6.1.1.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 강화
닭고기 생산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특히 노동집약적 작업이 요구되는 상품에 대
한 대응이 중요하다. 닭고기의 경우 세세한 수작업 커팅 규격 대응력이 다른 경쟁국
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 또 브라질에서는 사회보험, 연금, 세금 등 회사 부담 부분이
다른 남미 국가에 비해 높아, 명목임금이 싸더라도 최종적으로 기업 부담이 크다.

6.1.2. 곡물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닭고기 생산 비용의 70% 이상이 사료비용이다. 때문에 사료 곡물 시세 변동에 대
한 대응이 중요하다. 사료 가격의 급격한 변화(상승)에 닭고기 가격이 신속하게 연동
될 수 있는지가 양계농가, 닭고기 패커의 경영수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곡물 가격은
날씨와 세계시장 수급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정부의 곡물 재고 확충 등 정책에 따
른 시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6.1.3. 정확한 생산조정 실시를 위한 업계 의견 일치의 형성
이번 COVID-19 확대 속에 닭고기 업계에서도 생산조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업
계의 과점화가 진행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도차에 의한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단체로서는 정확한 생산조정 실시를 향한 업계 의견 일치 형성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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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출측면에서의 과제
수출측면에서는 수출지 요구에 대응한 규격품을 생산,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을 만들어, 가격 및 품질측면에서 경쟁력을 붙여 가는 것이 과제이다. 정책측면에서
는 EU와의 무역협정의 체결에 장애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상대편 국가가 납
득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시장 개척도 중요하다. 관민이 일체가 되어 농산물 수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맺음말
브라질의 닭고기 산업은 세계 유수한 규모를 자랑하며, 국제 시장에서도 중요한 지
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풍부한 사료 곡물이나 저렴한 노동력을 배경으로 지속
적인 확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사료 곡물 가격 변동 등 시장동향 변화에 대한 대응
등 과제도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닭고기 생산과 소
비 동향에 큰 변화를 가져와 국내 닭고기 업계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은 풍부한 사료 곡물과 값싼 노동력을 배경으로 계속 늘어났
다. 또한 국제시장에서도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이상 기후, 기후변화나 경제동향에 대한 대응 등 이전의 과제와 함께
특히 중국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기인하는 대량의 동물 단백질 수요나 사료 곡
물 수요에 의해 국내외 수급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2020년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COVID-19
가 닭고기 생산뿐만이 아니라 식생활의 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지
금도 여전히 장래 불투명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저비용 생산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국이라는 강점을 살려, 앞으로도 국내외 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뿐 아니라 한국, 중국, EU, 중동 및 일본 등 주
요 수출 대상지의 상황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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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브라질의 닭고기 소비방식
브라질에서는, 테이블 미트로서 이전에는 통닭(그릴러)을 사서 가족이 같이 먹는 습
관이 있었다. 하지만,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통닭은 가족 전원이
모일 때 먹는 음식으로서의 수요가 일부분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분육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슈퍼마켓 등 식육 판매장에서도 대부분이 부분육으로 판매되고 있는
데, 백 야드에서 통닭을 커팅하거나 트레이에 패킹하는 가게가 많다(부록-사진 1).
브라질은 닭요리의 종류가 많고 상파울로 주 북부에 위치한 내륙 미나스제라이스
주는 오크라와 함께 토마토 맛으로 조리는 것과 닭피를 섞어 끓인 것도 있다. 리오데
자네이로에서는 작은 통닭을 숯불로 굽는 갈레토(Galeto)가 유명하고, 양념은 소금만
으로 시원하다.(부록-사진 2).
또한 전국의 바루(선술집)에서는 튀김(Frango Passarinho)이 안주로 정착되어 있다.
모든 절편에 반드시 뼈가 남도록 잘라 마늘을 갈아 튀긴 것으로, 일본의 가라아게(唐
揚げ)처럼 튀김옷은 두껍지 않다(부록-사진 3). 또 심장은 슈하스코를 먹을 때 전채로
인기이며, 꼬치에 꽂아 소금만으로 간을 한 뒤 숯불구이로 제공된다. 파달리아(빵집)
는 대부분 주말마다 대형 그릴을 내놓고 통닭구이(Frango Assado)를 굽는다. 또한 쇠
고기 대신 닭가슴살을 사용한 치킨 스트로가노프(Strogonoff de frango)가 있어, 어린
이나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가공품으로는 저렴한 치킨 소시지(부록-사진 4)가 저렴한 핫도그나 가정식 재료로 널
리 보급되고 있으며, 얇게 썰어 토마토 소스로 푹 삶은 것을 호텔 조식의 단골 메뉴로
꼽는다. 그 밖에 최근에는 너겟이나 햄버그(부록-사진 5), 양념품 등이 증가하고 있다.
<부록-사진> 닭고기 매장과 요리의 예(좌측부터 사진 1~사진 5)
닭고기 판매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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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닭고기 수출 전망(ABPA)
브라질 닭고기·돼지고기·계란업계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성단백질협회(ABPA)의
새 이사장으로 취임한 Ricardo Santin 씨(사진)는 2020년 8월 닭고기 수출 전망을 다음
과 같이 밝혔다.

(1) 이슬람 국가 대상
이슬람 제국은 수출이 약간 정체되어 있지만, 지금도 브라질 닭고기의 최대 시장이
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책으로서 닭고기 수요의 60%를 국산, 40%를 수입한다는 방
침을 취하고 있는데, 생산비용을 고려하면 브라질산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중국
중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부터 자국의 돼지고기 생산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기는 2025년경으로 알려져 있어, 수입 식육에 대한 의존은 그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우려되고 있지만, 세계
140여개 국가에 수출하는 닭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7%이다.

(3) 신규 수출 시장
인도,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

(4) 국내 가격
국내 가격 상승의 이유는 사료 곡물 가격 상승과 COVID-19의 안전 대책 비용 등으
로 생산 코스트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출 중시에 의해 브라질 국내 시
장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은 적당하지 않다.

(5) 부가가치 제품 수출
현재 브라질은 닭고기와 돼지고기 수출로 연간 약 85억 달러(8,883억 엔)의 외화
수입을 얻고 있다. 이를 사료 효율을 고려하여 곡물량으로 환산하면, 고작해야 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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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1,986억 엔)의 교역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즉, 식육이라고 하는 형태로 곡물에
큰 부가가치를 붙여 수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에는, 절단품이나 가열 가공
품의 개발 등, 한층 더 부가가치를 붙인 상품의 개발·수출이 중요하다.
또한 오랜 과제인 국내 논리적 개선이나 브라질 특유의 각종 세금이나 세제 개혁도
중요한 과제이다.
<부록-사진6> Ricardo Santin ABPA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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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제6편

호주의 쇠고기 생산·유통의 현황과 과제
- COVID-19 영향을 중심으로 -1)
(원문) ALIC 調査情報部 国際調査그룹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김종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박지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세계 축산 담당자)***
김태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들어가며
호주는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의 쇠고기 수출국이다. 한국이나 일본에 있어서도
최대 또는 미국 다음의 쇠고기 수입국이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최근 빈발하는 가뭄에 의한 우군 축소와 더불어, 다른 여타 국
가들과 마찬가지로 2020년 봄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육류 생산과 유통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글은 호주에서의 피드롯(feedlot)2) 등 쇠고기의 생산, 가공, 유통에 미치는 영향
이나 국내외 수요 동향 등에 관한 현황과 과제에 대해 농축산업진흥기구(ALIC)가 위
탁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또한 호주의 주 이름을 편의 상 약칭으로
<그림 1>과 같이 표기한다.
또한, 2020년 11월 17일 원/호주달러 기준 환율인 807.73원/호주 달러를 적용하였
으며, 엔/호주달러 환율은 당시 기준환율인 76.0엔/호주 달러를 적용하였다.
* huhduk@krei.re.kr
** jkim@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 글은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豪州の牛肉⽣産·流通における現状と課題’,
[特集：海外の⻝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
2021年 2月号의 내용을 번역/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제공하는 것이다.
2) 비육장(feedlot, 肥育場). 울타리를 치고 주로 농후사료를 급여하여 가축, 특히 소를 비육시키는 노천사육장.
육우비육장.(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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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호주의 행정구분과 각 주의 약칭

자료: 農畜産業振興機構(ALIC)

2. 호주 쇠고기 산업의 위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전 세계의 소 사육 마릿수는 약 14억 9,000만
마리(2018년 시점)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 중 호주는 전체의 1.8%(약 2,640만 마리)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 3). 또한, 세계의 쇠고기 생산량은 7,316만 톤(뼈 있는 고기 베
이스)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2> 세계 소 사육마릿수 추이

자료: FAO 자료에 근거하여 ALIC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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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계 주요 소 사육 국가의 사육마릿수 비율

3. 호주 쇠고기의 생산·유통·소비 등 동향
3.1. 생산 동향
호주에서는 최근의 가뭄 영향으로 2019년에는 소 사육 마릿수가 2,619만 마리로 전
년대비 7%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최대의 육우 생산 지역인 QLD 주에서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46%에 해당하는 1,13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나, 2019년에는 전
년 대비 6% 감소하였다. 또한 NSW 주에서는 호주 소의 16%에 해당하는 400만 마리
가 사육되고 있으나, 가뭄의 영향이 가장 심각하여 전년 대비 14%라는 상당히 큰 비
율로 감소하였다.
호주 전역에서도 축군(畜群)의 수가 크게 줄었다. 2020년 소 사육 마릿수는 가뭄
전 가장 높았던 2013년보다 16% 적은 2,460만 마리로, 과거 20년간 가장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주산지인 호주의 동해안 중에서 강우가 부족한 지역은 거의 없지만,
강수량 부족이 쇠고기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호주 기상국(BOM)에 의하면, 2020
년 12월~2021년 2월 하계까지 3개월 예보에 의하면, TAS 주를 제외한 많은 주에서 평
년 이상의 강우량이 될 확률은 60~80%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도 있으므
로 계속 기상 상황을 주시하여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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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군 재구축 움직임
최근 가뭄 빈발에 의해 소 사육 마릿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호주의 우군
축소나 재구축에 관한 지표로서 호주통계국(ABS)이 공표한 연간 총 도축두수에서 차
지하는 암소 비율(암소도축비율, 이하‘FSR3)’)을 보면, 2020년 9월 시점에서는 52.4%이
다(그림 4).
<그림 4> 암소 도축비율(FSR)과 우군 변동률 추이

주: 우군변동율은 소 사육두수의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MLA 자료에 의거 ALIC 작성

FSR 모델을 실제 FSR 추세에 따라 보면, 모델이 실제 수치를 3~6개월 미리 예측하
는 데 자주 이용된다. 즉, 단기 예측을 위해 FSR은 우군 변화 상황에 대한 좋은 리드
지표로 이용된다. 이 수치가 47%를 넘는 경우에는 우군이 축소 방향으로 추이할 것이
며, 47% 이하인 경우 우군이 재구축 단계로 들어간다고 한다. 호주의 경우, 연간 평균
FSR을 연간 무리 변화에 대한 분석은 FSR이 47% 미만일 때의 재구축과 47% 이상일
때의 청산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보여준다.
분기별로 보면, 2020년 4분기 FSR은 48.2%로 3분기 53%에 비해 하락하였다. FSR의
완화에 의해 강조된 총 도축의 비율 중 암소 도축비율이 줄어든 것은 생산자들이 재
3) Female Slaughter Ratio(암소도축률). FSR 모델을 실제 FSR 추세에 따라 보면 모델이 실제 수치를 3-6개
월 미리 예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FSR이 향하는 지점에 대한 좋은 리드 지표로 나타난다. FSR산정 모
델에 의하면, 이 수치가 47%를 넘는 경우에는 우군이 축소 방향으로 추이할 것이며, 47% 이하인 경우 우
군 재구축 단계로 들어간다고 한다.(출처: Matt Dalgleish,‘Female slaughter gives guidance to national
herd rebuild, TEM, February 18, 2021, https://www.beefcentral.com/news/18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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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20년 말에는 여
전히 47%를 넘었다. 2020년 연평균 FSR은 52.3%로 2019년 기록적인 연평균 56%보다
감소하였다.
QLD 주의 FSR은 지난 4분기 또는 2020년에 걸쳐 45.5%에서 40.4%로 떨어져, 한
해 동안 연평균 FSR 45.1%를 기록하였다. NSW 주의 4분기 FSR은 53.6%에서 48.2%로
떨어졌고, 연간 평균 FSR은 51.6%로 떨어졌다. 한편 VIC 주의 FSR은 68.4%에서
62.6%로 떨어져 FSR은 연평균 66.3%를 기록하였다.
재구축 성공과 암송아지 브랜딩 비율(rebuild/liquidation)이 다르기 때문에 재생산
성공/송아지 브랜딩 비율(reproduction success and calf branding rates)을 나타내는
FSR은 각 주마다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QSD 주는 남부의 주들
보다 더 높은 비율의 암소 축군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재구축과 재고 제거 사이의
변환 비율이 40%에 가깝다. 빅토리아 주에서 젖소 도축우(屠畜牛)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들의 FSR이 더 높은 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거 20년간 가장 높았던 2019년 12월 시점인 57.0%에 비하면, 서서히 저하하여 우
군재구축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하고 있지만, 그 분기점이라고 불리는 47%에는 이르
지 못하였다.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S)이 2020년 9월 15일에 발표한 ｢
Agricultural Commodities｣에 의하면, 중기적으로 쇠고기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COVID-19의 영향에 의해 세계의 쇠고기 수요를 전
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산자는 우군 재구축에 단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또한,
사육 마릿수가 증가로 전환되는 것은 COVID-19의 영향에 의해 전 세계의 쇠고기 수
요가 전망되지 못하기 때문이다4).

3.3. 가격 동향
호주 국내의 많은 지역에서 가뭄에 의한 소 도축두수 증가를 배경으로 비육농가나
가공업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육우 거래의 지표가 되는 동부지구 육용우 지표
(EYCI) 가격5)은 2020년 11월 17일에 829.25호주 센트(655엔, 6,698원)로 최고치를 갱

4)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2021年 1月号,｢成牛と畜頭数が減少する中, 11月の肉用牛価格は最高値
を更新｣(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61.html)를 참조하기 바란다.
5) Eastern Young Cattle Indicator. EYCI는 호주의 일반 소시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EYCI 지수는 1kg 도
체중(屠體重, 또는 정육중량)당 센트(cents/kg cwt)로 표현된 7일 연속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뉴사우
스웨일즈, 퀸즈랜드, 빅토리아 주의 26개 세일레이드의 판매 데이터에서 산출된다. 이 지수는 매일 ML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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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였다6).
또한 2020년 11월의 거세비육 송아지 가격도 기록적인 고가로, 전국 평균 생체중
1킬로그램당 433호주 센트(351엔, 3,497.5원)에 달하고 있으며, 10월 이후에도 강한
수요를 반영하여 1킬로그램당 400호주 센트(324엔, 3,231원) 이상 가격으로 추이하고
있다.
<그림 5> 거세비육 송아지 가격 추이

자료: MLA 자료에 의거 ALIC 작성

3.4. 유통
2019년 호주의 소 사육 마릿수는 2,479만 마리이며, 이 중 91%가 육용우이다(그림
6). 같은 해 성우 도축두수는 850만 마리로 연간 출하 두수의 87%를 차지하였다. 나
머지 13%(130만 마리)는 생우(生牛, 살아있는 소, ‘생체우’라고도 한다) 수출 마릿수이
며, 비육 송아지7) 65%, 비육우 21%, 번식우 13%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생우의 항구 선적 비율은 QLD 주 32%, NT 주 30%, WA 주 20% 등으로 나타
축산신고 서비스(NLRS)에서 생산한다. 이에 포함되는 데이터는 vealer, yearling, heifers, steers 등의 가
격이며, 스코어 C2 또는 C3, 생체중 200kg 이상의 소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소만 포함된다. 여기에는
도살, 축사보충, 또는 로트피딩 등의 용도로 구입한 소가 포함된다. EYCI는 MLA/SFE(호주축산공사/시드니
선물교환 소 선물계약)의 근거로도 사용된다.(출처: 일본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
kipedia.org/wiki/Eastern_Young_Cattle_Indicator)
6)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21年 1月号, ｢成牛と畜頭数が減少する中, 11月の肉用牛価格は最高
値を更新｣(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61.html)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각각 당시의 최
신 환율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레포트마다 일본 엔 환산 수치가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7) 호주의 송아지는 우리나라 송아지 보다 체중이 무거운 상태로 거래되기 때문에‘송아지’라기 보다는 ‘육성우
전기단계’에 가깝다. 따라서 여기서 송아지란 ‘비육 밑소’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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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2019년 수출지를 보면, 인도네시아 수출이 52%로 가장 많고, 베트남 수출이
21%로 뒤를 잇고 있다.
<그림 6> 호주 육용우 유통(2019년)

자료: MLA, ABS 및 ARARES 자료에 의거 ALIC 작성

국내에서 도축되는 육용우 중 64%는 목초비육, 36%는 피드롯 등 곡물비육이다.
QLD 주에서 도축되는 육용소가 전체의 47%를 차지하여 국내 최대이다. NSW 주와
VIC 주는 각각 2019년에 도축된 소의 22%와 20%를 차지한다.
2019년 전체 쇠고기 생산량 중 26%가 국내 소비에 충당되고 74%가 수출되었다. 주
된 수출 대상국은 중국과 일본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호주의 식육 소매업이 집약화가
진행되고 있어, 대기업 할인점 2개 사가 식육 소매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호주에서
는 평균하여 식육의 약 80%가 할인점으로 유통되며, 나머지 약 20%가 정육점으로 유
통된다.
그러나 이번 COVID-19 유행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 기회가 비교적 많은 대형할
인점은 지역의 소규모 정육점에 시장점유율 일부를 빼앗기고 있으며, COVID-19 유행
전에 비해 정육점의 시장점유율이 2%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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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출동향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은 2019년이 전년대비 9% 증가한 130만 톤이지만, 2020년에
는 전년대비 7.3%가 감소한 약 102만 톤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수출량을 수출
수출지별로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 사육 마릿수가 대폭 감소한 중국
의 강력한 수요로 인해, 중국이 33만 3,224톤(전년대비 68% 증가)으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호주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2020년 쇠고기 수출 물량의 수출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27%, 일본이 23%, 미국이 22% 등이다8).
그러나 2020년에는 트럼프 정권과 중국과 1월 합의한 1단계 경제 무역 협정으로 중
국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 경향에 있다9). 이 때문에, 2020년 1~7월에는 호
주 쇠고기 수출 물량 중 25%가 일본으로 수출되어 일본이 최대 수출 대상국이 되었
고, 호주의 대미 수출 물량 비중이 22%로 일본에 이어 미국이 제2위의 수출국이 되었
다10).
또 전년에 이어 호주산 쇠고기 수입 수량에서 호주 FTA에 근거한 중국의 특별 세
이프 가드 발동 기준을 넘어서면서, 관세율이 신선식품, 냉장 도체 및 1/2 도체는 8%
에서 20%로, 냉동육 및 1/2 도체는 10%에서 25%, 기타 뼈 있는 고기 및 뼈 없는 고기
는 4.8%에서 12%로 각각 올랐다11). 또 양국 간의 정치적 긴장 고조로 6개 수출용 도
축장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2021년 1월 18일 현재). 이 때문에 최근에
는 호주산 쇠고기 공급의 감소로 중국에서는 쇠고기 조달 국가가 뉴질랜드, 남미, 미
국 등으로 변경되고 있다.

3.6. 소비동향
호주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30% 미만이 국내용이며, 나머지 70% 이상이 수출되
고 있다. 과거 20년간 호주의 연간 1 인당의 쇠고기 소비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

8) 최근 수출지별 쇠고기 수출 물량 및 수출 비중의 추이는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2021年 2月号,
104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9)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21年1月号, ｢堅調な牛肉需要により牛肉価格は高値で推移し, 輸⼊
量も増加｣(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62.html)를 참조하기 바란다.
10)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20年 10月号, ｢6月の成牛と畜頭数, 牛群再構築に向けた動きが継
続し前年同月⽐13.7%減｣(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338.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海外情報 2019年 9月 2日, ｢豪州牛肉に特別セーフガード発動(中国)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506.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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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2000년 38kg에서 2020년에는 추정치 22kg으로 감소하였다.
소매가격을 다른 육류와 비교해 본다면, 쇠고기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올해 전체
육류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쇠고기 점유율은 약 35%로, 쇠고기가 육류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4. COVID-19에 의한 영향
호주의 2018/19년도의 식육부문(닭고기는 제외. 이하 같음)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76억 호주 달러(약 1조 4,256억 엔, 14조 2,160.5억 원)를 기록하였다. 이를 섹터
별로 내역을 보면, 피드롯 이외의 육용우 농가가 식육부문 GDP의 41%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겸업농가 및 쇠고기를 포함한 식육가공업이 각각 20%, 소매업
7%, 피드롯 4%, 도매업 3%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7).
<그림 7> 호주의 식육부문 GDP 내역(2018/19년도)

자료: MLA 자료에 의거 ALIC 작성

COVID-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도시 봉쇄와 여행 제한 등으로 호주 국내 및 해외
외식업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호주산 쇠고기 수급 균형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호주는 연간 쇠고기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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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식육·가축생산자사업단(MLA,‘호주 축산공사’라고도 함)에 따르면, 수출처에서는
호주산 쇠고기의 67%(2019년)가 외식업체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COVID-19 유행에 따라 주요 수출 대상인 외식업체가 영업 중단 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식업체용으로 출하되던 일부 쇠고기 고가격 부위에 대해서는 판
매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식산업에 대한 영향은 호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영향을 받은 곳은 호
주에서 유일하게 2020년 3월과 7월에 도시봉쇄를 경험하고, 8월에는 멜버른과 교외로
구분하여 2단계에서 엄격한 도시봉쇄를 실시한 VIC 주였다. 반면 호주 국내 소매점에
서는 육류 가정 내 소비로 인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외식산업에 있어서의 혼란과 가정에서 싸고 조리가 용이한 부분육에 대한 소매 수
요 증가에 따라, 쇠고기 가공업자는 지육의 각 부위간의 판매 밸런스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COVID-19에 의해 야기된 이들 시장 전체에 미치는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쇠고기 가공업자나 도소매업자는 식육 유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통상 외식산업에서 이용되는 고급 부위는 가정요리나 테이크아웃
식품으로, 저가격대 부위는 다진 고기나 소시지 등 가공품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
많은 소매업자가 온라인으로의 판매로 전환하거나 가정으로의 배송 방법을 연구하는
등,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있다.
COVID-19 영향은 항구나 항공수송로에서의 혼란,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서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농산물 등의 수
출과 관련된 화물수송에 대한 보조금을 조치하였고, VIC 주를 제외한 각 주에서는
COVID-19 확산을 억제하는데 성공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도시봉쇄 기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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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호주는 세계적으로 제2위의 쇠고기 수출 대국이지만, 호주에서는 최근 빈발하는 한
발과 더불어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대에 따라 그 생산·유통에 혼
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COVID-19에 관해서는 식육 처리시설 폐쇄나 소비 동향의
변화에 따라 외식산업용 쇠고기 판매가 곤란해지는 등, 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한
편, 각 현장에서는 감염 확대방지에 대한 대처와 쇠고기 유통 개선·합리화에 가세하
여 사육 환경 개선을 하고, 우군 재구축 등과 같은 대응이 실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쇠고기 생산 실태와 COVID-19 및 날씨에 의한 영향에 대해 살
펴보았다. 특히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유통구조와 소비자 니즈의 변화에
따른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각 현장에서의 고안된 노력의 필요성이 명확해지고
있다. 또한 부록에서는 호주 기상상황 변화에 따른 가뭄으로부터의 회복상황과 폐쇄
를 경험한 도축장의 대응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 그 결과도 알아보고자 한다.
2021년 1월 현재 호주 국내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1일 20명 정도로 억제
되고 있지만, 내외인의 왕래 제한이 향후 서서히 완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호주 쇠
고기 업계도 지금까지의 대응의 일정 정도 지속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
주의 강우 상황도 목초 생육을 통한 호주의 쇠고기 생산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이 때문에 생산 현장에서의 우군 재구축 동향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국이나 일본처럼 쇠고기의 최대 수입처인 호주의 쇠고기 생산이나 유통
의 상황에 대해 그 동향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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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호주 각지의 가뭄 회복 상황
여기에서는 목초의 생육 상황을 나타내는 호주 각지의 방목지 사진 데이터를 기본
으로 2018/19년도의 가뭄 회복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남동부 지역인 VIC 주와 TAS 주에서는 목초지의 성장이 현저하였다. 또 NSW 주와
QLD 주는 가뭄의 영향에서 회복되어 왔으며, 목초지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들 지역에서는, 호주의 북부 지역이 몬순기12)에 들어가, 라니냐 현상13)에 의해
봄부터 여름에 걸쳐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목초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WA 주는 라니냐 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히 같은 주 남부는 평균적인 강우
량보다 적고, 건조한 지역이 많다. WA 주 남부지역에서는 목초지의 조기 건조가 보
고되고 있으며, 건조한 여름을 극복하기 위해 목초를 베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이들 지역에서 증산의 여지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몬순 기후에서 우계는 이처럼 홍수를 일으키기도 한다. 열대 몬순 기후 또는 열대 계절풍 기후는 쾨펜의
기후 구분에서 열대 기후에 속하며, 기호는 Am이다.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바다에서 오는 습한 바
람의 영향으로 습윤한 기후인 우기가, 겨울에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건기가 된다.
열대 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의 중간 정도 되는 기후이다. 열대 몬순 기후는 인도차이나 반도나 필리핀과
같은, 또는 인도, 네팔 주로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많이 나타난다. 겨울에는 주로 건조한 바람이 많
이 불지만, 그것이 바다를 지나면 다시 습윤해지므로, 꼭 건조한 것은 아닌데, 이는 베트남이나 타이완 남
부와 같은 무역풍의 일종인 북동계절풍을 피한 곳에서 자주 나타난다. 열대 몬순 기후는 곳에 따라 계절풍
(몬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때가 다르며, 벼, 차, 사탕수수, 목화, 커피 등을 재배한다. 특히,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벼를 일 년에 두세 번 정도 수확할 수 있다. 또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식생은 우기에 푸르게 되는 우록림이 발달한다. 열대 우림에 비해서는 나무 종류가 적고,
수도 적은 편이다. 티크나무와 대나무가 잘 나타난다. 토양은 주로 라테라이트로, 염기가 용탈되어 철과
알루미늄을 많이 포함하므로 붉은 색을 띤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
a.org/wiki/)
13) 라니냐(스페인어: La Niña)는 ‘여자 아이’를 의미하는 스페인어로, 열대 지방의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해수
면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져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고, 찬 해수의 용승 현상으로 적도 동태평양에 저수온 현상이 나타난다. 엘니뇨와는 반대 현상이다.
열대 중부 지방의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에 비해 섭씨 0.5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태로 5개월 이내
의 기간 동안 지속될 때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 엘니뇨와 마찬가지로 라니냐는 정상의 상태가 아니므로
기상이변을 초래할 수 있다. 여름에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남아시아, 인도, 페루를 비롯한 남미 서해안지역
등에서 저온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 호주 북동지역은 반대로 고온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
며, 인도는 폭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겨울철에 발생하면 여름철보다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
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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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사진 1> 캄파니아 지방의 목초 또는
방목초지

<부록-사진 2> VIC 주 캥글발레 지역의 야생초
또는 방목초지

<부록-사진 3> NSW 주 샌티고 지역의 야생초
또는 방목초지

<부록-사진 4> WA 주 난판지역 야생초 또는
방목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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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폐쇄된 도축처리시설 사례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JBS(브라질에 본거지를 둔 매출액이 세계 최대 육가
공회사) 호주가 운영하는 QLD주의 딘모어 식육처리시설과 VIC 주의 브루클린 식육
처리시설의 두 시설이 폐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부록-그림 1). 여기에서는
COVID-19의 영향에 대해 이들 두 개 도축장 사례를 소개한다.
<부록-그림 1> 폐쇄된 식육처리시설의 위치

자료: ALIC

(1) 딘모어 식육처리시설 사례
딘모어 도축장은 QLD 주 입스위치에 위치한 남반구 최대의 도축장으로, 하루
3,400마리의 도축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이 도축
장은 중국 수출허가가 정지된 수출인정 도축장 중 하나이며14), 2020년 5월 1주일 폐
쇄 후 주 3일 조업주기로 생산량을 50%로 줄여 재가동하였으나, 6월에는 1주일, 8월

14)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21年 1月号, ｢堅調な牛肉需要により牛肉価格は高値で推移し, 輸
⼊量も増加｣(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62.htm)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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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주간에 걸쳐 공장 문을 완전히 닫았다.
이 공장은, 이들 3회의 폐쇄에 의해 시즌 대부분을 적자 상태였으며, 이 때문에 기
존 생산능력 유지가 곤란해졌다.
딘모어 식육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JBS호주는 9월 상순, 육우 수급 상황이 어렵다는
점과 COVID-19에 의한 외식산업에의 영향을 받은 쇠고기 수출 수요에 대한 염려가
업계의 과제가 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상근 종업원을 600명 줄여 1일 2회
의 시프트를 1회로 줄인다고 발표하였다.

(2) 브루클린 도축처리시설 사례와 VIC 주정부의 대응
브루클린 도축장의 1일 도축 능력은 소가 1,400마리, 중소 가축(양, 어린양, 염소)이
8,200마리이며, 1,23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이 식육처리시설에서는 종업원 사이에
COVID-19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2020년 7월 중에 완전 폐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시설이 위치한 VIC 주 내에서의 COVID-19의 확대상황을 근거로 동 주정부의 보
건복지부에서는 동 시설의 지속은 불가능하다고 코멘트하고 있다.
VIC 주 COVID-19 제2파 때, 주정부는 모든 도축처리시설의 생산량을 기존 생산능
력의 65%로 제한하였다. 또한 VIC 주정부는 모든 도축처리시설에 대해 안전성과 예
방, 시설 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포함된 ‘고위험 COVID 안전계획’을 실시를 의무화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시설 내 세척 기회가 늘어나고, 모든 종업원은 완전한 방호복
을 착용하여야 하였다.
또한, 모든 식육처리장 직원들은 1) 매일 체온검사 실시 및 COVID-19 정기검사 실
시, 2) 시설 내 불요불급한 이동을 제한할 것, 3) 위험도가 높은 타 직장 종사자와 숙
박시설을 공유할 경우, 고용주 통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VIC 주정부는 9월 하순, 도축처리시설의 생산능력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멜버
른 대도시권의 도축처리시설은 기존 생산능력의 80%, 주내 기타 도축처리시설은 생
산능력의 90%까지 생산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그 후, 주정부는 2020년 10월 하순에
모든 도축처리시설의 생산능력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현재는 같은 주 내의 도축처리
시설의 생산능력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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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le_Indicator)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
ABS(호주통계국, www.abs.gov.au)
FAO(www.fao.org)
MLA(https://www.mla.com.au/)

285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특집 1> 제7편

중국 쇠고기산업 현황과 과제1)
(원문) 네이멍구 재경대학 부교수(内蒙古財経大学 副教授) 阿拉坦沙(아라탄사)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김종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박지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세계 축산 담당자)***
김태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머릿말
중국은 약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대국인 동시에 경제발전이 현저하고 소비대국
이기도 하다. 빈부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를 가지고는 있지만, 고소득층 인구가 많다
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2).
식품·식재료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이나 세계화에 의해 국민의‘무농약’이나 ‘녹색 식
품3)’에 집착하여, 안전·안심 추구, 고품질 기호가 해마다 증가 경향에 있다. 한때 식품
위장(僞裝, 식품 둔갑판매)4)이나 육아용 조제분유(분유) 멜라민 사태5) 등에 의해 음식
* huhduk@krei.re.kr
** jkim@krei.re.kr
*** jione1105@krei.re.kr
**** ryun0131@krei.re.kr
1) 이글은 内蒙古財経大学 副教授 阿拉坦沙, ‘中国牛肉産業の現状と課題’, [特集：海外の⻝肉需給の動
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2021年 2月号의 내용을 번역
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2)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후룬(胡潤)연구원이 발표한 ‘2019 후룬차이푸(胡潤財富) 보고’에 따르면, 600만 위
안(약 9,720만 엔, 9억 9,714만 원)의 재산 소유 가정을 ‘부유한 가정’으로 규정하고, 중국에선 이런 ‘부유
한 가정’이 494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3) ‘녹색 식품’이란, 중국의 ‘무오염, 안전, 양질 식품’의 총칭이다. 생산의 전 과정에서 녹색식품기준에 따른 품
질이 보장되고 포장에서 식탁까지의 전 과정을 파악하여 ｢녹색식품표지관리규정｣에서 규정된 과정을 거쳐 ｢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1992년 설립, 농업농촌부에서 관할)에서 ｢녹색식품｣으로 인정받아 통일로고표 사용권
을 취득한 양질의 식용 농산품 및 관련 상품을 가리킨다.
4) 중국의 식품 가공 공장이 제조한 식육 가공 식품에 소비 기한이 지난 닭고기 등을 사용하고 있던 ‘식품 소
비 기한 경과 사건’등. 식품 소비기한 마감 사건이라고도 한다. ‘식품 소비기한 마감 사건’에서는 사건의 원
인이 된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이 일본이나 미국 등 다수의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으며, 세계 식품 기업이 거
래를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2014년 7월에 발각된 중국 식품가공 공장에서 제조된 식육 가공식
품에서 소비 기한이 마감된 닭고기 등을 쓰던 문제이다. 이 사건 뒤 중국 국내의 닭고기 소비가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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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높아졌지만, 이들 사태가 표면적인 혼란에 그쳤다는 견
해도 있다. 하지만, 수입 육아용 조제분유를 비롯한 수입 식품의 인기는 여전히 높고,
고가로도 잘 팔리는 등 국산 식품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2020년부터 확산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이 식재료를 통해 감염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 사람들의 음식에 대
한 집착이나 안전·안심에 대한 추구가 한층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
여, 중국 정부도 국민의 건강, 음식의 안전·안심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연간 식육 소비량은 8,800만 톤이 넘는다. 이 수준은 유럽연합(EU)(4,450만
톤)과 미국(4,200만 톤)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이다. 식육 공급은 대부분 국산품으로
이루어지지만, 수임 역시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육류와 내장 수입
량은 세계 최대이다. 합산한 수입량은 전 세계 육류 무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연
간 500만 톤 가까이 된다.
최근에는 식육생산에 있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이나 수해 등 자연재
해 발생, 인건비나 사료 가격과 같은 생산 코스트6) 상승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수입 냉동식품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수입기업 등이 영업정지
를 당하는 등 수입 면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중국은 돼지고기 소비 대국이지만, 국민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음식
문화도 다양하다. 신앙적 이유와 음식 문화 차이로 평생 한 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
은 사람이 4,000만 명이 넘는다.
한편, 대표적인 민족인 한족(漢族)은 약 13억 명에 이르지만, 그 중 쇠고기와 양고
기를 평생 한 번도 먹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2억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이외의 식육 소비도 많아, 국내 육류 생산은 지역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다.
경제발전이나 세계화에 따라 식생활에도 변화도 발생하고 있는데, 육류 종류별로
보면, 특히 쇠고기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쇠고기 생산 증가도 소비량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여 매년 많은 쇠고기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인구대국인 중국은 수
입하는 쇠고기 양도 많기 때문에, 쇠고기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였다. 또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은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식품기
업들이 거래를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출처: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중국의 육계 산업 현황과 닭고기
수급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4호(202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국내 유업체 유아용 조제분유를 섭취한 영유아에게 비뇨기계 질환이 잦아 부풀린 원료유의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멜라민(대량 섭취하면 독성이 있는 유기화합물)이 혼입된 사실이 드러난 사건.
6) 여기에서 생산비가 아닌 생산 코스트라고 한 이유는 학술적 개념의 생산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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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이 글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중국의 쇠고기 산업에 주목하
여 쇠고기의 생산·소비를 둘러싼 현 상황과 그 변화 및 과제에 대해 COVID-19에 의
한 영향을 포함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 중의 환율은 1위안=16.2엔=166.2원(2020년 12월말 TTS 시세: 16.18엔, 166.19
원)을 사용하였다.

2. 중국 식육산업의 개요
중국에서는 연간 약 8,800만 톤의 육류가 소비되고 있다. 인구가 13억 9,300만 명으
로 세계 전체의 18.3%를 차지하는 가운데, 육류 소비량은 전 세계의 28%를 넘는다.7)
통계를 내는 방법이 약간 다르지만, 많은 통계를 통합하면 2014~18년 식육 소비량 평
균은 연간 8,930만 톤이었고,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이에 따른 식육 가격 상승
등으로 2018년에 비해 9% 감소한 8,130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의 연간 1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은 약 50kg으로, 미국 약 99kg, EU 약 70kg과
비교하면 개인소비가 늘어날 여지가 크다. 식육 소비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의 약
65%가 돼지고기, 약 21%가 가금육, 약 8%가 쇠고기, 약 5%가 양고기이다. 미국에서
는 약 50%가 가금육, 약 26%가 쇠고기, 약 24%가 돼지고기이며, EU에서는 약 47%가
돼지고기, 약 35%가 가금육, 약 16%가 쇠고기, 약 2%가 양고기이다. 중국은 전체적으
로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하지만, 최근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하고 쇠고기 소비가 증가
하고 있다.

2.1. 식육류의 국내 생산
중국에서는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자국에서 생산하지만, 국내 생산이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해, 중국은 많은 식육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2019년의 경우 돼지고기 국내 생
산량은 전년대비 22.0% 감소한 4,260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가금육 생산량은 동
6.5% 증가한 2,239만 톤, 쇠고기가 동 3.6% 증가한 670만 톤, 양고기는 동 2.7% 증가
한 490만 톤이었다(그림 1).

7) ‘중국산업정보’(www.chyxx.com)의 2019년 ‘중국육류생산량’, ‘수출입량 및 소비량 분석’에서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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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가 전체의 55.6%를 차지하지만, 전년과 비교하여 약 7.0%p 감소하였으며,
가금육의 점유율은 작년 대비 4.9%p 증가한 29.3%, 쇠고기는 전년 대비 1.3%p 증가
한 8.7%, 양고기는 전년 대비 0.9%p 증가한 6.4%를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최근 추세로 볼 때 가금
육, 쇠고기, 양고기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식육 생산량과 점유율(2019년)

자료: 중국농촌농업부, ｢중국산업정보｣

축산물 생산 상황을 보면, 생산이 특정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중국 국가 통계국에 의하면, 2018년에는 생산량 상위 10개 성(省)의 생산량이 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돼지고기의 경우 65.9%, 쇠고기의 경우 70.0%, 양고기는 75.9%,
가금고기는 72.3%를 차지하였다.

2.2. 식육류 수입
최근에는 식육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수입량은 전년대비 58% 증
가한 484만 톤이었다. 그 가운데 돼지고기는 동 68% 증가한 200만 톤, 쇠고기는 동
60% 증가한 166만 톤, 양고기는 동 23% 증가한 39만 톤, 가계산품 합계는 동 58% 증
가한 79.5만 톤이다. 특히 쇠고기는 2020년 220만 톤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쇠고기 소비량의 2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에 마블링이 들어가 그 시장가치를 인정받은
고급 쇠고기의 경우 80% 이상이 수입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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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해관총서(海関総署, 세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
이에서는 일정량의 고기가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쇠고기 수급 동향
3.1. 쇠고기 생산·소비 추이
중국에서는 6000년 전부터 소를 가축으로 길들여 왔다고 한다. 적어도 2000년 전부
터 농경지역에서 역축으로 사용했던 역사가 있다. 역우로서의 소 사육뿐만 아니라,
복수의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식용으로 사육되어 왔다고 한다.
이처럼 일정 정도의 인구가 쇠고기를 먹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쇠고기 생산·
소비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쇠고기 생산량은 1985년까지 연간 50만 톤에 미치지 못
하였지만, 그 후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여 왔다. 시기적으로 보면, 1989년에 처음으로
100만 톤을 넘어섰고, 그 5년 후인 1994년에는 300만 톤에 이르렀다. 10년 후인 1999
년에는 500만 톤을 넘어섰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700만 톤에 근접하였다(그림 2).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쇠고기 소비량 증가에 대응하여 육용우 비육농가 수가 증
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토지적인 제약 외에도 인건비와 사료가격 등에 의한 생
산 코스트 증가 등으로 국내 생산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이 우세하다.
<그림 2> 쇠고기 생산량 추이

자료: 메디아 통계센터(data.iimedia.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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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육용우 사육 상황 및 유통
중국농업과학원 축목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육 중인 육용우 품종은 69개종
에 이르며, 이 중 중국 고유 품종이 52개종, 해외에서 도입한 육용 품종이 12개종 정
도로, 자국이 직접 만든 육성 품종이 5개종이다. 육용 전용종(肉用 專用種) 외에 유육
겸용종(乳肉 兼用種), 젖소 폐우(乳牛 廢用牛)에 대해서도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많
기 때문에, 통계에 따라서는 ‘육용우(肉用牛)’의 정의가 다르다. 하지만, 중국축목업협
회(中國畜牧業協會) 등에 따르면, 육용우 사육 마릿수는, 10년 전까지는 7,000만 마리
정도였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사육 마릿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9,000만 마리 전후
로 추이하고 있다(표 1).
<표 1> 중국의 육용우 사육마릿수와 출하 마릿수 추이
(단위: 만 두)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육두수(연말)

9,007.3

9,055.8

8,834.5

9,038.7

8,915.3

9,133.3

출하두수(연간)

4,200.4

4,211.4

4,265.0

4,340.3

4,397.5

4,534.0

자료: ｢中國畜牧業協會｣, ｢中國報告網｣과 ｢中國産業調硏網｣의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육용우는 화북지역(華北地域), 동북지역(東北地域), 화중지역(華中地域) 및 서북지
역(西北地域)에 집중되어 있다(표 2, 그림 3). 이들 주산지는 초지자원 외에 볏짚 등의
농장 부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육용우가 많이 사육되어 온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사육되는 육용우는 품종이 다르고, 사육이나 방목 등 사육 관리 방식
이나 사육 관리 기술도 다르기 때문에, 육질의 특성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지역에 따라 번식경영 또는 비육경영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방 지역에서는 초지 자원이 풍부하고 방목이 많으며, 농산물이 풍부하
여 육우 마릿수가 많다. 또한, 교통이 편리하다는 등에 힘입어,‘북방 번식 남방 비육
(北方 繁殖 南方 肥肉)’경향이 확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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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육우 생산지의 사육마릿수 및 연간 출하 마릿수
(단위: 만 두)

성·자치구 등

사육마릿수

연간출하두수

성·자치구 등

사육마릿수

연간출하두수

운남성

750

200-300

산동성

460

420-480

하남성

680

450-550

감숙성

440

200-250

내몽골자치구

520

360-390

길림성

390

310-340

사천성

590

320-350

요령성

370

260-320

청해성

495

220-250

흑룡강성

330

270-330

신장위그루자치구

480

250-280

하북성

220

320-350

주 1: 사육마릿수는 2018년말 현재
2: 출하 마릿수는 직전 4년간의 출하두수 상황임. ‘출하’란 도축용 육우의 출하를 말하며, 송아지 출하는 포함되지
않음.
3: 일부 지역은 기타 지역으로부터 송아지를 구입하여 비육업이 성행하고 있음.
자료: ｢중국축목업통계｣와 중국축목업협회 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중국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는 살코기 중심이다(사진 1, 2). 때문에 육용우
비육은 산육량(産肉量)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증체가 가속되는
가을부터 겨울에 출하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비육업이 번성한 지역이라도
본격적인 비육은 3~5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은 수요가 높아 고급 쇠고기 생산이 투자처로서 유망한 시장으로
서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급 쇠고기(사진 3)에 특화한 육용우 사육 기업·농장
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의 성장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사진 1> 중국산 쇠고기(2019년
<사진 2> 쇠고기 요리의
<사진 3> 중국산 고급 쇠고기.
9월 ALIC 촬영). 중국에서 널리 일례(2019년 6월 ALIC 촬영). 중국에서 최근 고급 쇠고기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는 빨간 신앙 등의 이유로 돼지고기를 생산이 대두하여, 육질면에서
살코기 부분이 많다.
먹지 않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달해 있다.
먹고 있는 쇠고기 볶음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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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형태에 대해서는, 소규모 개별 경영, 농가와 기업의 제휴 경영(기업에 의한 계
약 농장), 기업 경영(기업에 의한 직영 농장)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은 농가 단위로 개별 경영을 하고 있으며, 사육 마릿수는 십 수 마리~수 십 마
리, 연간 출하 마릿수는 수 마리~십 수 마리 정도이다.
이러한 농가는 강수량이 많은 해에는 비교적 오랜 기간 방목하고, 목초 생육이 불
량할 경우에는 목초를 구입하는 등 사육관리, 사료공급, 출하 등에 관한 계획성이 부
족하기 때문에 중간 상인을 통해 생체 상태로 출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적으로 가을철에 비육우를 출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육에
특화된 기업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기업들에 송아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에도 아직은 중간상인을 통한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간상인에게 판매할 때는 체중 등의 지표를 이용하지 않고, 생우의 외관만을 보고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가격 교섭은 하지만 출하가 일정한 시기에 집중되어 중간 상
인 이외의 선택사항이 없어 농가가 불리한 상황에 있다. 한편, 큰 시장에서는 생체 중
량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지에서 자동차로 1~2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
때문에 농가가 시장까지 운반하여 나가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농가와 기업의 연계 경영의 경우, 특정 품종을 비육하여 계약 기업에 출하한다. 이
러한 계약농가의 사육규모는 앞에서 설명한 개별경영농가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이들은 주로 곡물생산과 겸업이 많은 지역이나 곡물 주산지에 주로 입지한 축사
가 많은 등, 계약기업이나 기업이 소유한 도축장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계약 농가로부터 구입할 때는 생체 중량을 측정하여 시장가격보다 kg당 2
위안(약 32엔, 332.4원) 정도 높게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비육우 출하
시 체중은 약 500kg 정도이기 때문에, 1마리 당 약 1,000위안(약 1만 6,200엔, 16만
6,190원) 비싼 편이다. 육용종 가운데 육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앵거스 종8) 소 등은
더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렇게 구입한 비육우를 월령이나 체중, 체
형 등으로 정리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로 비육한 뒤 도축한 후 자사 브랜드로 시장에
8) 앵거스 종(angus). 영국의 스코틀랜드 원산의 육우이며 털은 검고 무각을 특색으로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특히 에버딘 앵거스 종은 스코틀랜드 용어로
무각(無角)을 의미하며, 어떤 사람들은 Angus종의 기원을 스코틀랜드의 뿔이 있는 품종인 흑색품종으로부터
의 변종이라고 하고, 혹은 영국의 뿔이 있는 비육우로부터 기원되었다고 한다. 가장 전형적인 육우품종의
하나인 Angus종의 원산지는 스코틀랜드의 북동부 지역인 Aberdeen, Banff, Kincardin, Angus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날씨가 차고 습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출처: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품종해설, https://
www.nias.go.kr:3443/lsbreeds/selectLsBreed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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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다.
기업 경영의 경우, 번식으로부터 비육까지 일관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일부 송아지를 농가로부터 구입하여 비육하는 곳도 있다. 사육 규모는 수백 마
리에서 수천 마리에 이르며, 1만 마리 이상 규모의 기업도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조사료, 농후사료 외에 TMR9)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비육을 하고,
계획적인 출하·도축·식육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쇠고기 생산의 중심적 위치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육우 사육관리에 관한 데이터 정리, 기록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
다. 이 때문에, 생산 코스트를 대략적으로 밖에 파악되지 않는다. 지역마다 방목 기
간, 자급 사료 유무 등에 따라 생산 코스트가 다르다.
최근 2년간의 청취 조사에 따르면, 송아지 도입을 주로 하는‘방목+겨울 축사 사육’
방식의 번식 경영으로 소 1마리당 생산 코스트10)는 두당 1년당 약 3,200위안(약 5만
1,840엔, 53만 1,808원),‘축사 사육’방식인 번식 경영에서는 동 4,800~5,200위안(약 7만
7,760엔~8만 4,240엔, 79만 7,712원~86만 4,188원), 비육 경영(비육 기간 중 3~5개월
정도 집중하고 비육하는 방식) 비육우의 생산 코스트는 두당 1년당 6,000위안(약 9만
7,200엔, 99만 7,140원)이다(사진 4~8).
입지 조건이나 사료 조달의 편리성 차이로 육우 사육 코스트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
렵지만, 3개월 정도의 비육으로 1,300위안(약 2만 1,060엔, 21만 6,047원)의 이익을 얻
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9) Total mixed ration(TMR)은 소에게 먹이를 주는 방법이다. TMR 식단을 먹이는 목적은 각각의 소가 한입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의 배급량에는 양질의 사료, 곡물과 단백질의 균형,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젖소의 경우에는 TMR 식단을 이용하여 최소 3개의 우유 생산 그룹과 1개의 건
조한 젖소 그룹을 갖는 것과 같은 그룹으로 운영이 구분될 수 있다. 매일 TMR을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강한 소나 우유 생산과 번식을 증가시킨다. TMR을 형성하는 열쇠는 건조물 섭취를 극대화하는데, 이는
생산과 품종과 일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섬유질배합사료’라고 번역하기도 한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Total_mixed_ration)
10) 번식 암소와 송아지를 포함한 우군 전체의 생산비용을 사육 마릿수로 나누어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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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번식암소(앵거스
종)의 방목. 초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일정기간
방목한다(중국농업과학원
축목연구소 허 상충(許 尙忠)
연구원 제공)

<사진 5> 내몽골 초원의
번식암소 방목. 심멘탈
종우에 의한 품질개량이
진전되어, 몽골 소와의
교잡종이 많다.

<사진 7> 기업경영의 육우비육농장(우사 내).
조사료 외에 TMR사료 등을 사용한 비육이
행해지고 있다. (중국농업과학원축목연구소 허
상충 연구원 제공)

<사진 6> 기업경영의
육우비육농장의 한 모습.
축사 앞에는 급이장이 설치된
운동장이 있으며, 1구획에
1,000마리 정도 기르고 있다.
대규모 비육장의 연간 출하
마릿수는 1만두에 달한다.

<사진 8> 개별경영의 축사 사육.
개별경영에서는 일정 기간 축사 사육을 하는
기간이 있다. 사진은 심멘탈 종

전국 축목총스테이션(全国畜牧総ステーション11))에 의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COVID-19,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 등에 의해, 축산물의 생산이나 시장에 예상외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수급 밸런스 붕괴가 염려되고 있다. 2020년 9월까지 육용우 사

11) 중국 농업 농촌부에 속하는 중앙 조직으로, 전국의 목축업의 우량한 품종이나 축산 기술의 추진, 가축·가
금이나 목초의 품종 자원의 보호와 이용 관리, 축산물의 품질관리와 인정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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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대비 3.6%, 번식 암소 마릿수는 동 5.2% 증가하였지만, 출하
마릿수 및 쇠고기 생산량은 동 3.2%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쇠고기 공급
이 줄고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같은 해, 비육우 1마리(500kg) 당 전국적 평균 순이익은 전년대비 1,343.3위안(약
2만 1,761엔, 22만 3,243원) 증가한 3,167.5위안(약 5만 1,314엔, 52만 6,407원)이 되며,
송아지는 동 1,086.6위안(약 1만 7,603엔, 18만 582원) 증가한 4,946.9위안(약 8만 140
엔, 82만 2,125원)이 되었다.

3.3. 생우(生牛) 거래시장
중국의 쇠고기 소비는 연평균 15~20%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육용우 경영형태의
상당수는 소규모 개별경영이기 때문에, 송아지나 비육우 시장유통 마릿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생우 거래시장이 중국의 육용우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생우 거래 시장은 ‘북방 번식 남방 비육(北方繁殖 南方肥育)’의 경향이 있
다. 내몽골 자치구 퉁랴오 시(通遼市)와 길림 성(吉林省)에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화
북 지역(華北地域)과 동북 지역(東北地域)의 육우가 거래되고 있다. 퉁랴오 시에서는
중국 최대 규모의 생우 거래시장이 3곳 있고, 인접한 길림 성의 2곳과 합쳐 중국의
5대 생우 거래시장이 이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 시장에는 1개소에서 송아지에서 번식 암소까지 1일당 약 1만 마리가
출장되고 있다(사진 9). 기본적으로는 아침에 출장된 소가 거래시장에 반입되어 10시
부터 13시까지 거래를 한다. 거래는 육안으로 값을 매겨 거의 가격협상 없이 이루어
지며, 소의 수수(收受), 대금의 지불절차까지 마친다. 평균 60~70%의 거래가 성립하
며, 팔리지 않고 남은 소는 다음날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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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이쿠타르(伊胡塔) 생체우 거래시장 모습. 내몽골자치구
퉁랴오시(通遼市)에 있는 중국 최대규모 생체우 거래시장. 1일당 1만 마리의 소가
모여, 그 60-70%가 당일 거래된다.

구입자는 육용우 비육기업과 도축업체가 많아, 업체당 연간 구입량이 100마리에서
1만 마리에 이른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 존재하며, 운남 성(雲南省)이나 귀주 성(貴州
省),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3,500~5,000km 이상 떨어진 기업도 있어, 구입 후 운송이
과제이다. 예를 들어 운남 성 등 남쪽으로 수송할 경우 한 대의 차량에 2단으로
60~80마리의 소를 적재하여 거래시장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75시간에 걸쳐 수송하게
되된다. 도중에 급수와 급이는 하지만 소를 눕히지는 않아 이런 장거리 수송으로는
일정 수의 소가 폐사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10년 전에는 수송으로 인한 폐사율(斃死率)이 평균 10%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구입
후 45~60일 정도 시장 근처에서 사육하여 컨디션을 갖춘 후 수송하여 수송 중 폐사율
을 1% 이하로 억제하고 있다.

4. COVID-19가 육용우 산업에 미친 영향
2019년 말부터 확대된 COVID-19가 축산업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 COVID-19 봉
쇄를 위해 2020년 1월 23일부터 호북 성(湖北省) 우한 시(武漢市)에서 도시폐쇄(록다
운)가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사람 이동제한, 외식업소 영업정지, 휴교 등의 조치가 취
해졌다. 이후 곳곳에서는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다소 이른 시일 내에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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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체온 측정과 휴대전화 GPS에 의한 이동이력 확인을 전제로 이동 제한이 완화되었
지만, 우한 시 도시 폐쇄는 4월 8일까지 76일간으로 장기화되었다.

4.1. 국산 쇠고기에 미친 영향
육용우 산업에 대한 영향은 생산과 소비 양면에 모두 미쳤다. 소비측면에서는 외식
업소 영업정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국민 대다수가 외식 등의 장
소를 피하였기 때문에 쇠고기 소비가 침체되었다. 생산측면에서는 사료 공급, 종업원
부족, 자재 공급 제한 등으로 인한 번식 지연과 동시에 도축장, 생체우 거래시장 등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2개월 정도 가동을 중단하였고, 재가동 후에도 시간
단축 영업, 수요 부진 등으로 비육농가의 출하 연기 등 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COVID-19에 의한 육용우 산업에 대한 영향을 신속하게 조사한 ｢국가 육우산업 기
술 체계(NATIONAL BEEF CATTLE INDUSTRIAL TECHNOLOGY SYSTEM)｣(이하 육우
체계12))에 의하면, 2020년 2월 8일~11일 사이, 산동 성(山東省)의 9개 지역 35개 농장
에서 비육용 및 번식용 송아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87.5%의 농장이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통행금지나 물류 정지로 구입한 소를 수송하지 못
하여 번식·비육농장 사육 마릿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88.1%가 되었다고 한다.
또 도축가공장 가동 중단으로 비육우의 20%가 출하되지 못하여 사료 코스트 증가와
자금사정 악화 등 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10).
노동력과 관련된 상항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이 새해나
춘절(春節13)) 휴가로 귀성 후 농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거나 이동에 의한 감염이 우
려되어 퇴직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34.3%의 목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
중 2개 농장에서는 소재 지역에서 COVID-19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출입이 금
12) ‘국가 육우산업 기술 체계(http://www.beefsys.com/)’는 주로 중국의 육우 산업의 번식 분야에 기술 문
제의 해결, 또는 양식 농가에 번식에 관련되는 전면적 기술 지도, 육우업 관계의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이다.
13)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로는 춘제(春節, 춘절), 돤우제(端午節, 단오절), 중치우제(中秋節, 중추절) 등이
있으며, 음력 1월 1일인 춘제나 음력 5월 5일인 돤우제처럼 홀수가 중복되는 날이 많다. 이는 양(陽)의 수
인 홀수를 숭상하는 문화적 전통과 관련이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 기념일로는 라오둥제(勞動節, 노동
절), 젠쥔제(建軍節, 건군절), 궈칭제(國慶節, 국경절) 등이 있다. 이들 기념일은 근현대사의 진행과정, 특히
공산당의 정치적 역정과 관련이 많다. 궈칭제(國慶節, 국경절)는 10월 1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기념일
이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창당된 이래 반제반봉건의 구호 아래 안으로는 국민당, 밖으로는 일본과 맞서
기나긴 투쟁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당 세력을 타이완으로 패퇴시키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
국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 후 매년 이날에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2011. 9. 7., 김태만, 김창경, 박노종, 안승웅,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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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사료 조달에서는 옥수수, 대두박 등 농후사료, 건초가 부족하여 사료 가격과 수송
코스트가 상승하면서 94.3%의 목장이 영향을 받았다. 또 물류 제한으로 냉동정액 조
달이 제한되면서 87.5%의 농장이 번식 업무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중에는 종
웅우(種雄牛, 씨숫소)를 구입하여 자연교배로 전환하였는데, 이로 인해 번식 성적 저
하, 가축질병 감염과 사료 코스트 증가 등과 같은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육우 체계에서는 이후 치치하루 시(齊齊合兩市), 흑룡강 성(黒竜江省), 하북 성(河
北省), 호북성(湖北省), 청해 성(青海省), 신장위구르자치구, 섬서 성(陝西省), 산서 성
(山西省), 내몽골자치구, 티베트자치구, 감숙 성(甘粛省) 등 20개 이상의 성 및 자치구
로 조사를 확대하였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커다란 영향 및 피해를
입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사진 10> 육용우 도축장. 대규모 도축장은 1만두의 육우를 도축·가공하고 있다.

또 하북 성(河北省) 바오딩 시(保定市) 고급 육용우농장 인터뷰에 따르면, “도축장
정지로 2월 이후 2개월 이상 전혀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축장이 재가동되어도
판매 가능성이 없어 출하 마릿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료비와 인건비 등 코스
트가 더 들어 전체적으로 경영을 압박하게 되었다. 파종도 2개월간은 정체되어, 종합
적으로 볼 때 경영에 큰 영향이 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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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번식을 주로 하는 내몽골구 초원지대에서는 COVID-19에 따른 이동 금지 조
치가 취해졌지만, 육용우 경영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방
목 위주의 경영이나 COVID-19 발생 전인 가을부터 겨울에 사료 조달을 마친 농가에
대한 영향은 경미한 반면, 사육 위주의 경영으로는 사료 조달, 사료 코스트 상승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정부는 마스크 착용, 체온검사 및 이동이력 확인 등을 전제로,
사료나 가축 물류 등 물류규제 철폐, 육우 생체거래시장 재가동 등의 대책을 통해 축
산업 전체의 재기에 힘썼다.

4.2. 수입 쇠고기에 미치는 영향
최근 조류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의해 닭고기나 돼지고기 생산은
큰 영향을 받아 공급부족분을 수입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제관계나 역
병방지 등 무역상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내
생산 증가 지원과 함께 각국에 대한 경제발전 지원을 포함한 농축산물의 국제무역 확
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COVID-19 발생은 수입 식재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사진 11~사진 13).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쇠고기 생산·소비에 미치는 영향 외에 해외에서의 COVID-19 확
대로 수입 식재료에 대한 안전·안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0
년 2월부터 수입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수입 냉동·냉장 식재료에 대
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는 불시 검사(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7월의
기자 회견에서는 검사 계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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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오세아니아산 냉장
쇠고기(2019년 6월 ALIC
촬영). 상단이 뉴질랜드산,
하단이 호주산, 서로인이나
립아이 등 부위가 많다.

<사진 12> 호주산 목초비육
냉장 쇠고기(2019년 9월
ALIC 촬영). 중국에서는
슈퍼마켓 등에서 쇠고기를
판매할 때, 곡물비육인지
목초비육인지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 13> 남미산 냉동
쇠고기(2019년 6월 ALIC
촬영). 할랄인증 쇠고기이며,
좌측이 브라질산, 우측이
우루과이산이다.

또 9월에는 ｢중화 인민 공화국 해관총서 공고(2020년 제103호)｣를 통해 냉동·냉장
식재료를 매체로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침입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고, 소
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외국 기업의 냉동·냉장 식품에 대해 1회
혹은 2회째 검출의 경우는 1주간, 3회째 이상 검출되면 정지를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또, 2019년부터 일부 도시에서 수입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 시스템 의무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 현재에는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산 농축산
물에 대한 검사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엄격화되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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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중국은 인구대국인 동시에 경제발전이 현저하여 육류 소비대국이기도 하다. 중국
에서는 연간 8,800만 톤의 고기가 소비되고, 그 중 돼지고기가 전체의 65% 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가운데,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 전반에서 소비가 증가하여 소비자의
육류 품질, 안전·안심에 대한 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도축 생산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여 연간 약 500만 톤에 가
까운 고기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 쇠고기의 소비량은 20% 이상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 쇠고기의 경우는 80% 이상이 수입품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쇠고기, 고급 쇠고기
를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자는 정책이 대두되고 있지만, 향후에도 해외 쇠고기 수입량
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
염증의 확대 등이 식육 생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식품의 안전·안
심 대응의 강화, 국내 생산 증가 지원과 함께 각국과의 농축산물의 국제 무역 확대에
도 힘을 쓰고 있다.
수년전부터 중국 정부는 가축 배설물의 처리 등에 대해 환경보전측면에서 높은 규
제를 마련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의 국무원 ｢제1호 문
서14)｣에서는 농업 구조조정을 도모하여 양질의 농산물 생산 발전을 촉진하고, 지금까
지의 ‘생산량 중시’에서 ‘품질 중시’로 전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2020년 9월에는 국무원 ‘제31호 문서’에서 ‘축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의견’
을 발령하였다. 국무원은 종래부터 ｢제1호 문서｣에서 농업을 테마로 다루고 있지만,
이번 국무원 발표 문서에서 축산업을 단독 테마로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로 볼
때 중국 정부가 농업 및 축산업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식육산업에 있어서는 국산, 외국산 모두 전환기를 맞이해 보다 좋은 방향으
로 진행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안전·안심·고품질로 평가받
는 우리 한우고기와 일본산 쇠고기가 하루빨리 중국 시장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의미
에서 매듭지어진다.
14) 국무원 제1호 문서는 중국어 표기로 중앙일호문건이라 하여 중앙정부에서 매년 발령하는 제1호 정책통달
이다. 첫 중앙1호 문건은 1949년 10월 1일 신중국 설립에 맞춰 발표되었으며, 이후 오랫동안 농업 농촌
농민들이 다루어 ≪중앙1호문건≫이 농촌 문제 중시의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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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코로나 관련 정보 제9편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9)1)
허 덕(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Ⅰ. 북미
[미국]
1. (2020년 12월 24일) 미국, 식육업계 노동자의 백신 우선접종 권장
2020년 12월 20일, 질병대책예방센터(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CIP)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를 갱신했다(표). 이
미 접종이 개시된 의료관계자 및 장기요양시설 입주자에 이어 75세 이상의 사람들과
필수불가결한 업종 중에서도 3000만 명의 최전방 근로자(단계 1b)에게 주 백신을 제
공할 것을 권고하고, 그 후 연방백신을 실시할 것 및 우선 권고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단계

백신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

대상자 수

1a

의료관계자, 장기요양시설 입거자

2,100만 명

1b

필요불가결한 업종 내, 최전선의 노동자
75세 이상인 사람

3,000만 명
1,900만 명

합계

2,400만 명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須田文明, ‘フランスにおける小⻨とパンのフードシステム’, ｢Primaff Review｣No.88, 日本農⽔
産業政策硏究所, 2019.3 (https://www.maff.go.jp/primaff/kanko/review/attach/pdf/190326_pr88_03.p
df)의 내용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관련 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의 연속 글로 작성하여 게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문에 해당하는 須田文明(2018), ｢フランス
における小⻨=パンのフードシステム｣ プロジェクト研究: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研究資料 第６
号, 平成29年度 カントリーレポート: 米国(米国農業法，農業経営の安定化と農業保険，SNAP‒Ed)，EU
(CAP農村振興政策，フランス，英国)，韓国，台湾｣日本農林⽔産政策研究所(https://www.maff.go.jp/pri
maff/kanko/project/attach/pdf/180300_29cr06_05.pdf)를 미리 참조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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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

1c

65-74세의 사람
건강면에서 리스크가 큰 16-64세의 사람
1b 대상 외인 필요불가결한 업종의 노동자

2

1A-1C 대상 외인 16세 이상으로 백신접종이 권장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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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수

합계

2800만 명
8100만 명
2000만 명

4,900만 명

1b에 포함되는 최전방의 노동자에는 소방관, 경찰관, 교사 등 교육 관계자, 미국 우
편공사를 포함한 배송업자, 식량 공급에 종사하는 농가와 식육업계 관계자 및 신선
식품점 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12월 4일에 북미식육협회(NAMI)는 전국돼지고기생산자협의회(NPPC)와 전미육용
소생산자, 쇠고기협회(NCBA)라는 연명으로 CDC 및 각 주지사 앞으로 식육업계 관계
자가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망하던 중이었다.
이번 CDC의 발표에 대해 줄리아나 포츠 NAMI 회장 겸 CEO는 필수적인 업종의 최
전선에서 계속 열심히 미국 가정에 식육을 공급하고 미국 농업경제를 지탱해 온 식육
업계 노동자의 백신 우선 접종은 식육업계 종사자의 안전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식육업계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그는 또 정육업계 소유 최
첨단 냉동시설을 저온보존이 필요한 백신 보관 장소로 제공해 정육업계가 백신 접종
을 지원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NAMI에 따르면, COVID-19가 유행한 올봄 이후 식육업계가 부담한 감염예방 대책
비는 이미 15억 달러(1,560억 엔, 1조 6,380억 원, 1 미달러=104엔=1,092원)에 달한다.
그리고 식육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감염 예방 대책으로서 개인용 보호구의
수천만 개 분의 배포, 체온이나 건강 관찰의 실시, 칸막이 판 설치나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식육 처리장의 개축, 검사의 실시, 감염 또는 농후 접촉자가 되었을 경
우의 급여 보상, 처리장내의 여러 차례 소독과 환기의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러한 감염 예방 대책에 따라, 일반 감염률보다 식육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
의 감염율은 8분의 1 미만이다. 또 최전선에서 일하는 식육업계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산업계 노동조합 시민단체 주도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백신 배포 계획의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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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年
2月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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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1월 29일) 코로나 대면 회피 대응, 원유 집유의 전과정 디지털 전환
가속화, Piper Systems社의 집유 자동화 시스템, 미 FDA 승인
아일랜드의 한 낙농기기업체가 개발한 집유 자동화 시스템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
국(FDA)으로 부터 승인을 받으며, 원유 집유 작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iper Systems社의 원유 집유 자동화 시스템은 낙농생산의 효율성은
물론 정확성 및 추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집유 시간을 단축
할 뿐만 아니라, 정밀 유량계를 사용해 원유의 무게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
를 자동으로 입력해 별도의 문서작성이 불필요해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바이러스 확산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분석에 필요한 원유 샘플을 채취하고, 원유 집유부터
운송 유통 그리고 집유 차량 및 기기세척(CIP)까지 모든 단계를 전산화해 투명하게
제공한다.
또한,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확한 탄소 배출량 계산을 위해
원유 집유 및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도 있다. 이에 이 회사는 까다로운 미국의 FDA
승인 절차를 통과한데 이어, 금년 본격적인 미국 낙농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경영] 원유 집유의 전과정 디지털 전환 가속화
- Piper Systems社의 집유 자동화 시스템, 미 FDA 승인’, ｢글로벌 낙농뉴스｣2021년 1월 29일자
- 원문출처: bulktransporter.com, 1월 26일

3. (2021년 2월 15일) 미국,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식품 지원 연장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로 식량안보를 위협받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P-EBT(Pandemic Electric Benefit Transfer)를 연장하였다. EBT는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참여자들이 허가받은 식료품점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EBT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미국
50개 주와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괌에서 통용되며, SNAP에서 지원
금을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P-EBT는 EBT를 기반으로 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 지원 정책으로,
SNAP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교 급식을 할인된 가격 혹은 무료로 제공받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가 폐쇄되자, 2020년 11월 4일부터 끼니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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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아이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한다.
바이든 정부는 P-EBT의 자금을 15% 인상하고, 지원 기간을 2021년 회계연도 전체
로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약 2,900만 명의 성인과 1,200만 명의 아이들이 식량안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흑인 및 라틴계 가족들이 더욱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P-EBT는 1인당
5.86달러/등교일수로 제공되고 있으나, 많은 가구에서 이러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EBT의 증가는 영양상태 개선뿐 아니라 경기 부양책으로의 효과도 존재한다.
Canning and Morrison(2019)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시장 이자율이 낮
은 경우(slow economy), SNAP의 효과가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달러의
SNAP 예산 투입은 15.4억 달러의 GDP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빈곤율을 8% 감
소시키고 특히, 아동의 빈곤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NAP 수혜자와 일반 가구에 지원금 제공했을 때의 소비 금액 변화>

이외에도 저소득층의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Thrifty Food
Plan의 개정 시도와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SNAP의 수혜금
액을 결정하는 Thrifty Food Plan이 물가 상승과 건강한 식습관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
고 있어, 농무부는 개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바이든 정부는 의회에 SNAP의 수혜금액
15% 증가, 추가적인 30억 달러를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WIC)
에 투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식품 공급 사슬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음식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식량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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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미국 내에 10억 달러의 추가적인 영양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식품 지원 연장’, ｢주간 농
업농촌식품동향｣vol. 6, 2021년 2월 15일
- 원문출처: 미국 농무부, “Biden Administration Expands P-EBT to Benefit Millions of Low-I
ncome and Food Insecure Children During Pandemic”(2021.1.22.) 및 USDA-ERS의 Can
ning and Morrison(2019). “Quantifying the Impact of SNAP Benefits on the U.S. Econo
my and Jobs”(2019.7.18.)(https://www.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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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럽
[EU]
1. (2021년 2월 1일)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업·농촌의 코로나19 대
응과 2021 Food systems summit
EU 지역위원회는 2020 농업·농촌 대상 코로나19 대응과 그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
였다.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직접지불 형태의 지원, 규제 완화, 농식품 공급 사슬에
안전망(safeguard) 확보 등으로 시행되며, 이 정책들은 2021년부터 시행될 Next
Generation EU 계획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농촌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감소한 반면, 농식품산업
에 대한 지원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지불 형태의 지원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90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와 공동농업정책에서 자금이 사용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촌개발
을 위한 농업 기금은 7,100만 유로가 감소함. - 2020년 4월부터 16개의 국가에서 약
40개의 정책이 농식품 분야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이에 35억 유로가 사용되었다.
국가와 지역별로 농촌개발프로그램을 비롯한 정책자금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전체
57개 국가 및 지역 중 17개에서 100만 유로 이하의 농촌개발프로그램 정책자금 변경
이 발생하였다. 이탈리아(10개 지역), 프랑스(8개 지역), 스페인(7개 지역), 독일(2개
지역), 포르투갈(2개 지역) 중에서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1,700만 유로의 정책자금이
감소했으며, 바이에른 지방에서는 3,100만 유로가 증가하였다. 2020년 7월에 M21으로
불리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이 분배되었으며, 이는 ‘농가 성과’, ‘다각화, 중소경영
체 및 일자리 창출’, ‘생산자 경쟁력’ 등의 강화 및 확보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지역 정부 중심으로 지원(state aid)이 시행되었으며, 주로 농가의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존해주어 소득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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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농식품 부문의 지역 지원 정책(State aid)>

EU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지역 정부가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고, 이를 Farm to fork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정책은 몇 가지 개선
할 사항이 있다.
(예산 확대 필요) 전염병으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농업 위기 계획)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Agricultural crisis
reserve에 지속가능한 투자가 필요하다.
(간소화된 절차) 일괄적용면제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ugaltion)의 연장을
통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괄적용면제규정이
란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상이 되는 정책들의 요구
사항을 면제해주는 규정이다(No 651/2014 GBER 참조).
(정책 유연성 강화) 전염병 발생 시, 정책 수요와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디지털 및 녹색 전환) EU 회복 계획에 농촌이 포함되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 일
어나야 하며,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회복력을 배양해야 한다.

■ 2021 Food systems summit
2021 Food systems summit를 대비하여 2021년 7월에 이탈리아에서 예비 회의가 개
최될 예정이다. 2021 Food systems summit은 2021년 9월에 뉴욕 UN 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만족하기 위하여 5가지 Action track을 설정하고, 이
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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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Food systems summit의 5가지 Action track>

※ 자세한 내용은 2021 Food Systems Summit 홈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를 참
고하시기 바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업·농촌의 코로나19 대응과 2021 Food sys
tems summit’,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vol. 4, 2021년 2월 1일
- 원문출처: EU 지역위원회,“Experiences of rural areas with European Union’s COVID-19 res
ponse measures”(2021.1.22.), “UN Food Systems Summit Community launch” (2021.1.2
1.)(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https://enrd.ec.europa.eu/)

[영국]
1. (2020년 12월 2일) 영국 식육가공협회, 식육처리장 종업원에게 COVID-19
백신 우선접종 요청
영국 식육가공협회(British Meat Processors Association)는 11월 20일 북아일랜드 식
육수출업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식육처리장 종업원에 대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COVID-19) 백신접종의 우선순위를 의료종사자에 이은 것으로 정부 백신예방접종
합동위원회에 요청했다.
닉 알렌 한국식품협회 CEO는 "식육처리장 내 작업 환경을 저온으로 유지해야 한다
는 것이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환기에 의한 온도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덧붙여, “많은 식육 처리장은 농촌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숙박시설

314

특집 2 : 코로나 관련 정보 제9편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9)

이나 통근 수단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많다. 이러한 요인이 식육처리장에 기
본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
아지고 있다. 정육처리장 직원이 백신을 접종하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안전과 안심이
확보되고 동시에 필수불가결한 식품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9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증가했으며, 정부는 11월
5일부터 잉글랜드 전역에 대한 락다운(도시봉쇄)을 실시하고, 12월2일 이를 해제하였
으며, 각 지역의 경계수준에 따른 단계적 봉쇄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약품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 승인을 신속
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신 조기접종 기대에 부풀어 이번 요청은 백신접종을 늦
추지 않겠다는 업계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COVID-19가 육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유럽위원회가 10월에 공표한 육
류의 단기적 수급 전망2) 중에서도 COVID-19에 의한 육류 처리장의 조업정지 등의 영
향으로 2020년 상반기의 쇠고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보다 2.4% 감소한 것이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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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年
2月号

2. (2021년 1월 26일) 英 낙농업계, 필수 인력 유지 위해 통행권 발급 - 봉쇄
및 이동 제한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영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회적 봉쇄의 최고단계인
4단계가 시행중인 가운데, 낙농업계가 필수 인력 유지를 위해 통행권을 발급하고 있
다. 최근 영국 경찰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을 위반하
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이동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
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영국낙농가협회(RABDF)는 해당 근로자는 식품산업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으
로 봉쇄기간동안 이동할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통행권을 만들어 배포하고, 낙농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시 이를 필히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英 낙농업계, 필수 인력 유지 위해 통행권 발급 - 봉쇄 및

2)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海外情報, ｢欧州委員会, ⻝肉の短期的需給⾒通しを公表(EU)｣https://www.alic.g
o.jp/chosa-c/joho01_002794.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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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제한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 ｢글로벌 낙농뉴스｣2021년 1월 26일자
- 원문출처: thecattlesite.com, 1월 22일

3. (2021년 2월 19일) 英, 코로나19 이후 유제품 소비 급증. 치스 소비량
15.7%, 요거트·버터 판매량 각각 4.1%, 16.1%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침체와 급격한 소비패턴 변화로 세계 낙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유제품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영
국낙농가협회(RABDF)가 개최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주요 유업체 관계자들이 발표
한 유제품 시장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재택 근무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제품
소비가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낙농산업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먼저 알라푸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홈쿡이 증가함
에 따라, 치즈 소비량은 15.7%, 요거트와 버터 판매량은 각각 4.1%, 16.1% 증가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뮬러 관계자는 시리얼 소비량이 8% 증가함에 따라, 우유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3월 이후 봉쇄령에 따른 이동제한조치로 유제품
소비가 늘어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양호한 추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라
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한편 크림의 경우, 브렉시트 발효 이후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른 유제품에
비해 소비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英, 코로나19 이후 유제품 소비 급증 - 치스 소비량 15.7%,
요거트·버터 판매량 각각 4.1%, 16.1%↑’, ｢글로벌 낙농뉴스｣2021년 2월 19일자
- 원문출처: dairyindustries.com, 2월 16일

[러시아]
1. (2021년 2월 8일)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겪고 있는 러시아, 곡물 수출세
로 아르헨티나의 실수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어
곡물 수출을 억제함으로써 식량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이 경쟁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경로를 따라 이집트와 같은 주요 고객들에 대한 귀중한 판매
를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여파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
데 세계 식량 가격이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정부들은 이미 치솟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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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6월 2일부터 공식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전에 고정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2월 15일부터 수출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거래자들이
선도 판매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농업컨설팅사 Sovecon의 Andrey Sizov는
“새로운 곡물 수출세 도입은 러시아가 수년 동안 국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산물 수출을 제한해 온 아르헨티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3위 옥수수 수출국이자 대두박 1위 공급국인 아르헨티나는 대두 및 곡물의 선
적이 급증하면서 내수 가격이 상승하자 수출제한 조치를 거듭 내렸다. 남미 국가는
2018년 이후 경기침체를 겪었고 2020년에는 36.1%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한 무역업자는 “러시아 정부는 국내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밀 등 곡물 수출을 줄이는
데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매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
재적 이익은 자국 수출의 경제적 피해와 비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르헨
티나는 이 코스를 여러 차례 밟았지만 이후 수출 손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risks repeating Argentina’s mistakes with grain export tax
(러시아, 곡물 수출세로 아르헨티나의 실수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음)’,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
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2월 8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
wr_id/5779)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2. (2021년 2월 9일)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중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을 억제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러시아, 곡물 수출세 제도 승인
러시아 정부는 월요일 국내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해 고안된 밀, 옥
수수, 보리 등에 대한 공식 수출세 제도를 승인했다. Mikhail Mishustin 총리가 서명한
명령에 따라 6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러시아 경제부 장관은 지난주 코로나바이
러스 전염병 중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밀 수출에
대한 공식 세금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톤당 밀 기준가격과 200달러 차이의 70%로 수출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
했다. 러시아는 2월 15일부터 공식적인 수출세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수출품에 대
해 일련의 고정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밀 수출세는 수출을 억제하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밀의 양을 늘려 국내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고안되었다. 보리와 옥수수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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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방식은 밀의 방식과 유사하지만, 수출세 계산시 200달러 대신 185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approves formula-based grain export tax system(러시아, 곡
물 수출세 제도 승인)’,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2월 9일자(http:/
/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78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몰타]
1. (2021년 2월 22일) 몰타, 코로나19로 바우처 우유급식 시행 - 매달 일주
일에 한번 500㎖ 저지방 우유로 교환 가능
이탈리아와 인접한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에서 2020/21학년도 우유급식이 시행될
계획이다. 몰타의 학교우유급식은 건강한 식단에서 우유의 영양학적 효과에 대한 어
린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학교지원센터가 공동으
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정부와 유럽농업보증기금(EAGF)에서 예산을 할당해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최근 몰타 정부는 금년 신학기를 맞아 학교우유급식에 441천 유로(약 5억 원)
의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교내 공급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존 공급량 보다 두 배 많은 양을 제공할 계획임을 발표했
다. 이에 따라 교육부 소속 초등학교 3-11세 어린이 중 신청자에 한해, 일주일에 한번
500ml 저지방(25%) 우유를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바우처는 매달
각기 다른 색상으로 구분해 지급되며, 기한 내에 몰타의 모든 식료품점과 슈퍼마켓에
서 교환이 가능하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정책동향] 몰타, 코로나19로 바우처 우유급식 시행 - 매달 일주일에 한
번 500㎖ 저지방 우유로 교환 가능’, ｢글로벌 낙농뉴스｣2021년 2월 22일자
- 원문출처: independent.com.mt,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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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글로벌
1. (2021년 1월 28일) 금년 세계 원유생산 1% 증가 전망, 英 AHDB 발표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및 식품 서비스 수요 회복이 주요인
올해 세계 원유생산량이 전년대비 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모유)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식품시장 붕
괴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며 놀라울 정도로 강세를 보였다고 분
석했다. 이에 따라 원유생산량 증가율이 전망치보다 높아져, 지난해 세계 원유생산이
2019년 대비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원유생산국의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나 직접 구매를
통해 유제품 소비가 유지되고, 원유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생산량 증가
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U와 아르헨티나의 원유생산량은 예상보다 훨
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호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생산량이 전망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본격 보급되며, 경기와 식품 서비스 수요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금년 원유생산량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란 전망
이 나오는 한편, 남아메리카의 농가 수익과 중국의 유제품 수입 수요 감소가 예상되
며, 원유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생산] 금년 세계 원유생산 1% 증가 전망 刪 英 AHDB 발표 - 코
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및 식품 서비스 수요 회복이 주요인’, ｢글로벌 낙농뉴스｣2021년 1월
28일자
- 원문출처: thecattlesite.com, 1월 27일

2. (2021년 2월 8일) 2021년 다보스 아젠다 위크 주요 내용과 글로벌 리스크
- 코로나19 관련
[COVID-19 확산; The diffusion of COVID-19] 세계 경제는 COVID-19 3차 대유행의
기로에 위치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이다. 미국, 유
럽 등을 중심으로 한 COVID-19의 광범위하고 빠른 확산세로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9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최근 3차 대유행(Third wave)의 영향으로 경제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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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에 대한 극복; Coping With COVID-19]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유발한 글
로벌 경기 침체가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의 정책적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크게 침체되었으나 2021년
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며, 각국 정부의 재정적 수단을 동원한 백신보급,
취약계층 보호 등이 2021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코로나로 인한 산업의 변화; Industry transition by COVID-19] COVID-19로 인해 빠
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기업과 지역
의 위기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COVID-19를 경험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
쳐 디지털화, 비대면화, 친환경화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COVID-19로 촉발
된 기업과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전례 없는 위기의 영
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년 다보스 아젠다 위크 주요 내용과 글로벌 리스크’,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5. -[이슈 브리프] 2021년 다보스 아젠다 위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년 2월 8일자
- 원문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21년 다보스 아젠다 위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현안과 과제, 2021.
1.22.

3. (2021년 2월 15일) 지난해 세계 원유생산량 코로나19 악재 속 증가. 주요
원유생산국 생산량 증가...전반적인 수요도 상승하며 양호한 흐름 보여
대공황 이후 100년만에 최대 위기라는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계
원유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1
월부터 11월까지 EU 27개국과 영국의 원유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오세아니아의 경우, 뉴질랜드의 7월부터 10월 누적생산량도 늘었고, 호주의 11월
누적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반구의 주요 원유 생산
국의 경우, 2020년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1.9% 증가했고, 아르헨티나는 7.2%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aily Dairy Report의 낙농분석가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식품서비스업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며, 증가한 원유 공급량이 갈 곳을 잃은
듯했으나, 정부 보조프로그램 소매 유통채널 등을 통한 전반적인 유제품 수요 증가로
식품서비스업의 수요 감소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늘어난 원유 공급량만큼
최대 유제품 수입국인 중국의 유제품 수요도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양호한 흐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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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지난해 세계 원유생산량 코로나19 악재 속 증가 - 주요 원유
생산국 생산량 증가...전반적인 수요도 상승하며 양호한 흐름 보여’, ｢글로벌 낙농뉴스｣2021년 2
월 15일자
- 원문출처: tdairyherd.com, 2월 3일

4. (2021년 2월 22일)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STI Outlook) 2021
<개요>
OECD는 2021년 1월 과학기술혁신 전망(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TI)
Outlook) 2021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주요 변화에 대한 STI 정책적 대
응이 주요 내용이며, 코로나19에 대한 STI 차원의 대응과 STI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주로 제시 하였다. 관련 보고서는 2～3년마다 발간되는 OECD 플래그십 보고서로, 과
학기술혁신분야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4대 핵심 트렌드란 ①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그랜드 챌린지 이슈에 대해 STI 대응 요구 증가, ② 디지털화로 인한 과학･혁
신 프로세스의 변혁, ③ 정부 R&D 예산 감소, ④ STI 정책 설계･집행･모니터링에서
의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이다.
STI의 정책적 대응이란 ① SDGs 달성을 위한 STI 정책 지원, ② 인공지능(AI) 및
디지털신기술의 활용, ③ STI 예산 감소에 대응한 공공연구 정책 방향 정립, ④ STI
데이터 접근성 강화, ⑤ STI 거버넌스 구축 및 국가 전략 수립 등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혁신 자원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동
원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 종식을 위한 유일한 출구 전략은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과학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원이라 함은 공공연구소 및 연구기관, 민
간 재단 및 자선단체, 의료산업은 역대 최단기간 내에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일련의
신규 연구 프로젝트를 발족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은 △코로나19와 확산 메커니즘 규
명, △수백 종의 치료제와 백신 후보 물질 단기간 내 도출, △향후 다가올 위기에 대
한 준비와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위기로 기존의 연구 및 혁신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향
후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력이라는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321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주요 내용>
공공·민간 STI 시스템의 결단력 있는 코로나19 대응은 신속·중요
각국 정부는 신속하게 대규모 코로나19 관련 연구비를 편성·지원하고 있다. 코로
나19 발생 초기 몇 개월 동안 세계적으로 약 50억 달러 긴급 예산 편성, 2020년 6월부
터는 기존 연구프로젝트들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과학계의 자
원을 동원: 2020년 1~11월까지 75천 건 연구발간물이 발간되었으며, 그 중 3/4 이상이
오픈액세스였다. 연구발간물이란 Peer-reviews articles: books and documents, clincial
trials, meta-analysis, randomixzed controlled tral, meta-analysi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eviews and systematic reviews를 말한다. 오픈 엑세스란 당뇨병(diabetes), 치매
(dementia) 관련 연구발간의 경우 오픈액세스가 50% 이하인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에서 코로나19 관련 연구정보
들을 오픈엑세스로 제공 중(http://kobic.re.kr/COVID19)이다. 코로나19 관련 연구발
간물은 미국과 중국이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20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협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와 혁신의 핵심
2020.8월까지 국제공동연구에 약 $20억 펀딩 약정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코로나
19 백신 개발을 위한 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
CEPI)과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한국도 한국연구재단과 스웨덴 연구회 간의 코로나19 대응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추진 하고 있다.
2020년 1~11월동안 코로나19 연구발간물은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중국 발
간물의 약 1/4은 다른 국가 연구자와 공동 저자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이외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인도 등이 코로나19 관련 국제 연구 협력
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기업의 혁신 활동
바이오·제약 업계는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을 위한 수백 건의 임상시험을 실시하였다. 2020년 9월 16일 기준, 미국 국립보건원
(NIH)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건수에서 한국은 17번째,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은 22번째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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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기업과 연구 혁신에 대한 영향은 분야별로 상이, 디지털, 제약 분야 기
업들은 R&D 투자를 증가시킨 반면, 자동차, 항공, 방위 산업 등은 R&D 지출이 축소
되었다.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할 2가지 신기술: 로봇과 합성생물학 지목
로봇은 헬스케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자연재해부터 인구 고령화 대
응까지 사회적 복원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헬스케어란 실험실 보조, 수
술 및 재활 치료, 약품 배송, 고독 치유, 진단 및 치료용 등을 말한다.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 백신 제조에 활용될 수
있으며, 바이오 밸류체인에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Pfizer-BioNTech와 Modema社 코로나19 백신 개발생산에 적합하다. 바이오 파운드리
(Biofoundry)는 실험실 로봇들의 조화된 사용을 통해 상세하고 복잡한 작업 과정들을
고도로 자동화한 시설로 제품 생산시간 단축과 바이오 제조의 신뢰도와 재현성을 증
진한다. 전통적 백신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운송의 한계 등을
합성 생물학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백신은 디지털 정보 형태로
빠른 전달과 배포가 가능하다. 개별 바이오 파운드리를 활용한 분산 생산(Distributed
Manufacturing)은 백신의 독점(Baccine Nationalism)을 완화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로봇과 합성생물학 혁신을 위해 사전경쟁적인 인프라(예: 공공 바이로 파운
드리 등) 플랫폼 등을 설립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술 연구자들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도전
코로나19로 연구 활동에서도 디지털 툴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과학에서
도 디지털 변혁과 데이터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취약 계층인 박사 후 과
정 연구자들을 위한 한국의 키우리 사업(KIURI: Korean Initiative for fostering
Universities of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이 소개되었다.
저명한 연구자에 비해 박사 후 과정, 신진 연구자, 여성 연구자의 직업 안정성 등
연구 환경이 더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정부의 기업 연구 및 혁신 지원 방식의 변화 추이
정부의 기업 R&D 지원 방식이 직접 지원은 줄이고 세제 혜택 등 간접 지원을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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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R&D 세제 혜택을 실시하는 국가가
2006년 36%에서 2018년 56%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국 젓 직접 지원
(GDP 대비 0.16%)은 3번째, 조세지원(GDP 대비 0.13%)은 9번째, 모두 고려하면 4번
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포용성·회복성 등 도전과제 해결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
정부의 STI 정책 믹스(Policy Mix)의 정교한 재설계와 정부 R&D 지출에 새로운 우
선 순위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난제 해결을 위해 학문 간 경제를 뛰어넘는
다학제적(Transdisciplinarity)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자 경력 경로의 다양성을 위해 박사 및 박사 후 과정 등 교육과정의 개혁이 필
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는 글로벌 해결 방안을 요구하므로 국제협
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미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량 구축 자체가 주요 도전과제이다.

<정책적 시사점>
코로나19의 궁극적 해결 방안은 백신 개발인 것처럼, 향후 글로벌 도전과제에서 과
학기술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위
기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결을 통해 과학기술혁신(STI)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완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항으로 △STI 정책 믹스 재설계, △다학제적 접근
법 장려, △박사포닥 등 교육과정 개혁, △글로벌 협력 강화,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
한 정부 자체 역량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 트렌드 2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STI Outlook) 2021’, ｢농업농촌
식품동향｣vol. 7. 2021년 2월 22일자
- 원문출처: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STI Outlook)2021‘ 2021.
2.1.(출처: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1(2021.1.21.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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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코로나 관련 정보 제10편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10)1)
허 덕(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Ⅰ. 북미
[미국]
1. (2021년 3월 2일) 美 낙농업계 불확실성 지속 전망- USDA 농업전망포럼.
원유생산량 증가에도 수요 침체와 사료 가격 상승으로 불확실성 지속될 것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가 금년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 낙농업
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농무부(USDA)는 지난 19일 개최된
농업전망포럼을 통해, “지난해 낙농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품서비스업의 영
업중단 휴교령 등으로 인한 제약과 유제품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우유 및 사료 가
격이 안정되며 착유두수가 증가하는 등 비교적 평탄한 한 해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난해 착유두수가 증가하고 연말 양호한 날씨에 따른 원유생산량 및 두당 생
산량 증가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제약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침
체되며 유제품 재고가 쌓이고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낙농
업계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거나 정부의
푸드뱅크 프로그램을 통해 유제품 재고 소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재고 부담을 해소하
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원유생산량이 1.9%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요가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
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
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9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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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가격이 2014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낙농업계의 불확실
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USDA의 판단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美 낙농업계 불확실성 지속 전망 - USDA 농업전망포럼, 원
유생산량 증가에도 수요 침체와 사료 가격 상승으로 불확실성 지속될 것’, ｢글로벌 낙농뉴스｣202
1년 3월 2일자
- 원문출처: thecattlesite.com, 2월 22일자

2. (2021년 3월 9일) 美 낙농가수 감소세 이어져, 지난해 낙농가수 2003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
미국의 낙농가수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무부
(USDA)가 발표한 원유생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국에 등록된 낙농가수는 3만
1,657호로 2003년 7만 375호에서 55% 이상 감소하며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지난
15년 사이 네 번째로 큰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9년 3,261호
의 낙농가가 폐업한데 이어, 지난해 2,550호가 추가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USDA 관계자는 “미국 내 우유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은
늘어나며 원유 공급량이 과잉되고, 원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임에 따라 낙농
가의 폐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경영] 美 낙농가수 감소세 이어져 - 지난해 낙농가수 2003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 ｢글로벌 낙농뉴스｣2021년 3월 10일자
- 원문출처: ontariofarmer.com, 3월 5일자

3. (2021년 3월 16일) 美 코스트코, 공급망 혼란으로 치즈 품귀 현상 - 식료품
수요 증가로 생활용품 공급 차질
미국의 대형 마트체인점인 코스트코에서 치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최근 전 세
계적으로 치즈 등 식료품 수요 증가로 수입 물량이 폭주하며 수입품 컨테이너가 부족
하고 미 서부지역 등 주요 항구로 물량이 몰리며 병목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
데, 대다수의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며 하역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공급망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근 코스트코에서는 치즈뿐만 아니라, 해산물 올리브오일, 가구,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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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용품 등 식료품 및 생활용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같은 현상은 코스트코 외에도 주요 유통점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최근 들어 입고
지연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원활한 상품 공급
을 위해 차선책으로 항공 화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해상 운송 비용의 8〜10배에 달
해 최후의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공급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소매 업체는 가격 인상을 통해 운송
비 상승세를 상쇄해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업계동향] 美 코스트코, 공급망 혼란으로 치즈 품귀 현상 - 식료품 수요
증가로 생활용품 공급 차질’, ｢글로벌 낙농뉴스｣2021년 3월 18일자
- 원문출처: edition.cnn.com, 3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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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미
[아르헨티나]
1. (2021년 3월 9일) 아르헨티나, 코로나19로 악화된 경기침체로 수출업체와
정부 간 두 가지 과잉행위 모두 불안감 야기, 곡물농민 기록적인 경화2) 수
확 준비
아르헨티나 곡물 농부들은 올 시즌 세계 가격의 고공행진과 항만파업이 완화되고
수개월 동안 건조했던 성장지역이 해소될 수 있는 충분한 비가 내리면서 절실히 필요
한 수출 달러를 기록적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확은 국가부도 이후
고갈된 외환보유액을 다시 채워야 하는 아르헨티나 중앙정부에 매우 중요한데, 채권
가격을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유지 한 지난해 국가부도 이후 고갈된 외환보유고를 다
시 채워야한다.
주요 로사리오 곡물 거래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Emilce Terre는 “2020/21 농업 시
즌은 현재 가격으로 약 375억 달러의 수출로 기록적인 외화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2018년부터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정부는 페소와 달러
유출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자본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정부가 수
출세 인상과 정부가 부과한 국제 옥수수 및 밀 수출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도록 설
득한 후 상황이 더 밝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이 두 가지 대책을 제안해 수익을 죽이고 투자를 해칠 것이라고 농
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더 건조한 날씨가 수확량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면서 건조한 들판이 완화
되었다. 5월 이후 콩, 옥수수, 밀밭을 바짝 말리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일시드
노동자들과 항만 작물 검사관들의 임금 파업으로 올해 초 수출이 불투명해졌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악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업체와 현금이 궁핍한 정부
사이에 두 가지 과잉행위가 모두 불안감을 야기했다. 곡물 수출 회사 CIARA-CEC 의
소장 Gustavo Idígoras는 “오늘은 12월과 1월보다 훨씬 더 마음이 평온하다”고 오일시
드협회와 맺은 파업 종료 합의를 언급하며 말했다. Idígoras는 “어려운 과제들이 상당

2) 경화: 국제 금융상 환관리(換管理)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通貨)와 늘 바꿀 수 있는 화폐.(출처: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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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완화되었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
했다.
남미 곡물 강국은 세계 3위의 옥수수 수출국이자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돼지와 가금류를 살찌우는 데 사용되는 가장 큰 대두박 가축 사료 공급국이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3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12월 수출업체들은 80만 톤 처리한 뒤 1월
320만 톤의 대두를 분쇄했다. 당분간은 추가적인 노동 불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e grains farmers set for record hard currency harvest(아르
헨티나 곡물 농민들은 기록적인 경화* 수확을 할 준비가 되어있음),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
장 뉴스/브리핑, 2021년 3월 9일(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
5823)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329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Ⅲ. 유럽
[EU]
1. (2020년 12월 18일) 농업·식품 등 관계 단체, 영국 EU협상에 5개의 긴
급 요청
유럽 연합(EU)최대 농민 단체를 포함 4단체(아래 참조)은 12월 9일 영국의 EU 이탈
(BREXIT) 이행 기간이 끝나는 2020년 12월 31일을 앞둔 이행 기간 이후인 조치에 관
한 다섯개의 긴급 요청을 공동 성명에서 밝혔다.
4단체는 최우선 사항으로서 고용 유지를 들어 위생 식물 검역(SPS)조치나 무역의
기술적 장애(TBT) 같은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는 규칙의 통일 및 관세와 할당 관세 없
이 협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 공평한 경쟁 조건의 확보 때문에 협정 합
의 유무에 불구하고, 아래의 다섯 가지 긴급 요청이 있다고 말했다.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의해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부문에
서 경제적 혼란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계속되도록 협상에 관한 결론이
판명 되는 대로 당장 상세한 룰을 정하는 것
2) 관세와 통관을 위해서 복잡한 절차의 부활이 상정되는 합의 없는 BREXIT는 특
히 농업·식품 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 외에 EU의 BREXIT조정 준비금(올해 7월에 새롭게 조치)에 의한 지
원이 필요
3) 사업자가 원활하게 새로운 규칙에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 기관의 신속하고 효과
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
4)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필수적이며, EU의 농업·식품 등 관계 부문이 고용하는
수백만명의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
5) 이행 기간 종료 후에 예측될 혼란 등에 대응하기 때문에 유럽 위원회와 영국 당
국과 대화의 지속과 함께 부문 관계자와의 대화도 할 필요
4자는 공동 성명의 마지막으로 교섭의 결과가 어떤 것에도 모든 사람의 이익 때문
에 강력한 생산성 있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영국과 EU가 화근을 일절 없도록 요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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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U최대의 유제품 무역 단체인 유럽 유제품 무역 협회(EUCOLAIT)는 12월 14일
영국·EU의 협상에 이미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1) 사업자들은 이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행 기간 종료 불과 2주 전에 있어
도 2021년 1월 하루 이후 관세 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에 있어서는 만
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합의 없는 BREXIT가 현실화되면서 영국 간에서 WTO의 최혜국 대우(WTO회원
국 간 무역에 드는 일반적 관세율)에서 거래를 의미하는 협상 결렬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2021년 1월 하루에서 협정 발효까지 사이를 현상 유지하기로 합의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공동 성명의 4단체는 다음과 같다.
- 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유럽 농업 협동 조합 위원회(COPA-COGECA)
- 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유럽 농업 협동 조합 위원회(COPA-COGECA)는 EU회원
국 2,300만 명 이상의 농업 생산자로 구성되는 Copa(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및
2만 2,000농업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Cogeca(유럽 농업 협동 조합 위원회)에 의한
조직된 EU최대의 농업 생산자 단체. Copa및 Cogeca는 독립된 조직이지만 양측
은 공동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 유럽 식품 음료 산업 연맹(Food Drink Europe)
- 유럽 식품 음료 산업 연맹(Food Drink Europe)는 EU회원국 29만 4,000개 사업자
와 470만 명의 노동자로 구성된 EU최대 식품 제조업 단체. 거래량은 EU전농 산
물의 70%를 차지한다.
- 유럽 농산품 교역 연락 위원회(CELCAA). 유럽 농산품 교역 연락 위원회(CELCAA)
는 EU회원국 3만 5000개 농산물 무역 사업자로 구성된 EU단체. 곡물 사료, 설탕,
와인, 육류, 유제품, 과일, 계란 등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 유럽 식품·농업·관광 관계 노동 조합 연합회(EFFAT). 유럽 식품·농업·관광 관
계 노동 조합 연합회(EFFAT)은 식품·농업·관광업의 2200만명 이상의 근로자의 이
익 때문에 활동하고 유럽 35개국의 120노조(조합원 260만명)의 연합 조직이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令和2年12月18日付)農業·食品等関係団体, 英·EU交渉に5つの緊急要
請(E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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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年 3月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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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2월 28일) BREXIT이행 기간 종료 후의 영국 EU통상 협력에 대
해서 쌍방이 합의
영국 및 유럽 위원회는 12월 24일 영국의 EU이탈(BREXIT)이행 기간 종료 후의 통
상 협력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2016년 영국이 실시한 EU이탈에 대한 국민 투
표 이후의 오랜 세월에 걸친 양자 간의 협상은 이행 기간 종료가 12월 31일과 가까이
임박한 가운데 겨우 마무리했다.
합의 내용 중 자유 무역 협정(FTA)에 관해서는 원산지 규칙을 충족시키는 것을 요
건에 전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되면서 할당 관세도 두지 않게 되었다. 한편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북 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과 EU간 무역에서 위생
식물 검역(SPS)조치가 적용되어 2021년 7월까지 시스템의 변경이나 위생 증명서의 도
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농업·식품 업계도 이번 기다리고 기다리던 합의 발표를 즉각 반응했다. EU최대의
생산자 단체인 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유럽 농업 협동 조합 위원회(COPA-COGECA)
은 유럽 식품 음료 산업 연맹(Food Drink Europe), 유럽 농산품 교역 연락 위원회
(CELCAA)와 연명에서 이날 EU농업·식품 부문의 큰 타격을 직전에 피할 수 있었던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2021년 1월 하루의 이행을 확실히 하도록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고 대응이 불가
능하다면 국경 및 유통의 혼란은 됐으며, 특히 많은 고용과 농산물 가격 및 안정 공급
을 위기로 50억 유로(6350억 엔:1유로=127엔)의 예산이 편성된 BREXIT 준비금 활용을
촉구했다. 더욱이 적용되는 SPS조치에 대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의 요구 외 영국
EU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발생 시에 조치하고 성공한 물류 우
선 레인(그린 레인)3)의 유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유럽 측은 이번 합의는 유럽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잠정적으로 2021년 1월부
터 적용되며, 2021년 2월 중을 목표로 유럽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고 발효할 전망
이다.

3) 물류 우선 레인은 농산품을 포함한 식품의 우선적인 유통으로 각 회원국과의 제휴에 의한 ‘그린 레인(우선
레인)’을 창설하고, EU단일 시장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 이 레인은 지정 주요 국경 검문소에 들어서며 검사
는 15분 이내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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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동안의 영국·EU협상 관련 정보]
∙ 農業·食品等関係団体, 英·EU交渉に5つの緊急要請(EU)(欧州1番の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41.html
∙ 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の質の高い合意のほか, BREXIT調整準備金
の活用も求める(EU)【海外情報 令和2年10月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
∙ EU乳業団体, 進展の見られない英国との交渉に懸念を表明し, 英·EU間のサプ
ライチェーンが維持されるよう要請【海外情報 令和2年6月29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9.html
∙ EU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交渉が難航していることにリスクが高
まっていると懸念を表明. ｢合意なし｣の場合, 移行期間の延長, 代替案の措置を
要求【海外情報 令和2年6月1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令和2年12月28日付)BREXIT移行期間終了後の英EUの通商·協力につ
いて双方が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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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年 3月号

3. (2021년 1월 6일) 유럽 위원회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2021년 농산품
뮤직 프로그램에 1.8억 유로 조치도 업계 단체들은 반발(EU)
유럽 위원회는 12월 17일 2021년의 유럽 연합(EU)역내외의 농산품 뮤직 프로그램
으로서 1억 8,290만 유로(234억 1,120만 엔: 1유로=128엔)의 예산을 조치했다고 발표
했다(표 1).
2021년의 프로그램은 유럽 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발표하고 최우선적 과제로 추
진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유럽 그린 딜(참고)에 공헌하도록, 유기,
과실 및 채소, 지속 가능한 농업에 의한 농산품을 우선 사항으로 했다. 또 농산품의
국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호기로 EU생산품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품질과
지속 가능성에서 EU농업에 높은 기준이 채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일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체 예산은 전년(2억 90만유로(257억 1,520만 엔)에서 약간 감
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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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1년 농산품 프로모션 프로그램 예산 내역
심플 프로그램(한 나라의 하나 이상의 조직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대상
(EU 역내용)
EU품질 스킴(지역적 표시보호(GI), 유기 등) 농산품의 프로모션
유기생산 프로모션
지속가능한 농업 및 기후변동·환경을 위한 농업·식품부문의 역할 프로모션
신선 과일·채소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보제공 및 프로모션
EU역내의 특징적인 농축산물 생산양식(식품안전성, 이력추적제, 진정성, 표시, 영양·건강면,
애니멀웰페어) 및 품질, 미각, 다양성, 전통 등 특색있는 산품(EU품질 스킴 제외)의 프로모션
소계
(EU 역외용)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수출용 프로모션
캐나다, 미국, 멕시코 수출용 프로모션
기타 국가 수출용 프로모션
유기산품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프로모션
소계
예비비
멀티 프로그램(복수 회원국의 조직 또는 EU레벨의 조직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EU역내 용)
EU품질 스킴(지역적 표시보호(GI), 유기 등) 농산품의 프로모션 또는 EU역내의 특징적인
농축산물 생산양식(식품안전성, 이력추적제, 진정성, 표시, 영양·건강면, 애니멀웰페어) 및
품질, 미각, 다양성, 전통 등 특색있는 산품(EU품질 스킴 제외)의 프로모션
유기생산 프로모션
지속가능한 농업 및 기후변동·환경을 위한 농업·식품부문의 역할 프로모션
신선 과일·채소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보제공 및 프로모션
소계
(EU역외 용)
EU품질 스킴(지역적 표시보호(GI), 유기 등) 농산품의 프로모션 또는 EU역내의 특징적인
농축산물 생산양식(식품안전성, 이력추적제, 진정성, 표시, 영양·건강면, 애니멀웰페어) 및
품질, 미각, 다양성, 전통 등 특색있는 산품(EU품질 스킴 제외)의 프로모션
유기산품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프로모션
소계
예비비
유럽위원회 계획 부분

5.0
6.0
6.0
9.1

주: ※ 표시는 유럽 그린 딜, F2F 전략 관련
자료: EU위원회 자료로 작성

※
※
※

6.0
32.1
16.3
8.3
12.3
12.0
48.9
5.0

※

4.2
17.0
12.0
10.0
43.2

※
※
※

25.2
14.0
39.2
5.0
9.5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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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상액
비고
(백만 유로)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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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 야누슈·보이 체호프 스키 농업·농촌 개발 담당 위원은 “유럽의 농업
은 국제적으로도 품질이나 안전성 평가가 있지만, 갈림길에 서있다”이라며, “유럽 농
업은 지금 지속 가능성에 주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속 가능한 농업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에게 혜택을 가
져올 뿐만 아니라 생산품에 부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자들에게도 혜택을 가져
올 것이라고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예산의 절반가량(8,610만 유로(110억 2,080만 엔, 표의 ※ 표시)은 유럽 그린
딜의 농업·식품 부문의 전략인 Farm to Fork(농장에서 식탁까지: F2F)전략(참고)에
따른 것으로 충당되고 있다. 여기에는 유기를 비롯한 지속 가능한 농업 기후 변화 환
경에 대한 농업·식품 부문의 역할을 EU와 세계의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등도 포함
된다. 또 역내용으로, F2F전략으로 목표로 하는 균형 잡힌 건강적인 식생활에 대한
이행으로 신선한 과일, 야채의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한 뮤직도 포함되고 있다.
기타 역외용으로는 품질과 특색 있는 산품의 프로모션 외에 유럽 위원회가 높은 성
장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며,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초점을 맞춘 프로모션을
대상으로 EU농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
고 있다.
세부 농산품 뮤직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모집은 2021년 초에 공고될 예정이다. 제
안은 무역 기구, 생산자 단체, 농업 단체 등의 광범위한 조직이 응모 가능하다.
한편 EU최대인 농민 단체 유럽 농업 조직 위원회·유럽 농업협동조합위원회
(COPA-COGECA)(참고)는 유럽 농산품 교역 연락 위원회(CELCAA)(참고)등 농업·식
품 등 관계 9단체와 연명에서 예산 조치에 대한 반발했다.
COPA-COGECA들 업계 10단체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추진에 소비자 수요 등에서
일정한 이해를 제시하기도 이번 예산 조치가 현재의 유기 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8%
인 가운데, 예산의 약 3할 정도를 유기라는 단일적인 농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비효율이라고 했다. 시장의 실태에 맞지 않고, 다른 지속
가능한 생산 방법의 새로운 공헌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
겠다는 정책 전체에 대한 효과를 저하시킨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EU농업 예산 전체
가 전년부터 4%삭감되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 예산이 그것을 높은 연평균 9%가량 절
감된 것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이 계속, 영국의
EU이탈(BREXIT)의 이행 기간 종료가 2020년 12월 31일에 육박하면서 업계가 많은 지
원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특히 수용 곤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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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럽 녹색 뉴딜 및 F2F전략에 대해서]
∙ 農業·食品等関係団体, 英·EU交渉に5つの緊急要請(EU)(欧州1番の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41.html
∙ 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の質の高い合意のほか, BREXIT調整準備金
の活用も求める(EU)【海外情報 令和2年10月1日発】https://www.alic.go.jp/chos
a-c/joho01_002783.html
∙ EU乳業団体, 進展の見られない英国との交渉に懸念を表明し, 英·EU間のサプ
ライチェーンが維持されるよう要請【海外情報 令和2年6月29日発】https://ww
w.alic.go.jp/chosa-c/joho01_002739.html
∙ EU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交渉が難航していることにリスクが高
まっていると懸念を表明. ｢合意なし｣の場合, 移行期間の延長, 代替案の措置を
要求【海外情報 令和2年6月11日発】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
24.html
유럽

농업조직위원회·유럽

농업협동조합위원회(COPA-COGECA)는

EU회원국

2,300만 명 이상의 농업 생산자로 구성되는 Copa(유럽 농업조직위원회)및 2만 2,000
개 농업협동조합으로 구성된 Cogeca(유럽 농업협동조합위원회)에 의한 조직된 EU 최
대의 농업 생산자단체. Copa및 Cogeca는 독립된 조직이지만, 양측은 공동에서 사무
국을 설치하고 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유럽 농산품 교역 연락 위원회(CELCAA)는 EU회원국 3만 5,000개 농산물 무역 사업
자로 구성된 EU단체. 곡물 사료, 설탕, 와인, 육류, 유제품, 과일, 계란 등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令和3年1月6日付)欧州委員会, 持続可能性に焦点をおいた2021年農産
品プロモーションプログラムに1.8億ユーロ措置も, 業界団体らは反発(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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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年 3月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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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 (2021년 3월 18일) 프랑스, 코로나19 이후 치즈 소비 역대 최고 - 컴포트
푸드 수요 증가로 가정내 치즈 소비량 최고치 기록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홈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프
랑스에서는 치즈 소비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수산
업진흥공사(AgriM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로
위안을 주는 음식인 컴포트 푸드(Comfort Food)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치즈 판매
량이 2019년 대비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특히 가정 내 소비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탈리안산 모차렐라 21.2% 판매량이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라클레
트 치즈 판매가 12.2%, 콩테 치즈는 8.2%, 에멘탈 치즈는 7.8% 늘어났고, 우유로 만든
치즈는 9.4%, 유기농 염소치즈판매량도 3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푸드 매거진은 “집에서 요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치즈가 식재료 또
는 간편한 한 끼 식사로 많이 소비되었으며, 특히 치즈는 녹였을 때 부드러운 식감과
맛이 소비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라클레트 치즈 생산자 협회(AFTAlp)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내 치즈 소비 증가
로 식당 서비스업 폐쇄에 따른 수요 감소를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프랑스, 코로나19 이후 치즈 소비 역대 최고 - 컴포트 푸드
수요 증가로 가정내 치즈 소비량 최고치 기록’, ｢글로벌 낙농뉴스｣2021년 3월 18일자
- 원문출처: theguardian.com, 3월 15일자

[영국]
1. (2021년 3월 24일) 자연방목, 젖소의 정서적 웰빙에 도움 된다는 연구결과
나와(네이쳐誌. 英 퀸즈대학 연구...실내사육 젖소가 자연방목 젖소 대비 보
상심리 커
지난해 코로나19 봉쇄조치가 사람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
진 가운데, 젖소도 실내생활이 계속될 경우 정서적 웰빙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 퀸즈대학교 벨파스트 연구진은 자연방목과 정서적 웰빙의
상관관계 연구를 최초로 진행해 과학저널 네이쳐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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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구진은 농식품 바이오 과학연구소와 협력해 홀스타인종 29마리를 두 그룹
으로 나누어 18일간 자연방목과 실내우사로 분리해 사육했다. 이어 사료가 담긴 버킷
과 그렇지 않은 버킷을 두고 사료가 담긴 버킷에만 접근하도록 훈련을 시킨 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버킷 사이에 접근하는 것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설정했다.
연구결과 우사에서만 시간을 보낸 젖소들의 경우 사료 버킷에 접근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진은 이를 자연방목 젖소들에 비해 우사 사육된 젖소들의
보상심리가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젖소의 동물복지 및 정서적 웰빙을 위한 자연방목
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경영] 자연방목, 젖소의 정서적 웰빙에 도움 된다는 연구결과 나와
- 네이쳐誌 - 英 퀸즈대학 연구...실내사육 젖소가 자연방목 젖소 대비 보상심리 커’, ｢글로벌 낙
농뉴스｣2021년 3월 24일자
- 원문출처: dairyreporter.com, 3월 2일자

[러시아]
1. (2021년 3월 17일) 러시아에서는 시장이 안정되면 곡물 수출 규제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어
Interfax은 러시아 농림부 장관 Dmitry Patrushev의 말을 인용하여 “러시아는 시장
이 안정되면 곡물 수출 규제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러
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계 소득 감소로 인해 식량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시
도로 곡물 수출 억제책과 다른 조치들을 시행했다.
Interfax은 러시아 하원인 State Duma에서 열린 회의에서 Patrushev은 “상황이 안정
되는 대로 우리는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고,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다
른 접근법들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당분간 우리
는 모든 곡물이 해외로 수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
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prepared to stop grain export regulation once markets
stabilises(러시아는 시장이 안정되면 곡물 수출 규제를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음)’, ｢해외곡물시장
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3월 17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
riefing/view/wr_id/5838/page/1)
- 원문 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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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1. (2021년 3월 11일) 거래자들은 러시아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크
라이나 밀을 뒤쫓아
컨설팅업체 APK-Inform의 분석가는 2021년 러시아 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
급하며, 우크라이나 무역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격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
출을 위해 2021년산 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코
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밀 수출세를 톤당 50유
로(약 60달러)로 두 배로 인상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내 밀 수확량이 지난해 2,510만 톤에서 2021년에는 2,950만
톤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수출량 또한 이전 시즌의 1,750만 톤에서 2021년에는 2,200
만 톤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PK-Inform은 3월 10일 현재 12.5%의 단
백질 연질밀 입찰 가격이 흑해 CPT(운송비지급조건) 톤당 217~227달러라고 밝혔다.
사료용 밀은 톤당 213~220달러 사이이다. APK-Inform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수확한
우크라이나산 밀은 지난주 말 기준으로 흑해 CPT 톤당 267~275달러에 거래됐다.
정부는 전체 밀 수확량에서 제분밀이 차지하는 비율이 65%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우크라이나 국립농업과학원 3월 초 겨울 곡물 수확량이 대부분 양호하거나 우
수한 상태였으며, 중부지방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서리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raders chase Ukrainian wheat amid uncertainty over Russian
prices(거래자들은 러시아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크라이나 밀을 뒤쫓음)’, ｢해외곡물시장
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3월 11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
riefing/view/wr_id/5829/page/1)
- 원문 출처: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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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1. (2021년 3월 15일) 우유 유래 면역단백질,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도움 뉴질랜드 콴텍社, 코로나19 증상 완화 효과 입증 마쳐 상용화 박차
우유에서 유래한 면역단백질(IDP) 성분이 코로나19로 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효
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질랜드의 천연생리활성물질 업체
인 콴텍(Quantec)이 신선한 저온살균 우유에서 추출한 면역단백질로 보충제와 스킨
케어 제품을 출시한데 이어, 최근 미국의 한 실험실과 해당 단백질의 면역 효과 확인
을 위해 협력연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상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완치 후 오랜 기간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
가 나왔다.
앞서 이 면역단백질은 50개의 생리활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항염증 항산화 및
항균 특성이 있으며,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와 단순포진으로부터 세포를 억제하고 보
호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험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건
강기능식품 및 비강 또는 구강 스프레이 개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업계동향] 우유 유래 면역단백질,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도움 - 뉴질랜
드 콴텍社, 코로나19 증상 완화 효과 입증 마쳐 상용화 박차’,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3월 1
5일자
- 원문출처: dairyreporter.com, 3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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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글로벌
1. (2021년 3월 2일) 코로나19 농업시장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가정>
[가정]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발생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와 OECD 경제
전망(2020년 6월), IMF 세계 경제전망(2020년 4월) 데이터 적용
- ① 단일 충격 시나리오(시나리오 1): 초기 코로나19 대유행(2020년 상반기) 후
두 번째 확산을 막아내 안정세에 이르는 것을 가정
- ② 이중 충격 시나리오(시나리오 2): 2020년 하반기부터 2차 코로나19의 대유행
과 경제적 봉쇄의 발생 가정

<코로나19가 농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수요
소득 감소는 식품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이러한 영향은 최빈 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에서 더 크게 작용
- 낮은 세계 경제 성장은 낮은 농산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득 감소로 이어져 전반
적인 식품 소비를 감소하며, 이는 1인당 칼로리 수요 감소로 이어질 전망
※ 2020-2021년과 2029년 모두 인당 칼로리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1% 감소
- 이러한 추세는 상대적으로 식량 소비에 대한 지출 규모가 큰 LDCs에서 더 심화,
절대적인 LDCs의 칼로리 수요 감소는 다른 국가들보다 낮지만, LDCs의 총 칼로
리 수요 감소 비율은 2020-2021년 OECD 국가보다 약 2~3배 높으며, 이 현상은
중기적으로 유지될 전망
칼로리 수요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소득 양극화가 심한 국가 내에서
의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하나인 ‘2030년까지 세계 식량안보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
- 소득 감소로 영양가 있는 식품(과일 및 채소 유제품 등)의 소비를 저해할 수 있으
며, 이는 빈곤층의 ‘식사의 질’이 저하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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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과 가격
수요 감소는 농산물 가격과 생산량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
- (생산) 생산자가 낮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데 시차가 있어 생산에 미치는 영
향은 단기적으로 작지만, 중기적으로는 더 큰 감소 예상, 2029년까지 총 농업 생
산량은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0.8% 및 1.1% 낮아질 것으로 예상
◈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축산물 생산은 곡물 생산보다 크
게 영향, 축산물 생산은 2020-2021년에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1.2%와 1.4% 감소할 것이며,
이후 한동안 급격하진 않지만 더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곡물 생산은 단기적으로는 국경 봉쇄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주곡에 대한 추가 수요를 유발하기 때
문에 2020-2021년에 약간 증가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축산물 생산 감소로 인한 사료 수요 하락에
맞춰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가격) 수요 감소에 대한 공급 반응이 지연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농산물 과잉 공
급이 발생하여 가격이 하락한 후 점차 회복
◈ FAO 식품가격 지수(FPI)는 2020-2021년에는 기준선보다 10% 이상 하락하고 2022년부터 점진
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9년까지 기준선 이하로 유지

- (수익)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업 수익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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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수익은 2020-2021년에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및 8.5% 및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
※ 평균 가격 하락은 소득 감소로 인한 가격 영향만을 반영하며 공급망 중단으
로 인한 가격 영향은 포함하지 않음.

3. 수출
사람·물류의 이동에 대한 봉쇄와 제한은 국내외적으로 농업 교역을 둔화
◈ 2020-2021년 국제 농업 수출은 이동 제한과 수요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2001~2006년 기준
대비 1% 이상 감소
◈ 이후 점차 회복되지만 거시경제의 회복 수준과 맞물려 완전히 기준선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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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농업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농업생산의 감소는 농업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져
- 2020-2021년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시나리오 1, 2 각각 기준선 수준보다 55Mt
CO2-e 및 67Mt CO2-e 감소
- 2019년은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기준선 수준보다 62Mt CO2-e 와 86Mt CO2-e
감소

농업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중·단기 모두 총 농업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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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 강도의 감소는 농작물보다 온실가스 배출 집약적인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한 것이 원인
- 총 농업생산에서 축산물의 비중 감소의 영향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크게 감소
하게 한 것으로 분석

<시사점>
코로나19에 의한 농업시장의 충격은 거시경제 상황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지
속되며,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전망
- 가계 소득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농식품의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농업인
의 소득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
- 영양가 있는 식품(과일 및 채소 유제품 등)의 소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빈
곤층의 식사의 질이 저하될 우려
☞ 소비자와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 지지하는 재난지원금, 소득보전 보험 지원 등
과 함께 빈곤층에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 및 공급하는 농식품바우처,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할 필요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아닌 단순 생산의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축산 부분에서
의 노력이 더욱 필요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 코로나 19 동향 코로나19 농업시장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
향’,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8. 2021년 3월 2일자
- 원문출처: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OECD 코로나 19의 농업시장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
는 영향”(출처: ‘The Impact of Covid-19 on Agricultural Markets and GHG Emissions’, 202
0.11.25. 발간)(2021.2.8.)(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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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 China grain imports to keep US prices rising
중국에서 기록적인 곡물 수입으로 미국 곡물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중국은 다음 시즌에도 옥수수와 대두의 기록적인 수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미국 물량을 흡수하고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카고 컨
설팅 업체 AgResource Co는 수요일 전했다. 중국의 수요는 지난해 곡물 시장에서 반
등을 불러일으켰고, 미국산 옥수수 작물과 옥수수를 기반으로 하는 에탄올의 대량 수
출이 발표되면서 미국 옥수수 선물 가격의 급등을 촉발하였다.
AgResource Co의 Dan Basse 회장은 파리 곡물의 날 회의(Paris Grain Day
conference)에서 중국의 대두 수입은 2021/22 곡물 연도에 약 1억 1천만 톤으로 증가
하여 2020/21년 1억 3백만~1억 5백만 톤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2020년 한 해 동안 약 1억 톤의 기록적인 대두 수입을 보고했다.
옥수수의 경우에는,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돈군(豚群)를 재건
하기 위해 사료곡물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산 옥수수 1,800~2,000만 톤을 포
함하여 중국은 2020/21년에 2,500~2,7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향후 2,500~4,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분석가들 역시 중국에서 옥수수와 대두 수입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
국은 국내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0년에 이미 1,130만 톤의 옥수수를 사들였
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새로운 수요 동인(demand driver)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
며, 그 수요 동인은 현재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AgResource Co 회장은 전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정으로 미국 물량에 초점을 맞춘 중국 수요에 기여할 것
이라고 중국 컨설팅 업체 JCI의 분석가는 회의에서 밝혔다. JCI는 최근 몇 달 동안 제
한된 구매를 한 후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들여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미
국산 밀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회장은 곡물과 오일시드(oilseed)의 공
급 긴장과 가격 상승은 최대 2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미국 농가에서 가능한 한
* sujung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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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옥수수와 대두를 심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한, 이달 들어 다년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산 대두 가격은 부셸 당 $15-$17, 옥
수수는 $5.70-$6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2021.1.27.).

▮ Argentina works to ensure domestic wheat supply, export cap
rumours swirl
아르헨티나는 국내 밀 공급 안정을 위해 노력 중, 수출 상한선 소문 무성
아르헨티나는 수출 중단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한 국내 밀 공급을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수요일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농민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정부는 최근 옥수수 수출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농
민들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이제 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현재 팜파스 곡물 벨트 주
변에서는 수출 제한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루이스 바스테라 농업부 장관은 현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밀의 경우, 수출 시
장 봉쇄 없이 국내에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 밀 가치사슬이 국내 시장 공급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곡물수출센터(CEC)의 구스타보 이디고라스 회장은 “우리는 앞
으로 며칠 동안 정부와 만남을 가질 것이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거나 밀 수출을 제
한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모든 가능성이 검토 중이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아르
헨티나의 밀 수출 대부분은 이웃 국가인 브라질로 이동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의 밀 선물 Wv1는 수요일 하락세를 보였지만, 1월 중순에 6- 1/2
년 최고치에 근접했다. 시장은 옥수수와 콩 뿐만 아니라 밀의 글로벌 공급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 덕분에 지지를 얻었다. 세계 최고 밀 공급 업체인 러시아는 최근 국내
식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곡물 수출세를 인상하기로 승인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수확한 2020/21년 밀 1,720만 톤 중 1,000만 톤 정도 수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수출업체들은 이미 2020/21년 890만 톤의
밀을 구입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최근 옥수수 수출을 2개월 중단하고 일일 국제 선
적 한도를 제안했다. 그러나 농민들 반대로 정부는 두 계획 모두 포기했다. 그러나 이
제안들은 아르헨티나가 국내 식품 가격 상승을 늦추기 위해 수출을 제한할 용의가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르헨티나는 12월에만 물가가 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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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곡물을 재배하는 한 농민은 “우리는 밀과 옥수수 수출을 줄
이기 위해 정부와 상인 간에 일종의 비공식적인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 염려된
다”고 말했다. 그리고 곡물시장에서 투명성이 필요하고, 투자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CEC 회장은 비공식적인 거래는 성
사된 적 없다고 밝혔다(2021.1.27).

▮ South Africa barley farmers face bleak outlook as alcohol ban
hurts
남아공 보리 재배 농가들, 주류 판매 금지로 암울한 전망에 직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리 재배 농민들은 맥주 제조에 사용되는 곡물 수요 감소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주류 판매 금지가 다시 시행된 후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려
워진 시장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월 감염자 증가 이후 보건 시설에 대
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바이러스 발생 이후 세 번째 주류 판매 금지를 시행하였다.
남아공 곡물 정보 서비스(South African Grain Information Service) 자료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주로 맥아 제조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보리의 재고량
은 12월까지 719,307톤으로 지난해보다 49%나 증가했다. 농민들은 이번 금지 조치로
2019년 가뭄으로 여전히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이 더욱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리 산업위원회의 Jose De Kock은 4월 경 파종이 시작되는 2021/22 시즌을 언급
하면서, “최대 영향은 내년에 맥아 보리를 공급하라는 의무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재고로 내년 의무를 제한할 것이며, 이점이 염려된다고 말했
다. 농민들은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질병과 잡초 관리 수단의 일
환으로 농작물 순환에 있어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주 제조에 보리 맥아를 사용하는 세계적인 맥주 기업인 Anheuser-Busch
InBev(AB InBev)는 2020/21 시즌에 대한 의무를 이전 시즌의 475,000톤에서 380,000
톤으로 낮추었다. AB InBev의 아프리카 농업개발국장은 “금지 조치가 계속되어야 한
다면 의무를 더 줄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과잉 보리 재고를 맥아 보리 가격보다 40~50% 낮은 동물 사료
로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ABSA의 AgriBusiness 책임자인 Abrie Rautenbach는 전했다.
그리고 AB InBev의 South African Breweries는 국내 주류 판매 금지령에 소송을 제기
했다(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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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sia approves higher wheat export tax from March 1
러시아 3월 1일부터 밀 수출세 인상 승인
러시아 정부는 3월 1일부터 밀 수출 관세를 인상하는 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고 화요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국내 식료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의 일환이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이다. 전 세계
밀 가격은 지난 1월 초 세금 인상 제안이 처음 발표된 후 구매자들이 다른 나라의 밀
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인해 급등했다.
그리고 정부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톤당 50유로($61)의 밀 수출 관세를 승인
하였다.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부과된 관세는 톤당 25유로이다. 보리와 옥수수에
부과하는 수출 관세는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각 톤당 10유로, 25유로로 책정
되었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12월에 시작한 곡물 가격 안정 대책이 강화되었다. 경제부 장
관은 성명을 통해 국내 곡물 시장 가격은 세계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러시아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곡물
수출 규제 장치를 추가로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가까
운 미래에 물가 상황이 안정되고, 영구적인 수출 관세 메커니즘으로 전환할 수 있기
를 바란다고 장관은 전했다.
러시아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마케팅 시즌에도 밀 수출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
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의 고정 관세 대신에 공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
했다(2021.1.26).

▮ Ukraine’s maize export cap agreed at 24 million tonnes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 상한선 2,400만 톤으로 합의
우크라이나 농업부와 업계 대표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2,400만 톤으로 옥수수 수출 한도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
통보하였다. 또한, 양측은 필요한 경우 국가 통계청이 최종 생산량을 발표한 후 한도
를 재평가하고, 잠재적으로 수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오늘 오전 옥수수 수출 전망치를 2,350만 톤으로 늘렸다는 소식과 일
치하였으며, 이는 상한선이 명목적인 거래량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제한으로 시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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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낮다는 기대를 높였다. “경제부와 곡물 시장 참가자들을 대표하는 협회가
체결한 각서에 따라 곡물의 최대 수출량을 결정하는 것은 상징적인 조치이다. 이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시장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사건(landmark)
이다”고 경제부 웹사이트에 밝혔다. 합의된 2,200만 톤의 할당량은 이전에 논의된 수
준에 비해 2백만 톤 더 많다.
우크라이나는 7월 1일부터 1월 22일까지 마케팅 연도가 시작된 이후 약 1,100만 톤
의 옥수수를 수출했다. 그리고 Port line up 자료에 따르면, 1월 말과 2월에 약 100만
톤 이상의 옥수수가 선적될 예정이다. 이는 쿼터 내에서 수출용 옥수수가 여전히
1,200만 톤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21.1.25).

▮ Mexico’s maize production dips
멕시코 옥수수 생산량 감소
미국 농무부(USDA) 산하의 국제농업정보네트워크(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 GAIN)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가뭄과 제한적인 관개로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USDA는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을
2020-21년 마케팅 연도에 2,780만 톤으로 추정했다. 수자원 가용성으로 인해 이전 추
정치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월 중순, 관개 가능한 수자원은 2019년 등록
된 수위보다 대략 271% 낮았다.
멕시코는 2020년 12월 31일 법령에 따라 식용 소비를 위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와
유전자 변형 옥수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식용 소비
에 대한 정의와 옥수수 유래 제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시행 시기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USDA는 멕시코의 2020-21년 마케팅 연도에 밀 생산량이 총 290만 톤에 이
를 것으로 예측했다. 멕시코의 가격 보장 프로그램(Guarantee Prices Program) 수정으
로 인해 듀럼밀(durum wheat) 생산에서 벗어나 빵밀(bread wheat) 생산량이 증가하
였다. 이는 중소 재배농가에서 생산되는 빵밀의 톤당 보증 가격을 제공한다.
또한, USDA의 최근 전망에 의하면, 2020-21년 마케팅 연도에 멕시코의 수수 생산
량은 총 460만 톤으로 예상된다. 2020년 10월 멕시코와 중국이 식물위생 프로토콜에
합의하면서 수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멕시코는 중국에 식용, 소
비용 수수를 수출할 수 있다. USDA는 민간 산업 소식통을 인용해 2021-22년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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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에 중국으로의 수수 수출 물량은 5만톤에서 1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

▮ USDA cuts estimate of 2020 crop harvest, prices spike for maize
and soybeans
미국 농무부 2020년 곡물 수확 전망치 하향 조정, 옥수수와 대두 가격은
급등
미국 농무부(USDA)는 9월 미국산 대두 및 옥수수 공급량은 지난 가을 수확량 전망
치가 감소하면서 당초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방해 받고 미국의 비축량이 줄어드는 가
운데 정부가 추가 식량 공급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후, 이번 작물 개정으로 올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염려로 최근 몇 주 동안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CBOT)의 옥수수와 대두, 밀 선물은 다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화요일에는 옥
수수 가격이 5%까지 상승하였고, 대두는 4%, 밀은 5% 가까이 올랐다. 가격 급등은
지난 2014년 이후 볼 수 없었던 기록이다. Futures International의 수석 분석가인 테리
라일리는 “미국의 곡물 수치가 시장에 단단한 충격을 주고 있다. USDA의 2020년 시
즌의 곡물 수확량 하향 조정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콩 수요에 있어서 큰
충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USDA는 2020-21년 국내 대두 기말 재고 전망치를 지난 12월 전망치 1억 7천5백만
톤에서 줄어든 1억 4천만 부셸로 고정했다. 그리고 옥수수 기말 재고는 12월 전망치
인 17억 2백만 톤에서 감소한 15억 5천2백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2020-21년 옥수수 생산량은 141억 8천2백만 부셸, 대두 생산량은 41억 3천5
백만 부셸로 고정되었다. 대두 수확 전망은 시장 기대치 평균 이하로 떨어졌으며, 옥수
수 생산량은 로이터 통신의 여론 조사에서 분석가들의 추정치 중 최저치를 벗어났다.
Price Futures Group의 잭 스코빌 분석가는 “아무도 옥수수 생산량이 이렇게 떨어
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농무부는 가뭄과 폭풍 데레초(derecho)로 인한 피해를
과소평가하였으며, 아마도 더 나은 지역들 중 일부를 과대평가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의 3월 옥수수는 일일 25센트 한도로 부셸 당 $5.171⁄4에 마감하
였다. 이는 2014년 5월 이후 가장 활발한 계약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5월과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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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역시 제한적으로 거래되었다. 세 선물 3개 모두 종가보다 약 8센트 높은 옵션을
통해 종합적으로 거래되었다.
CME Group은 옥수수 거래 한도가 한도 마감 후 수요일에 40센트로 확대될 예정이
라고 밝혔다. 3월 대두 선물은 453⁄4 센트 상승한 부셸 당 $14.181⁄4로, 2014년 6월
이후 가장 활발한 콩 계약을 기록했다. CBOT 3월 밀은 부셸 당 $6.65로 301⁄4 센트
올라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무부는 또한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수확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
다.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대두 생산량은 1억 3천3백만 톤으로, 이전 전망치에서
변동 없다. 브라질의 옥수수 수확량은 1억 9백만 톤이었다. 그리고 USDA는 농민들이
작물 성장기 내내 가뭄에 시달렸던 아르헨티나에서 대두 수확량은 4,800만 톤, 옥수
수는 4,750만 톤으로 예상했다.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이전에 발표한 곡물 수출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2021.1.12).

▮ Feed markets look to global harvests for incentives
사료 시장은 인센티브를 위한 글로벌 수확량 주시
사료 시장은 2월 들어 곡물 가격이 1월 최고치에서 하락하면서 한숨 돌렸다. 유럽
연합(EU)과 영국의 사료 작물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추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겨
울을 났다. Stratégie Grains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의 연질 밀(soft wheat) 생산량
은 수확이 가까워짐에 따라 약간의 가격 압박이 생기는 가운데 다음 시즌에는 1,040
만 톤 증가한 1억 2,960만 톤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Ex-farm 가격은 2월 동안 하락했
다. 영국의 사료용 밀 현물 가격은 2월 18일로 끝나는 주에 £202.10/t로 종료했다. 그
리고 사료용 보리 현물 가격은 £160.10/t이었다.
미국 농무부(USDA)의 2월 전세계농산물수급전망보고서(WASDE)는 글로벌 옥수수
기말 재고량(Ending Stock)은 270만 톤 증가한 2억 8,650만 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유
럽연합과 일본, 한국에서 사용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 글로벌 옥수수 기
말 재고량은 3억 300만 톤이었다.
이번 시즌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시장 가격을 지지했다. 또한, 중국의 옥수수 대량
구매로 글로벌 가격이 상승했지만, 어느 정도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 옥
수수 재배 면적은 4월 파종이 시작하면 0.5Mh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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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은 시장 가격을 감안할 때 이는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시카고 옥수수 선물은
전년 동기 대비 $63.87/t 오른 $213.67/t에 거래되고 있다.
브라질 농산물공급공사(Conab)에 따르면, 브라질의 두 번째 작물 옥수수 면적은
2019/20년에 비해 4.4% 증가한 14.35Mha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옥수수의 강한
국내 가격이 재배 증가를 지지했다. 그리고 강우로 인해 현재 브라질의 대두 수확이
느려졌다. 대두 수확 이후 옥수수 작물을 파종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사안이다.
브라질 겨울 2모작 옥수수(safrinha) 재배는 지난 시즌 51.3%에 비해 2월 19일
20.0% 완료되었다. 지연이 계속되면서 최종 옥수수 재배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 만
약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옥수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날씨 또한 미국의 겨울 밀 작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심한 눈보라로 들판
이 얼어붙었다. 농작물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기
온이 겨울철 사망률에 근접했다. 겨울 밀 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글로벌 밀 가
격이 상승할 수 있다.
오일시드 시장(Oilseed market)은 1월 내내 가파른 하락 이후 가격이 안정세를 보
이고 있다. 이는 브라질의 수확 지연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대두 작물이 시장에 출시
될 시기가 길어짐에 따른 것이다.
대두박 가격 역시 한 달 동안 하락했다. 시카고 대두박 선물(5월-21일)은 $466.94/t
(£333.20/t)로, 1월 25일보다 $3.09/t (£10.54/t) 하락했다. 영국 대두박 가격 역시 하락
하여 1월 22일에서 £26.00/t 감소한 £411.00/t로 내려갔다.
2월 WASDE는 글로벌 대두 기말 재고량을 8,340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재고량은 5,480만 톤으로 추정되며, 2013/1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번
하락세는 글로벌 수출 증가 속에 미국과 브라질의 재고가 낮기 때문이다. 중국의 걷
잡을 수 없는 구매와 수입으로 올 시즌 오일시드박(oilseed meal) 가격이 상승하였다.
미국산 대두 파종에 대한 초기 추정치는 4월에 재배가 시작될 때 면적이 크게 증가
했음을 말해준다. 초기에 재배 면적은 지난 시즌 33.6Mha보다 늘어난 36.4Mha로 추
정된다. 실현될 경우, 이는 2017년 36.5Mha 기록에 매우 근접할 것이다. 파종까지의
기상 조건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장 분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시즌(7월-12월) 영국의 배합사료 생산량에는 대두 케이크(soya cake)와 밀
(meal)이 포함되면서 1.7% 증가했다. 이는 영국의 대두박 수입이 7-12월 기간 동안
44%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 시즌 돼지 사료 생산량은 12월까지 5.4% 상승했
다. 도살장이 밀리면서 예상보다 오랫동안 동물이 농장에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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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대두 가격은 중국의 추가 구매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브라질의 기록적인 농작물
생산과 미국 경작지 증가로 가격을 압박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한 달
동안 영국 파운드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봉쇄 조치가 완
화되어 소비 지출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 달러화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
대감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2021.2.25).

▮ Aussie farmers may win from Russian taxes
호주 농가, 러시아 밀 관세 인상으로 기회 잡을 듯
호주의 곡물 재배자들은 러시아의 밀 수출 관세 인상 상황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러시아에서는 기록적인 작물 수확을 앞두고 있다. ANZ의 최근 농산물 보
고서는 러시아가 3월부터 6월까지 톤당 $80의 밀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
이 호주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러시아는 국내 밀 가격을 낮추고 식량과 사료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부과
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산 밀은 처음으로 호주산 품종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ANZ의 마이클 화이트헤드(Michael Whitehead )는 수요일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
시아가 밀에 수출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움직임 덕분에 호주산 밀이 새로운 주목을 받
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계속되는 장마로 호주 빅토리아주 일부 지역에서 수확이 늦어졌을지 모르지
만, 사상 최대의 농작물 수확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 회복
중으로 국내 돼지 사육을 위해 곡물 시장에서 강한 매수를 보이면서 가격 역시 오를
수 있다.
많은 생산자들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을 열성적으로 재건함에 따라 소와 쇠
고기 가격은 장기 평균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과의 무
역 긴장으로 중국이 호주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지 않은
양모 시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호주의 중국 수출이 현저히 감소하면 수요를 강타할 수 있으며, 호주 양모를 수입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필요성을 가진 다른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중국의 호주산 양모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다른 산업과 동일한 행동을 겪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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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확신하는 대부분의 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무역 파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ANZ 리서치는 중국 관세가 부과된 후 보리 수출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멕시코, 태
국, 베트남으로 재이동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호주 상품의 대체 시장을 조사했다. 그
리고 보고서는 곡물, 유제품 및 육류는 와인이나 바닷가재 같은 제품보다 대체 시장
을 찾는 것이 더 쉽다고 밝혔다.
2020년에 중국은 호주산 와인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로 인해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2021.2.24).

▮ USDA sees US maize, soybean output rising on year in 2021-22
USDA, 2021-22년 옥수수와 대두 생산량 증가 전망
미국 농무부(USDA)는 2월 19일 곡물 및 오일시드 전망(Grains and Oilseeds
Outlook)에서 2021-22 마케팅 연도(9-8월)에 미국 옥수수와 대두 생산량은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22년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20-21년 전망치인 141억
8천만 부셸에서 6.8% 증가한 151억 5천만 부셸로 예상된다. 한편 대두 생산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45억 2천5백만 부셸로 전망된다.
현재 옥수수 대비 신곡 대두 선물 가격은 중국의 강력한 수요와 2013-14년 이후 가
장 타이트한 재고 사용 비율로 인해 기대된다. 그리고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재배가
장려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21~22년에 옥수수 재배 면적은 120만
에이커 증가한 9,200만 에이커로, 대두는 올해 9,000만 에이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
인다.
평년 기후 복귀 기대감 역시 높은 수확량을 지지하고 있다. USDA는 2021-22년 미
국 옥수수 수확량을 179.5 bu/acre로 전망했다. 2020-21년보다 4.4% 증가했다. 대두
수확량은 전년 대비 1.2% 늘어난 50.8 bu/acre로 추정했다. 그리고 USDA는 2021-22년
미국 옥수수 수출을 26억 5천만 부셸로 전망했다. 2020-21년 추정치인 26억 부셸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또한, 옥수수 수출은 글로벌 무역 성장 기대감과 중국의 지속적
인 강력한 수요를 반영해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22년 미국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15억 5천만 부셸로
보고 있다. 한편 국내 소비도 2020-21년 120억 2천5백만 부셸에서 124억 7천5백만 부
셸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탄올과 사료 및 부산물로 사용되는 옥수수에 대한
추정치도 2021-22년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탄올 추정에 사용되는 옥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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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년에 52억 부셸로 2020-21년에 49억 5천만 부셸보다 높았다. 또한, 사료와 부산
물로 사용되는 옥수수는 올해 56억 5천만 부셸보다 많은 58억 5천만 부셸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에탄올에 사용되는 옥수수는 2020-21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약세에
따라 모터 가솔린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1년 전에 비해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생산자들이 받는 시즌 평균 옥수수 가격은 10센트 내린
$4.20/bushel로 전망된다고 USDA는 전했다.
그리고 2021-22년 미국산 대두 수출은 전년 대비 2.2% 줄어든 22억 부셸로 집계됐
다. 보고서는 “2021-22년 대두 수출은 글로벌 수입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은 제한적인 수출 가능 물량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21-21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대두 기말 재고량은 전년 대비 20.8% 증가한 1억 4천5백만 부셸로 추정
된다. 대두의 시즌 평균 농장 가격은 2020-21년보다 소폭 오른 $11.25/bu로 전망된다.
USDA는 전망에서 미국의 2021-22년 밀 생산량은 2020-21년 18억 2천7백만 부셸에서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재배 면적으로 낮은 수확량을 상쇄하기 때
문이라고 한다.
2021-22년 총 밀 면적은 4천5백만 에이커로 예상하고 있다. 전년보다 651,000 에이
커가 늘었지만, 여전히 5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부 평원지대에서 옥수수와
대두의 순수익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2021-22년 봄밀과 듀럼밀 파종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이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지역, 특히 유럽에서 2021-22년에
미국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미국의 2021-22년 밀 수출은 전
년 대비 6.1% 감소한 9억 2천5백만 부셸로 예상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밀과 옥수수의 가격 차이가 줄어듦에 따라 올여름 사료용 밀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 사료와 부산물 사용의 증가로 인해 미국 밀의 국내 사용이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미 농무부는 낮은 기초 재고와 사실상 변동 없는 작물 사이즈가 결합하게 된다면,
2021-22년 밀 공급량은 7년 만에 최저치인 27억 9천3백만 부셸로 약 6%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공급량이 총 사용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되면서, 2021-22년 기말 재고량은 6억 9천8백만 부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도보다 17% 낮았으며, 2013-14년 이후 가장 낮은 재고 수준이라고 전망에서 밝혔
다. 타이트한 대차대조표가 2020-21년보다 50센트 오른 부셸당 $5.50의 2021-22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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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농장 가격을 지원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2021.2.22).

▮ China’s hunger means smaller than expected soy maize
stockpiles
중국의 곡물 수요 확대는 미국의 콩 옥수수 재고 감소로 이어져
중국의 끊임없는 수요와 글로벌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으로 미국의 옥수수, 밀 대
두 비축량이 예상보다 적다고 한다. 미국 농무부(USDA)는 전망 포럼에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음 시즌 말에 보유분은 3가지 작물에 대한 분석가들의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옥수수 재고는 예상보다 10% 낮으며, 대두는
예상보다 1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밀 보유분 역시 평균 전망치보다 9.2% 하락했으며, 2013-14 시즌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보고서는 “친근한 대두, 약간 친근한 옥수수와 밀이었다. 우
리는 USDA 상품 전망이 새로운 작물에 대한 좋은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지만, 공급과
수요가 실제로 발생하는 일과 거의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시카고 Futures
International LLC의 테리 라일리 분석가는 전했다.
중국은 치명적인 돼지 질병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돼지 사육을 위해 미국산 작
물을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는 이미 기록적인 양의 미국산 옥수수를 사들였고,
카길(Cargill Inc)과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MD) 등 세계 최대의 원자재 거래 업체들
의 중역들은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옥수수 수출은 중국의 구매로 5천만 부셸 증가한 27억 부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자동차들이 도로를 벗어나게 되면서 에탄올
사용은 5%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오와 주 웨스트 디모인에 소재한 컨설팅업
체인 StoneX의 매트 캠벨은 “매우 공격적인 옥수수 수요 수치”라고 말했다. 대두 공급
이 부족하면 수출은 5천만 부셸 감소한 22억 부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
두 분쇄량(crush)은 사상 최대인 22억 부셸로 증가할 것으로 USDA는 예상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입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제한적
인 수출 가능 물량 때문에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옥수수는 시카고에서 정
식 개장을 앞두고 상승했다. 5월 인도분 선물(Futures for May delivery)은 현지 시간
으로 오전 8시 8분에 부셸 당 $5.05로 1% 미만으로 상승했다. 중국이 기록적인 양의
곡물을 사들이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 속에 가격은 이달 초 7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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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리고 5월 대두 선물은 부셸 당 $13.8075로 0.3% 상승한 반면 5월 인도분 밀 선물
은 부셸 당 $666.25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미국 일리노이주 리버 포레스트에 위치한
DC Analysis LLC의 댄 세캔더 대표는 “중국은 2021-22년에 다시 큰 규모로 커질 것으
로 전망된다”고 밝혔다(2021.2.19).

▮ Australia cuts sorghum hopes – even as wheat crop lifted to
record high
호주 밀 작황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 희망을 꺾어
호주는 폭우에 이어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새로 끝난 겨울 작물 수확량 추정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 생산량 회복 전망이 느려졌다고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
부(Abares)는 전했다. 호주의 공식 농작물 관리국은 향후 수수 수확량을 20만 톤 감소
한 152만 톤으로 줄였으며, 주요 동부 재배 지역에서 건기가 계속되면서 298,000톤으
로 감소시켰다고 한다. 1974-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최대 재배 지역인 퀸즈랜드 주에서는 2020-21년에 수수 작물을 심은 지역은 봄철
평균 이하의 강우량으로 제약을 받았다고 전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수수가 어떤
규모로든 재배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Abares는 농민들이 겨울 작물 파종을 최대
화한 후 휴경지의 낮은 가용성외에도 주요 파종 기간에 상층 토양 수분이 낮은 수준
인 점을 언급하였다.
2020-21년 호주의 수수 면적은 511,000헥타르로 12월에 비해 8만 헥타르 감소하였
지만, 지난 시즌 파종한 143,000 헥타르보다는 훨씬 높다. 또한, 쌀의 경우에도 Abares
는 파종 후 호주의 다음 수확에 대한 희망은 줄였다. 지난 시즌 6천 헥타르에서 4만
6천 헥타르로 급증했지만 예상했던 7만 7천 헥타르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Abares는 2020년 초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린 후 “관개용수의 가용성 증가”를 언급하면
서 주요 쌀 생산 지역인 뉴사우스웨일스의 겨울 작물 시즌 성수기 이후 가용 토지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같은 계절에 밀 이후 벼를 심는 것은 뉴사우스웨일스 남부의 밀 수확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면화의 경우, Abares는 이번 시즌 호주 생산량 전망
치를 56,000톤 증가한 562,000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파종은 295,000 헥타르로 당초
예상보다 41,000 헥타르 늘어났으며, 지난 시즌 면적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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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 재배 면적 증가는 공공 댐과 농가의 저장고에서 물의 가용성이 증가했기 때
문이며, 파종은 여전히 평균 수준 이하로 내려왔는데, 이는 일부 지역에서 지속적으
로 낮은 물 저장량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겨울 작물 중에서, 최신 보리, 카놀라 및
밀 작물에 대한 추정치도 상향 조정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스와 서호주에서 수확이
진행되면서 초기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밀의 경우, 수확량 전망치는 217만 톤 늘어난 3,334만 톤으로, 오랜 가뭄이 시작되
기 전에 4계절 전에 수확한 3,180만 톤의 농작물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수치이다. 보리
수확량은 113만 톤 늘어난 1,196만 톤으로 2016년 수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
이다. 카놀라 생산량은 405만 톤으로 추정되며, 지난 시즌 233만 톤의 작물에서 4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난주 미국 농무부(USDA)의 추정치가 너무 낮다는 의견과 함께 밀 수확량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크게 예상되었다. 그러나 Abares 수치는 스위스 곡물
중개회사 애그리머니(Agrimoney)가 언급했던 계약보다 약 3,200만 톤 높은 수준이다.
Abares는 다음 달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조정한 작물 생산 수준이 세계 시장 요인
과 함께 호주의 농작물 수출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는 세계 3위의 수수 수출국이자 4위의 면화 수출국이다. 그 외
에도 보리, 카놀라, 밀의 주요 수출국이다. 유리한 파종 조건에 대한 희망과 함께
2021년 말 수확될 겨울 작물 파종에 대한 생각도 이미 시작되었다(2021.2.16).

▮ Argentine truckers end 20-day strike, freeing barley headed for
China
아르헨티나, 트럭노조 20일간의 파업 종식으로 중국 수출용 보리 항구로
운송
비공식적인 TUDA 협회(Transportistas Unidos de Argentina)에 소속된 트럭 소유주
들은 지난달 고속도로를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보리 작물은 네코체아의 부에노
스아이레스 항구에 있는 수출 터미널로 이동하기 어려웠다.
아르헨티나 보리 시장 컨설턴트인 Agustin Baque는 “네코체아 항구에 중국행 파나
막스급 선박(Panamax vessel) 두 척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이어들은 2월 말까
지 맥아 보리(malting barley)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파업이
계속됐다면 바이어들은 캐나다나 프랑스 같은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해야 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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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전했다.
중국은 통상적인 보리 공급 업체인 호주와 무역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자 중국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프랑스, 캐나다, 아르헨티나에서 수백만 톤의 보리를 사들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트럭 운전사들은 높은 세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그리고 인플레이
션이 심한 이 나라의 저임금과 빠르게 상승하는 연료비에 대해 시위하고 있었다.
TUDA 대변인은 현지 언론에 이번 시위가 끝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아르헨티나 식물성유지류생산자협회(CIARA)와 바이아 블랑카곡물 거래소
(Bahia Blanca grains exchange)는 시위가 끝났음을 확인했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산물 수출 허브인 로사리오는 트럭 운전사들의 파업에 큰 영
향을 받지 않았다. 로사리오의 지방 당국은 파업자들이 도시 인근 도로를 봉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2대 현금 작물(cash crop)인 옥수수와
콩은 대부분 로사리오에서 출하된다. 보리 벨트는 로사리오에서 멀리 떨어진 부에노
스아이레스 남부 지방에 있으며, 바이아 블랑카와 케켄(Quequen)은 주요 곡물 수송
지이다.
바이아 블랑카 곡물 거래소의 수석 분석가는 1월 19일 파업으로 항구에서의 조업
이 정체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파업 기간 동안 388 대의 트럭이 항구에 도
착했는데, 이는 약 11,640톤의 곡물에 달한다.지난 해 같은 기간에는 7,654 대의 트럭
이 곡물 229,620 톤을 싣고 항구에 들어왔다. 하락폭은 95%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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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이충식(국제엔지오, “WTIT-타지키스탄” 프로그램 담당자)*

1)

1. 미국
▮ 2021년 1월
1월 초중순(1월 10일~1월 16일), 남부에 폭설이 내리면서 시작된 이번 주는 그 후
에 강력한 폭풍 전선이 북서부에서부터 중서부까지 강수와 강풍을 일으켰던 것이 특
징이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에서부터 남서부까지 가뭄에 시달린 지역
들을 포함해서 나라의 많은 지역들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주초의 그 폭풍이 수 십년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텍사스 일부를 덮었지만, 남동부
를 횡단하는 동안 약해졌다. 더 먼 북쪽은 폭우가 캐스캐이드 서쪽 지역에 홍수를 촉
발하였는데 강풍 때문에 광범위한 정전 사태가 발생하였다. 북부 폭풍이 동쪽으로 진
행하면서 1월 13~14일에는 강풍 (지역적으로 시속 70~90 마일 또는 그 이상)이 로키
산맥 북부 구역과 평원을 긁고 지나갔다.
중서부 위쪽 일부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눈이 눈보라를 일으켜서 여행이 중단되었
고 일시적으로 가축에 대한 스트레스가 올라갔다. 폭풍우 속에서도 북부는 전형적이
지 않게 온화한 날씨가 지배하여 작년 말에 발달한 추세를 이어갔다. 평원 북부와 중
서부 위쪽의 넓은 지역을 가로질러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20°F 더 높았고,
온기가 동쪽으로 뉴 잉글랜드까지 확대되었다.
극서부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덮였다. 대조적으로 남부 전역은 쌀쌀하여 많은
곳들의 기온이 평년보다 5°F 이상 낮게 유지되었다. 남부 깊숙한 곳에서 가벼운 동결
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텍사스에서 플로리다까지 겨울철 농업 지역에는 별다른 영
향이 없었다.

* leecs24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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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8(No.3), January. 21. 2021.

1월 중순(1월 17일~1월 23일), 캘리포니아, 그레이트베이슨 및 남서부 전역에서 서
늘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이전의 따뜻하고 건조한 상태를 밀어내었다. 한편,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서는 폭우가 진정되었다. 평원과 중서부의 넓은 구역을 포함해
서 국내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에는 강수가 거의 없었다.
건조한 날씨가 동부의 많은 곳으로도 확장되었다. 그러나 남부 전역에서는 주 후반
에 어느 정도의 비(지역적으로 2인치 이상)가 내렸다. 그러나, 비가 내린 범위는 제한
적이어서 텍사스 동부에서부터 앨라배마 중부와 남부까지 이어지는 작은 지역에 국
한되었다.
북부의 따뜻함이 최근 몇 주와 비교해서 그다지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국
내 대부분이 계속해서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경험하였다. 평원의 넓
은 구역들과 멕시코 만 서부 지역에서 미시시피 계곡 하부까지 여전히 여러 지역들에
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10°F 높았다.
평년보다 서늘한 조건의 포켓들은 로키 산맥, 남동부, 태평양 북서부 및 중서부 상
부에만 있었다. 하지만, 한 주가 진행되면서 현저하게 서늘한 공기가 서부에 퍼졌다.
영하의 기온은 대부분 로키 산맥과 노스 다코타와 미시시피 계곡 상부에서 뉴 잉글랜
드 북부까지에 있는 북부에 나란히 있는 주들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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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8(No.4), January. 26. 2021.

1월 하순(1월 24일~1월 30일), 캘리포니아에서 현재까지 이번 철 중에서 가장 강력
하였던 폭풍이 산지 폭설과 함께 가뭄을 완화시켜주는 강수를 내려주었지만 국지성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켰다. 수일 동안 계속된 폭풍 전선의 영향이 캘리포니아를 넘어
서 북서부, 남서부 및 그레이트 베이슨까지 확대되었다.
주 후반, 마침내 그 서쪽 폭풍이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중서부에는 겨울 강수를,
남부 전역에는 소나기를 내렸다. 이전에 있었던 폭풍 전선 하나가 오자크 고원에서
버지니아 남부와 노스 캐롤리나 북부에 이르는 지역을 눈으로 덮으면서 미국 중부와
동부를 횡단하기도 하였다. 평원 북부, 중서부 위쪽 및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남쪽 구
역을 포함하여 국내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덮였다. 한편, 남부의 많은
곳에 온기가 머물러 있기는 하였지만, 더 차가운 공기가 국내 많은 부분에 자리를 잡
았다.
평원 중앙에 눈으로 덮은 지역은 물론이고 태평양 연안 주들 일부와 남서부를 포함
하여 여러 지역들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10°F 낮았다. 메인 주를 제
외하고 대서양 중부 및 북부 주들에 추운 날씨(평년보다 5~10°F 가량 낮은)가 계속되
었다. 고원 중앙에서 뉴 잉글랜드 남부에 이르는 선을 따라 그리고 그 북쪽에는 영하
의 기온이 흔하였지만 혹한의 조건(-20°F 이하)은 대부분 미네소타와 노스 다코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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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한정되었다. 반면, 멕시코 만 연안 서쪽과 중부 주들에서는 주간 평균 수치가 평
년보다 5~10°F 높았다.
<그림 3>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8(No.5), February. 2. 2021.

1월 하순~2월 초순(1월 31일~2월 6일),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북동부 일부에
서서히 움직이는 해안 폭풍이 많은 비를 내려주어 며칠 동안 (바람 부는 날씨와 눈보
라의) 영향이 계속되었다. 비록 상당량의 강수가 북서부에만 국한되기는 하였지만 나
중에 폭풍우성 날씨의 중심이 잠시 미국 서부로 되돌아갔다.
2월 4일에 겨울 날씨가 중서부 위쪽으로 옮겨갔고, 그곳은 눈바람과 돌풍이 불어서
이동에 지장을 주었고 가축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동일한 날씨가 남부 전역에
대체로 가벼운 비를 내렸다. 주말에 북부 및 중앙 평원에서부터 동부까지 강수가 드
문드문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및 중앙 평원에 있는 몇몇 겨울 밀 밭은 추운
날씨가 왔는데도 보호성 눈 덮임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몬타나 북동부에서 미네소타 북부까지 지난 주는 기온이 -20°F 이하로 떨어졌다.
아주 넓은 지역에서 영하의 수치가 발생하였는데 남쪽으로 확장되어 2월 6일에는 캔
사스 북동부와 미주리 북부까지 뻗어나갔다. 일찍이 발생하였던 추위가 남동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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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숙이 도달하면서 플로리다의 포트 피어스(29°F), 베로 비치(30°F), 및 멜버른(31°F)
같은 여러 곳에서는 2018년 1월 18일 이후로 처음으로 결빙이 발생하였다.
플로리다의 몇몇 생산자들이 보호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지만, 감귤류, 딸기류, 사
탕수수 및 채소와 같은 대부분의 민감한 작물들은 그 경미한 결빙을 피하였다. 남동
부의 여러 곳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F 이상 낮았으나, 고원 중부
및 남부와 내륙 북서부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곳들에서는 평년보다 최소 10°F 이
상 높았다. 다른 곳들은, 남캘리포니아에서 남부 평원까지는 2월 초에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였다.
<그림 4>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8(No.6), February. 9. 2021.

▮ 2021년 2월
2월 초중순(2월 7일~2월 13일), 점점 더 세어지는 강추위가 - 남동부 하부 전역과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로키산맥의 중부와 남부의 서쪽 경사면을 제외하고 - 전국을 휩
쓸었다. 한파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광범위하지만 대체로
가벼운 비가 내렸다. 최고 총강수량들 (1~4 인치) 가운데 얼마가 남동부에 내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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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 차폐(precipitation shield)의 북쪽 경계면을 따라 눈이 내렸다. 네브래스카 주와
주변에도 상당량의 눈이 덮였다. 주 후반에는, 점점 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씨가 서
부에 이르렀다.
북서부에서는 얕은 찬 공기층 위로 흐르는 수분으로 인해 상당량의 눈, 진눈깨비,
얼어붙는 비가 쌓이면서 많은 시골 지역 사회와 보이즈, 포틀랜드, 시애틀 같은 도시
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소나기가 캘리포니아처럼 먼 남쪽까지 퍼졌고 남서부는 잠시
스쳐 지나갔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상태가 북부의 일련의 주들에 걸쳐서 퍼졌고,
2월 13일에 겨울 날씨가 미국 중남부 전역에 걸쳐서 시작되어 2월 14~15일에는 대량
의 눈, 진눈깨비, 얼어붙는 비가 내렸다. 북부 및 중부 평원과 중서부 상부 전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0~30°F 낮았는데 북부 고평원은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30~45°F 낮았다.
몬태나 주 북동부와 다코타 주 서부의 몇몇 일부를 아우르는 지역에 있는 겨울 밀
밭들에는 보호해주는 겨울 눈이 없어서 극심한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이 가중되었다. 중부 및 남부 평원들의 보호받지 못하였던 밀밭에는 가장 추운
날씨가 오기 전인 2월 13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수준으로 눈이 내렸다. 2월 15~16일
에는 최대치의 세력을 가진 북극 한파가 남부 깊숙이 도달하여 리오 그란데 계곡 하
부에는 단단한 결빙이 일어났다.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귤류, 사탕수수, 겨울 채소 등 동파에 민감한 텍사
스의 작물들에 대한 잠재적 피해가 조사 중에 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2월 6~7일
주말부터 시작해서 위험스럽게 추운 저온과 돌풍의 조합이 북부 평원과 중서부 상부
에 영향을 미쳤다. 몬태나에서 미네소타 북부까지 극한의 풍속냉각 최저 기온이 -50°F
이하로 떨어지면서 극한 조건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가축의 스트레스가 가
중되었다. 2월 13일 이후에 발생한 극단적인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주에 게
시될 것이다.

372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그림 5>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8(No.7), February. 17. 2021.

2월 중순(2월 14일~2월 20일), 연속적인 폭풍들이 북극 돌풍과 상호작용하면서 북
서부 및 남부 평원에서부터 남부 중앙 및 중서부 하부까지 눈과 얼음이 광범위하게
축적되었다. 동부지역에도 강수가 있었는데, 중북부 대서양 연안 주들에는 눈, 진눈깨
비 및 얼어붙는 비가 언급되었다. 정전이나 여행 중단과 같이 폭풍 및 추위 관련 문제
들이 미국 북서부와 남중부 지역을 괴롭혔다.
이어지는 충격들 가운데 음용수 부족 문제가 포함되었는데, 특히 텍사스에서 심하
였다. 축우 생산자들은 가축을 구해내기 위해서 눈, 혹한 및 사료와 물의 부족을 겪으
면서 싸웠고, 일부 낙농업과 가금류 경영자들은 전력 및 열 부족과 싸웠다. 눈이 덜
내렸고 혹독한 환경에 더 익숙한 덕분에 농업에 미친 영향이 덜 하기는 하였지만, 혹
한의 날씨가 북부 평원과 중서부 위쪽까지도 덮었다.
그러나 보호해주는 덮인 눈의 깊이가 얕거나 없는 지역들에서는 겨울 밀에 대한 우
려가 있었다. 밀 지역들은, 북부 및 중앙 평원 일부를 포함해서,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추운 날씨에 노출되었다. 다른 곳에서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사탕수수는 물론이고, 텍사스의 감귤류와 채소처럼 생산자들이 결빙에 영향을 받는
남부 농작물들을 계속 감시하였다. 둘째 주 내내 찬 공기가 미국 중부를 가로질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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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몰아치면서 중앙 및 남부 평원에서부터 미시시피 계곡 중부와 하부까지 주간 평
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20~30°F 낮았다.
미국 남중부를 보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추운 날씨 때문에 텍사스 및 기타 미국 중
부의 기타 일부 지역들에서는 정전, 물 부족, 여행난의 장기화로 인해 육류 및 유제품
의 공급 사슬을 끊어져서 농업적 이익에 지대에 영향을 미쳤다. 주 후반에는 평원 전
체적으로 기온이 반등하기 시작하여 기반시설 보수 등 한파 복구 노력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대분지와 남서부 사막과 함께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반도 만이 추운 날씨를 완전
히 피하였다. 남플로리다 일부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F 가량 높았다.
<그림 6>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8(No.8), February. 23. 2021.

2월 하순(2월 21일~2월 27일), 혹독한 날씨가 2주간 계속된 후에 갑자기 정상 상태
로 돌아오면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망가진 수도관 보수 등, 추위와 폭
풍 피해 복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특히, 텍사스는 며칠 동안 건조한 날씨와 평
년 이상의 기온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사실,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
은 주간 기온이 우세하게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 이상이어서 평원 북부와 중서부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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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평균 수치는 평년보다 적어도 10°F 이상 높았다.
대조적으로 인터마운틴 웨스트 지역은 상태가 서늘하여 많은 곳들에서 평년보다
5°F 이상 낮은 기온을 유지하였다. 매서운 찬 공기가 빠르게 물러감에 따라 영하의 기
온은 대체로 로키 산맥과 북부 지역으로 국한되었다. 주 후반에는 내륙 남부를 따라
습한 날씨가 발달하였다. 2월 마지막 주에는 켄터키 강과 여러 지류를 따라 중간~큰
홍수가 발달하였고, 텍사스 북동부에서 애팔래치아 중부까지는 매우 큰 지역을 가로
질러 작은 홍수가 확대되었다.
2월 말에는 북동부와 북서부 일부에도 강수가 있었지만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건
조하였다. 한편, 광범위하게 눈이 녹으면서 전국(본토의 48개 주)의 눈 덮임 면적이
2월 15~19일의 70% 이상에서 2월 27일에는 30%로 감소하였다.
미국 서부 남쪽의 3분의 2에서 늦겨울 강수량이 부족하여 땅 위를 흐르는 빗물의
양에 대한 불량한 전망치 때문에 향후 물 공급 부족 가능성이 올라갔다. 미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2월 말에는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및 유타에서 극심하고 예외
적인 가뭄(D3-D4)이 75~95%에 달한다고 한다.
<그림 7>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8(No.9), March.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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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하순~3월 초순(2월 28일~3월 6일), 2월 말 시작된 폭우는 남동부 내륙 일부 지
역에 걸쳐서 3월초까지 계속되었다. 켄터키 강과 그린 강을 포함한 켄터키 일부 지역
에서 중간 내지 큰 홍수가 발생하였는데 작은 홍수는 대체로 텍사스 북동부에서 오하
이오 계곡까지 아주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남동부에서 비가 그친 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가 평온하였다. 드문드문
내린 강수가 평원 중부와 태평양 북서부 등 몇 지역에 영향을 미쳤지만, 미국 서부
및 중부의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였다. 플로리다 반도에서는 온
화한 날씨가 지속되었고, 미국 북중부에서는 둘째 주 내내 계속되었다.
하지만 국내 다른 많은 지역들에서는 기온이 거의 평균에 가깝거나 평균보다 낮았
다. 북동부 전역에 걸쳐서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발달하였는데, 여러 지역에
서 주간 측정값이 평년보다 5°F 이상 낮았다. 그러나, 더 서쪽으로는 인근 주의 일부
를 포함해서 몬태나, 네브라스카, 및 타코타 주의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
보다 최소 10~50°F 높았다.
국내 중부 전역에서 기온이 상승하고 남아 있던 눈이 모두 사라지면서 가뭄에 영향
을 받은 지역들에서는 토양 수분 부족이 휴면에서 깨어나고 있는 겨울 밀에 스트레스
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었다. 게다가, 조만간 파종될 여름 농작물의 경우 수
분이 제한될 수 있고 어떤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8>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8(No.10), March.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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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3월 초순(3월 7일~3월 13일), 미국 서부에서 한 쌍의 폭풍이 발생하여 넓은 지역에
걸쳐서 주중에서 주말까지 비와 눈을 내려주었다. 첫 번째 폭풍이 와이오밍에서부터
중서부 위쪽 일부까지, 주로 10월 10일에, 하나의 띠를 형성하며 비를 일으켰다. 두
번째 폭풍도 주로 로키 산맥 중부와 인근 고 평원에 폭설을 내려주었다.
주 늦게, 일요일인 3월 14일까지 계속해서, 가장 많은 강수가 내렸는데, 그때 그 두
번째 폭풍이 로키 산맥과 평원의 중부와 남부 구역을 가로질렀다. 국지적인 폭우가
동쪽으로 오자크 고원을 가로질러 오하이오 계곡 아래쪽으로 확장되어 저지대 홍수
를 유발 또는 지속시켰다.
대조적으로 멕시코 만과 대서양 연안 주들에 걸쳐서 일주일 내내 대체로 건조한 날
씨가 만연하였다. 다른 곳에서는 그 두 개의 폭풍이 지나가면서 태평양 연안에서 그
레이트 베이슨과 인터마운틴 웨스트까지 서늘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유지되었
다. 그러나, 강수의 대부분이 북서부 내륙을 우회하였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일부 지역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F 이상 낮았지만
평원, 중서부, 중남부 및 북동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은 평균 기온이 5°F 이상 높았
다. 중서부 북부 지역은 평균 수치가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최소 10~15°F 이상 높았다.
<그림 9> 가뭄 모니터

자료: USDA,｢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8(No.11), March.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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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 2021년 1월
1월 초중순(1월 10일~1월 16일), 춥고 불안정한 날씨가 유럽의 많은 지역을 덮쳤으
며, 동부 재배 지역에서는 이번 철의 첫 번째 광범위한 강설이 관측되었다. 영국에서
남동쪽으로 프랑스 북부와 동부까지, 독일과 폴란드의 북부도 포함하여, 보통 내지
강한 강수(10~80 mm 액체 등량)가 보고된 한편 북쪽으로 향한 알프스에는 아주 큰
폭설(100 mm 이상의 액체 등량)이 내렸다.
이탈리아 중부와 남부(10~50 mm)에서부터 발칸 남부(20~90 mm, 그리스에서는 지
역적으로 100 mm 이상)에도 폭우와 산지 눈이 내렸다. 중유럽과 북유럽내 다른 곳은,
많은 지역에서 첫 눈을 보고하면서, 가볍거나 중간 수준의 강수(2~20 mm)가 보고되
었다. 헝가리 중부와 북세르비아의 밭에는 여전히 눈 덮임이 없이 비바람에 씻겼지
만, 주말에 동프랑스와 남독일에서부터 동유럽까지는 중간 내지 두꺼운 설괴빙원
(5~20 cm)이 확대되었다.
불안정한 기상 패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북부 및 발칸 반도에는 건조
한 조건이 만연하였다. 유럽의 많은 지역이 평년보다 추운 날씨로 만연하였지만 (평
년보다 1~4°C 낮았고, 지역적으로는 스페인과 노르웨이에서 평년보다 5°C 이상 낮았
음), 스페인(밤 최저 기온이 -10°C 가량)에서 추위에 노출된 영양기 겨울 곡물들이 말
라죽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동사(凍死)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1월 중순(1월 17일~1월 23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최근의 추운 기간을 대체하면
서 불안정한 날씨가 만연하였다. 일련의 요란이 유럽 북부, 중부, 서부 대부분에 계속
해서 비와 눈(10~50 mm 액체 등량, 산악 지역은 지역적으로 더 많이)을 내리고 있었
다. 결과적으로 수분 공급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반휴면 및 영양기 겨울 곡류 작물
들에게 - 대륙 나머지에 있는 휴면기 겨울 작물들은 물론이고 - 계속 유익하였다.
그러나 다뉴브 강 계곡 하부는 강수가 그냥 지나쳤는데 이것이 최근의 과도한 습윤
(30일 강수총량이 평년의 200~500%)에서 좋은 휴식기를 제공해주었다. 지난 주의 추
운 기간 이후에 7일간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평균 기온은, 유럽 북동부에서 질질
끌었던 쌀쌀한 날씨(평년보다 최대 5°C 낮은)를 제외하면, 평년보다 2~4°C 높았다. 독
일 남동부에서 발트해 국가들까지는 여전히 얕은 눈 덮임이 남아 있었지만, 이 온기
가 대륙의 중부와 동부에 덮여 있었던 눈을 많이 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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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하순(1월 24일~1월 30일), 모니터링 기간 동안 대륙 대부분에서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성행하였다. 일련의 요란 때문에 계속해서 유럽 대부분에 비와 눈(10~65 mm
액체 등량, 강수가 내리기 쉬운 산악 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더 많이)이 내렸는데, 특
히 그리스와 발칸 반도 서쪽 지역에는 폭우(75~150 mm)가 내렸다. 당연히, 대륙 나머
지에 있는 휴면 중인 겨울 작물들은 물론이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반휴면 및 영양기
겨울 곡류들에게 공급된 수분들은 알맞은 수분이었다.
프랑스에서 발칸 반도까지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C 높았고, 스페인에서는 평년
보다 최대 7°C 높았다. 그 온기로 서부와 중부 재배 지역은 눈 덮임이 없었지만, 독일
남동부에서 발트해 국가들까지는 얇은 눈덮임(2~10 cm)이 남아 있었다. 또, 얇은 눈
덮임이 있었던 지역들은 기온이 다소 낮았던 (평년에 더 가까운) 지역과 일치하였다.
1월 하순~2월 초순(1월 31일~2월 6일), 지난 7일간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대륙 대
부분에서는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일련의 대서양 폭풍이 계속 동쪽으로
진군하면서 대서양 연안에서 동유럽의 많은 곳까지 광범위한 비(서부와 남부)와 눈
(북동부)을 발생시켰다. 유럽 남부와 남동부 일부에서 좀 더 건조한 상태(5 mm 이하)
가 나타났지만, 일주일 동안 대부분의 재배 지역들에서 총 강수량(액체 등량)이
10~65 mm 였다. 결과적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있는 반휴면 내지 영양기 겨울 곡
류에게, 대륙의 나머지 지역에 있는 휴면 겨울 작물들은 물론이고, 습기 공급은 적당
하거나 풍부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발칸반도까지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7°C 높아서 서부의 경
작지는 눈 덮임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었다. 반면, 독일 동부에서 발트해 국가들까지
는 추운 조건(평년 대비 최대 3°C 이하)이 계속되었고 얕은 눈 덮임(2~10 cm)이 남아
있었다.

▮ 2021년 2월
2월 초중순(2월 7일~2월 13일), 북유럽에는 매서운 추위가 그리고 남부 지역은 온
기가 지속되는 등 불안정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중유럽과 북유럽을 가로질러 서쪽으
로 계절에서 가장 추운 날씨가 치솟았고 대륙의 북반부에서는 한 주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C 낮았다.
독일에서 발트해 연안 국가들까지 최저 기온이 -18°C 또는 그 이하였지만, 더 추운
겨울 농작물 지역들 대부분은 중간~두꺼운 설괴빙원으로 덮여서 단열되었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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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영국의 눈이 없는 지역들에서 기온은 동사(凍死) 임계치 -17°C보다 크게 웃돌았다.
더 남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동쪽으로 발칸 반도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C 높았다. 광범위한 강수가 계속되었는데, 독일에서부터 동쪽으로 북유럽에 눈으
로 내린 총강수량은 다소 적었다(2~20 mm 액체 등량).
한편, 대륙의 남쪽 절반에 걸쳐서는 중간~강한 비 및 산의 눈(10~100 mm 액체 등
량, 국지적으로 더 많이)이 보고되었다.
2월 중순(2월 14일~2월 20일), 유럽의 서쪽 및 북쪽 끝 부분에는 여전히 비와 눈이
내렸지만, 대륙의 많은 지역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상태가 정착하였다. 지난 주 한파
이후 유럽 서반부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6°C 높았으나,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서
남쪽으로 그리스까지는 추운 날씨(평년보다 2~6°C 낮은)가 계속되었다.
북유럽에 얕거나 적당한 정도의 눈 덮임(2~20 cm)만 남았을 뿐 온기 때문에 많은
곳의 설괴빙원이 녹았다. 대륙의 서쪽과 북쪽 둘레를 따라 적당하거나 강한 비와 눈
(10~90 mm, 액체 등량)이 보고되었지만,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였다(5 mm 이하). 습
한 가을과 겨울 덕분에 봄 생장에 필요한 수분 공급은 적당하거나 풍부하게 유지되었
고 겨울 작물의 전망은 호조를 유지하였다.
2월 하순(2월 21일~2월 27일), 아주 따뜻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야외 작업을
촉진시키기는 하였지만, 겨울 작물들을 재촉해서 평년보다 훨씬 빨리 휴면에서 깨어
나도록 하였다. 유럽 남중부에 광범위하게 정박해 있는 고기압 때문에 프랑스에서 동
쪽으로는 날씨가 맑았고, 기온은 평년을 훨씬 웃돌았다(평년보다 5~10°C).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이 온기 때문에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이 평균보다 4주나 앞당겨 휴면에
서 깨어났고, 유럽 북동부에서는 겨울 작물들이 내한성을 잃고 있지만 주간 끝에도
여전히 절반 정도는 휴면 상태에 있었다.
평상시와 다르게 이른 영양 생장이 작물 전망에 바로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잠재
적으로 늦은 계절에 올 수 있는 급동결로 인해서 끝마름이나 동사(凍死)가 발생할 위
험은 증가한다. 건조한 기후 체제에도 불구하고, 고지대 주변을 가로지르는 폭풍이
스페인, 영국 및 노르웨이의 서부 지역에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10~100 mm, 지역
적으로 더 많이)를 내려서 영양기(남부) 또는 녹색기(북부) 겨울 작물들에게 양호하거
나 우수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고 있었다. 습한 가을과 겨울 덕분에 유럽 전역에서
봄 성장을 위한 수분 공급이 전반적으로 적당하거나 풍부하게 유지되었고 현재의 겨
울 작물 전망은 여전히 양호한 편이었다.
2월 하순~3월 초순(2월 28일~3월 6일), 서부 재배 지역에서는 온화하고 대체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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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날씨가 야외 작업과 겨울 작물 발달을 촉진시킨 반면, 북동부 경작지의 겨울 곡
류와 유지작물들은 여전히 휴면 상태에 있었다. 영국은 여전히 서늘한 상태(평년 대
비 최대 2°C 이하)에 있었지만, 넓은 고기압 지역은 맑은 하늘과 평년 이상의 기온(평
년 대비 2~5°C 이상)을 유지하였다.
지난 주만큼 포근함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프랑스, 독일 서부, 및 다
뉴브 강 계곡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5°C가 넘어가서 겨울 농작물의 녹화가 더 촉진
되었다. 반대로, 독일 동부와 유럽 북동부 전역에서는 7일 평균 기온은 5°C 미만이어
서 이 기간 말에 겨울 밀, 보리 및 유채가 여전히 휴면 중이었음을 나타내었다.
건조한 기후 체제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 변동성이 크기는 하였지만
-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1~40 mm, 국지적으로 안달루시아 남부에는 100 mm 이상)
들이 영양기 겨울 밀과 보리를 위해서 수분 공급을 양호 또는 우수하게 유지해주었
다. 발칸 반도 남부에서 단기 건조(3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미만)가 발달하기는 하
였지만, 전반적인 겨울 농작물 전망은 유럽 대부분에서 호조를 보였다.

▮ 2021년 3월
3월 초순(3월 7일~3월 13일), 날씨가 더 서늘하면서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겨
울 작물들에 대한 초기 전망을 양호하게 유지해주었다. 일주일을 건조하게 시작하였
지만, 다뉴브 강 계곡의 하류를 포함해서 중유럽과 북유럽의 많은 곳에는 가볍거나
적당한 소나기(5~45 mm)가 확장되면서 최근의 건조 기간 이후의 토양 수분을 유지하
거나 개선하였다.
아주 따뜻하였던 2월 말이 일부 겨울 작물들의 휴면 타파를 재촉한 이후, 중유럽과
북유럽의 많은 곳들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에 가까웠고, 폴란드 남부에서부터 발칸
반도까지는 평년보다 최대 3°C 낮았다. 5°C 미만의 주간 평균 기온은 대륙의 북동부
사분면에 걸쳐서 겨울 작물들이 여전히 휴면 상태에 있고 다뉴브 강 계곡에서는 성장
이 상당히 둔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서부 경작지에서는 7일 평균 기온이 5°C 이상이어서 영국, 프랑스 및 스페
인의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은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습한 가을과 겨울
이후로 유럽 대부분에서 겨울 작물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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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시아
▮ 2021년 3월
3월 초순(3월 7일~3월 13일), 중국 동부 전역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함이 한
차례 발생하면서 겨울 밀이 평상시보다 일찍 녹화되도록 계속 촉진하였다. 지난 몇
주 동안 기온이 지속적으로 평년보다 1~5°C 높아서 하루 평균치가 5~10°C 사이에 있
었다. 게다가 양쯔 계곡에서는 그 따뜻한 날씨가 유채의 이른 녹화를 촉진하였고, 남
부 성들에서는 벼의 이른 파종을 장려하였다. 더욱이 최근에 내린 비(밀 지역은 1~10
mm, 유채와 벼 지역은 10~50 mm 이상)를 포함한 강우 기간이 토양 수분을 높이고
좋은 성장 조건을 보장하였다.

4. 호주
▮ 2021년 1월
1월 초중순(1월 10일~1월 16일), 간헐적인 비(1~10 mm, 지역적으로 그 이상)와 햇
볕 덕분에 남퀸즈랜드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의 면화와 수수는 양호한 전망을 유지
하였다. 기온이 평년보다 2°C 가량 낮았지만,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여
(최대 기온이 낮거나 중간 섭씨 30도대) 여름작물의 발달에 유리하였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은, 호주 남부와 서부는 날씨가 건조하여 늦겨울철 작물 수확이
지체 없이 계속될 수 있었다. 호주 낙농부에 따르면 대략 98% 수확되어 조만간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중순(1월 17일~1월 23일), 퀸즈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따뜻
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어 면화와 수수의 발달을 도와서 이 작물들의 잠
재 수확량을 더욱 올려주었다. 이 비는 주요 여름작물 생산 지역에서 비교적 널리 퍼
져서 대부분의 지역에 15~50 mm의 비를 내렸다. 일주일 동안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3°C 낮았지만, 일간 최고 기온이 대체로 섭씨 높은 20도대와 낮은 30도대 사이에
있어서 작물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1월 하순(1월 24일~1월 30일), 퀸즈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는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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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하고 평년보다 다소 따뜻하여 여름작물의 발달이 촉진되었고, 수확량 전망을 양
호 또는 우수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2°C 높았고
최대 기온은 대체로 섭씨 30도대였다.
남쪽으로 더 멀리,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와 빅토리아에 폭우(25~100 mm)가 내려
서 벼와 면화에 추가로 필요하였던 수분을 해소해주었지만 지역에 홍수를 일으켰다.
호주의 남동부에서 대부분의 여름작물들은 관개된다.
1월 하순~2월 초순(1월 31일~2월 6일), 뉴 사우스 웨일즈에 광범위하게 내린 비
(25~100 mm)가 면화, 수수 및 기타 여름작물들을 위해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을
유지해주어서 작물 전망을 양호 또는 우수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대 중후반에 있었던, 평년보다 서늘한 날씨(평년 대비 2~3°C 이하)가
작물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더 먼 북쪽, 퀸즈랜드 남부에서는 비교적 건조한 날씨 포켓이 지역에 추가 관개 필
요성을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맑고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
씨가 여름작물의 발달에 박차를 가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작물 전망은 여전히
양호하였다.

▮ 2021년 2월
2월 초중순(2월 7일~2월 13일), 퀸즈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대부분에
걸쳐서 광범위한 소나기(5~25 mm, 국지적으로 더 많이)가 내려서, 면화와 수수의 발
달을 촉진하여 작물 전망을 양호하거나 우수하게 유지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호주
남동부에서는 건조한 날씨 포켓이 지속되면서 표토 습기가 국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층토 수분이 적당하고 관개 비축량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농작물 상태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퀸즈랜드 남부에서는 평
균 기온이 평년에 가까웠고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평년보다 1~2°C 낮았다.
2월 중순(2월 14일~2월 20일), 몇 차례 드문드문 내린 소나기(대체로 5 mm 미만)를
제외하면 퀸즈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의 주요 여름작물 생산 지역은 건조한 날
씨가 지배하였다. 하늘이 대체로 맑은 덕분에 미성숙 면화와 수수의 성장이 촉진되었
고 재배 초기에 파종된 품종들의 성숙을 도왔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높
은 20도대에서 낮은 30도대(섭씨) 사이였고, 이번 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았
다(평년보다 1~2°C 낮은).

383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2월 하순(2월 21일~2월 27일), 퀸즈랜드 남부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5~25 mm)가
미성숙한 여름 농작물을 위한 수분 공급을 국지적으로 유지해주었고, 건조 포켓들은
재배 초기에 심어진 작물들의 성숙을 도왔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작물의 발달을
재촉하였는데,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C 높았고, 최고 기온은 중상위 30도대(섭씨)에
있었다.
더 남쪽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 북동부에 내린 흠뻑 적시는 비(25~50 mm, 국지적으
로 더 많이)가 미성숙한 면화와 수수를 위한 토양 수분을 적당하거나 풍부하게 유지
해주었다. 그러나 이 비는 가장 일찍 성숙하는 품종들에게는 건조를 방해하여 수확이
가까워짐에 따라 작물 품질에 대해서 다소 우려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 평균 기온
은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 이하(평년 대비 최대 2℃ 이하)였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30
도대 중반이었다.
2월 하순~3월 초순(2월 28일~3월 6일), 퀸즈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
서는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가 미성숙 면화와 수수에게 유익하였고, 한편 좀 더 건
조한 날씨 포켓들은 가장 빨리 성숙한 작물들에게 건조와 수확에 도움을 주었다. 퀸
즈랜드 남부에 좀 더 높은 강우량(25 mm 가까이)이 보고된 가운데, 대부분의 장소에
서는 15 mm 미만의 강우량이 내렸다.
여름작물의 주요 생산 지역들의 평균 기온은 평년에 가까웠고(평년의 2°C 이내),
최대 기온은 대체로 섭씨 30도대 초중반이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에서는, 건조한 날
씨가 호우 남동부를 뒤덮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호주의 밀 벨트에는 흠뻑 적시는
비(25~100 mm)가 널리 내리면서 겨울 작물 파종에 앞서서 토양 수분을 충분히 올려
주었다. 밀, 보리 및 캐놀라 파종은 대개 4월 중순에 시작한다.

▮ 2021년 3월
3월 초순(3월 7일~3월 13일), 호주 동부의 많은 부분에 흠뻑 젖는 비(25~50 mm, 국
지적으로 더 많이)가 내려서 미성숙 면화와 수수를 위해서는 수분 공급을 적당하거나
풍부하게 유지해주었고, 겨울 작물을 파종하기에 앞서서 토양 수분을 더욱 올려주었다.
하지만 그 비는 가장 일찍 성숙한 면화와 수수의 건조와 수확을 방해하여 수확을
기다리는 동안 이 작물들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주요
여름작물 생산 지역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에 가깝게 (평년의 1°C 이내) 유지되었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낮은 또는 중간 30도대(°C)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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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르헨티나
▮ 2021년 1월
1월 초중순(1월 10일~1월 16일), 절실히 필요하였던 비가 주요 농업 지역을 적셔서
여름 곡물, 유지작물 및 면화가 더욱 정상적으로 발달하는데, 필요한 토양 수분 보유
량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역에서 총강우량이 25~100
mm였는데, 라 팜파에서 북동쪽으로 차코와 코리엔테스의 남부까지 가장 많은 양(50
mm 이상)이 집중되었다.
먼 북쪽(특히 살타와 포모사)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C 높았으나 다른
곳에서는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낮아서 증발산을 통한 수분 손실량을 낮췄다. 중
앙 아르헨티나는 전반적으로 선선한 패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 최고 기온이
종종 낮거나 중간 수준의 섭씨 30도대에 도달하여 옥수수, 대두 및 기타 작물들의 성
장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수분과 온도에 민감한 발달기에 근접하거나 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대두는 1월 14일 현재 각각 91% 및 97% 파종
되어 두 작물 모두 작년과 비슷한 속도를 보여주었다. 면화 파종은 단지 1 포인트만
진행되어 90%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작년과 비교해서 대략 10% 뒤쳐진 것이다. 한편,
밀은 99% 수확되어 작년 속도보다 2 포인트 앞섰다. 생산을 주도하는 부에노스아이
레스 주에서는 97% 수확되어 작년 속도보다 4 포인트 빠르다.
1월 중순(1월 17일~1월 23일), 지난 주의 호우 이후에 대체로 건조하고 서서히 따
뜻해지는 날씨 덕분에 중앙 아르헨티나에서는 여름 곡류와 유지 작물들의 빠른 성장
이 촉진되었다. 1월 17일에 마지막으로 한 차례 가볍거나 적당한 소나기(대체로 10
mm 미만)가 내린 후에 라 팜파,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코르도바, 산타 페 및 엔트
레 리오스를 포함한 남부 농업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지배하였다. 주말에는 전 지역
에서 낮 최고 기온이 중간 및 높은 30도대(섭씨)에 이르렀다.
살타와 코르도바 북부에서 동쪽으로 코리엔테스 전역으로 주초에 총 10~50 mm의
상당한 비가 내리기는 하였지만, 비슷한 조건들이 더 북쪽으로 퍼져갔다. 또한, 최고
기온이 높은 30도대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의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2°C 낮
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21일 현재 옥수수와 콩이 각각 96% 및 99% 파종되
었는데, 두 작물 모두 작년과 비슷한 속도를 보였다. 면화 파종은 밀과 보리 수확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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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기 파종하였던 옥수수와 대두는 생식기와 종실비대기를
지나 진행하고 있었다.
1월 하순(1월 24일~1월 30일), 이 지역의 많은 곳에 다시 철 아닌 강우가 내려서
영양기 및 생식기 여름작물들을 위한 수분 매장량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코르
도바에서 엔트레 리오스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에 가장 많은 비(50~150 mm)가 집
중적으로 내렸는데, 여기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북서부에 있는 농업 지역들이 포함
되어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 팜파에 있는 그 밖의 구역들에는 좀 더 가벼운 비(25 mm
또는 그 미만)가 내렸는데, 두 주 모두 최남단 농업 구역들에는 10 mm 미만 만이 기
록되었다. 산타페 북부에서 포르모사 동쪽까지 적당한 비 또는 폭우(25~100 mm, 지
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린 더 먼 북쪽은 출현기 및 영양기 중에 있는 면화의 전망을
더욱 개선해주었다.
살타 북부 인근에 비슷한 양이 기록되었지만, 그밖에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와 차
코 서부의 여름작물 지역들을 포함하여 더 건조한 조건들(곳곳마다 10 mm 미만의 총
강우량)이 우세하였다.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2°C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 중상위권에 도달하여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여름 곡류, 유지작물 및 면화의
빠른 발달을 촉진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보고들에 따르면, 여름작물 파종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옥수
수와 대두는 상당량이 생식기와 종실비대기를 지나고 있었다. 또, 농업부는 조기 파
종하였던 북부 농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바라기는 17% (작년의 26% 대비) 수확되었다
고 집계하였다.
1월 하순~2월 초순(1월 31일~2월 6일), 대부분 지역에서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가
여름작물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습기를 유지해주었다. 북동부의 넓은 지역(포모사에서
남쪽으로 산타페와 엔트레 리오스까지)과 부에노스 아이레스 북동부 부근에서 총 50
mm 이상의 강우가 보고되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중부에서 북쪽으로 살타 전체로
까지 다소 약한 비(10~25 mm, 국지적으로 50 mm까지)가 내렸다.
앞서 언급한 지역들에 유익한 비가 계속 내리면서 이른 철 건조에 영향을 받은 곳
들에서 옥수수와 대두의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계절에 맞지 않게 포근
한 날씨(평균 기온은 2~4°C,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낮은 30도대(섭씨)로 제한됨)도
여름 곡류와 유지 작물이 생식기로 진행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반면, 라 팜파
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부 농경지에서는 계절에 맞지 않은 건조가 계속되어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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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차 작물 대두를 위해서 수분이 필요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더 이른 시기에 심은 북부 농경지대를 중심으로 해바라
기는 19% 수확되었다(작년의 29% 대비). 게다가, 북동부(엔트레 리오스, 코리엔테스
및 산타페 북부 지역)에서는 옥수수가 성숙하기 시작하여 곧 있으면 수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2021년 2월
2월 초중순(2월 7일~2월 13일), 아르헨티나 중부의 여름 곡류와 유지작물 지역에
걸쳐서 건조한 상태가 발달하면서 북부 농경지 전역에 계속 비가 내렸다. 가장 심한
비(50~100 mm)가 북서부와 그리고 국지적으로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엔트레 리오
스 동부 지역에 내렸다. 그 밖의 지역에는 더 건조한 상태가 우세하여 라 팜파와 부에
노스아이레스 서부에서 산타페 중부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에는 10 mm 미만이 기
록되었다.
북동부(차코 동쪽에서 미시오네스까지)에는 비슷한 건조 포켓이 집중되었다. 더 건
조한 상태로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많은 곳들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C 낮았고, 낮 최고 기온의 범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의 20도대 초반(섭씨)
에서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북부와 그 주변의 높은 30도대 사이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월 11일 현재 해바라기 수확은 조기 파종된 북부 농경
지 주도로 23%(지난해 34%)가 끝났다. 또한 옥수수와 1차 작물 대두는 상당량이 종실
비대-성숙기 중에 있고, 이른 수확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게다가,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의 면화는 성숙 중에 있었고 최근에 강우가 증가되기는 하였지만, 이전의 건
조기 때문에 피해를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다.
2월 중순(2월 14일~2월 20일), 몇몇 주목할 만한 건조 포켓이 지속되기는 하였지만,
주초에 내린 소나기들이 아르헨티나 중부의 많은 지역에서 여름작물들을 위한 습기
를 증가시켰다. 북부 라 팜파에서부터 북쪽으로 살타를 거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
동부 해안을 따라 가장 많은 비(25~50 mm, 몇몇 일부 보도에 따르면 100 mm 가까
이)가 집중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엔트레 리오스의 많은 지역과 산타 페의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다
른 많은 곳들에는 10 mm 미만의 강우가 기록되었다. 더 동쪽에 있는 이들 농업 지역
들은 재배기 내내 장기간 건조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의 수확 전망을 유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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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시 계절성 강우가 내려야 할 것이다. 낮 최고 기온이 여러 날 30도대 중하반(섭
씨)에 도달하기는 하였지만, 아르헨티나 중북부에 있는 주요 농업 지역들은 주간 평
균 기온이 평년보다 1~2°C 낮았다.
올 여름철 강우가 변덕스럽기는 하였지만, 스트레스 성 더위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
간 지속된 건조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월
18일 현재 해바라기 수확은 26% 끝났는데(작년의 36% 대비), 일찍 심은 북부 농업 지
역이 이런 결과를 주도하였다. 따라서, 옥수수와 대두는 대부분 미성숙하였고 추가
강우가 있을 경우 여전히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2월 하순(2월 21일~2월 27일), 대체로 건조하고 계절에 맞지 않은 따뜻한 날씨가
이 지역의 많은 곳을 지배하면서 미성숙 여름작물들의 수분 수요를 올렸고, 토양을
건조하게 하였다.
기록으로는 소나기가 널리 산발적으로 내렸지만(강우 총량 10~25 mm, 국지적으로
는 50 mm에 도달), 아르헨티나 중부의 다수확 농지대(특히 산타페, 엔트레 리오스 및
코르도바 동부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북서부에 있는 인근 지점들)에는 건조 포켓들
이 계속 머물러 있어서 현재의 수확 전망을 유지하려면 비가 필요하였다.
지난 주에 유익한 비가 내린 이후에 북부에 있는 대표적인 면화 지역들은 날씨가
다시 건조해졌다. 지난 몇 주와 달리 아르헨티나의 거의 모든 농경지에서 평균 기온
이 평년보다 2°C 높아져서 증발로 인한 수분 손실이 증가되었다.
아르헨티나 중부에서 낮 최고 기온이 낮은~중간 30도대(섭씨)에 그리고 먼 북쪽은
여러 날 동안 낮은 40도대까지 도달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생산 지역 남
부에서 야외 작업이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2월 25일 현재 해바라기는 26%에서 변하지
않았다(작년의 36% 대비).
2월 하순~3월 초순(2월 28일~3월 6일),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함과 건조함이 많은
주요 농업 지역 전체에 계속되면서 여름 곡류, 유지작물 및 면화의 정상적인 발달에
이용 가능한 수분을 감소시켰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와 그 주변에 있는 다수확 옥
수수와 대두 지역과 산타페 북부에서 포모사 동부까지 뻗어 있는 면화 지역을 포함해
서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동부의 넓은 지역에 걸쳐서 총 10 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앞서 언급한 건조함과는 대조적으로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의 면화 지역을 포함하
여 산 루이스에서부터 북쪽으로 살타 전체에 국지성 폭우(25~100 mm, 국지적으로
150 mm에 근접)가 내렸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
다 3~4°C 높았고, 다른 곳은 평년보다 1~2°C 높아서 여름작물의 성장이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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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중부(라 팜파,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코르도바, 산타페 및 엔트레 리오
스에 있는 인근 장소들)는 낮 최고 기온이 낮은 30도대(섭씨)까지 올라가면서 늦게 파
종된 여름 곡류와 유지 작물들의 수분 소유가 높게 유지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남부 생산 지역에서 야외 작업이 진전되면서 3월 4일 현재 해바라기 수확이
29%였다(작년의 39% 대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3% 수확되어 작년 속도와 대등
하였다.

▮ 2021년 3월
3월 초순(3월 7일~3월 13일), 동부 농업 지역에서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
되어 여름 곡류, 유지 작물 및 면화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을
더욱 감소시켰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부에서부터 북쪽으로 포모사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나,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에서부터 살타까지는 약간 또는
보통의 비(5~25 mm, 국지적으로 더 북쪽에 있는 경작지에는 더 많이)가 내렸다.
중부 및 서부 농경지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2°C 높았다. 30도(섭
씨)대 초중반에 달하는 낮 최고 기온으로 중부 브라질의 핵심 생산 지역(라 팜파, 부
에노스아이레스 및 코르도바 그리고 산타페 및 엔트레 리오스에 있는 인근 지역들)에
있는 미성숙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건조의 영향이 심화되었다.
북쪽 전역에서 비슷한 기온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가장 더운 조건(최고 기온이
40°C에 근접)이 북서부에서 발생하였다. 수확 잠재력의 추가 감소를 막으려면 추가
강우가 당장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남부 생산 지역에서 야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3월 11일 현재 해바라기 수확은 35% 완료되었다(작년의 47% 대비). 부에노스아이레
스에서는 수확이 9% 완료되었는데 이는 작년보다 5 포인트 뒤처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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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브라질
▮ 2021년 1월
1월 초중순(1월 10일~1월 16일), 주요 생산 지역들에서 광범위한 소나기가 대두와
기타 여름들에게 수분을 적기에 공급하였는데, 다만 남부의 옥수수와 대두 지역에는
건조 포켓들이 계속되었다. 강우는 아주 변동폭이 컸다(수 밀리미터에서 50 mm 이상
까지).
가장 건조한 곳들(총강우량이 10 mm 이하)은 마토 그로소 도 술 남부와 상 파울로
남부에서부터 남쪽으로 집중되어 있었고, 어떤 지역은 재배철의 많은 기간 동안 주기
적인 건조를 겪었다.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강우가 동반하였는데,
며칠 동안 낮 최고 기온이 낮은~중간 섭씨 30도대에 도달하여서 생식기 옥수수와 대
두의 증발산 속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으로써 토양 수분 수준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막았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 대두와 기타 작물들을 위한 수분 수준이 기껏해야 적당한 수
준 정도였기 때문에, 수확량 전망을 유지하려면 매주 내리는 강우가 결정적으로 중요
하였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1월 14일 현재 옥수수는 15% 수확되었고 또 다
른 24%는 성숙기에 있었다. 대두는 31%만 개화를 시작하였을 뿐 발달이 훨씬 뒤쳐져
있었다. 파라나에서는 1월 11일 현재 첫 작물 옥수수와 대두 둘 다 최소 90%가 생식
기에 도달하였고 일찍 심은 작물들은 지금 성숙기에 도달하고 있다.
1월 중순(1월 17일~1월 23일), 브라질의 많은 곳에서 지역적으로 강하게 내린 소나
기가 미성숙 여름작물들을 위해 적시에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가장 강한 비(5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가운데, 얼마가 남부(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 리오 그란데
도 술 전체로)에 집중되었는데, 이 지역의 일부는 재배철 내내 장기간 건조한 경향이
있었던 곳이다. 이 수분이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특히 시기적절하였는데, 이곳의
농민들은 벌써부터 극단적인 기상 현장으로 인한 작물의 피해를 보고한 바 있었다.
정부에 따르면, 1월 21일 현재 대두는 47%가 생식 및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조기
파종한 옥수수 작물은 이미 18%가 수확되어 그 수분으로 인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파라나에서는 1월 18일 현재, 대두와 첫 작물 옥수수의 각각 91%
및 72%가 생식 및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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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북쪽으로는, 마토 그로소와 고이아스 서부에서부터 북동쪽으로 - 바히야 서부의
많은 곳들을 포함하여 - 토칸틴스와 주변까지 중간 및 강한 비(25~100 mm)가 퍼졌다.
비록 재배기 상으로는 늦었지만, 마토 그로소의 작물들은 이번 재배철에서 파종이 늦
어지는 바람에 여전히 이 수분의 혜택을 받았을 수 있었다.
정부에 따르면, 대두 수확은 늦게 시작되어 1월 17일 현재, 평균 약 5% 대비 1%
미만이 수확되었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 그 비는 기온을 더 계절적인 수분으로 유
지하는데 도움이 되어 낮 최고 기온을 낮은 30도대(섭씨)로 붙잡았다. 예외적으로 이
런 유리한 강우가 내리지 않은 곳은 미나스 제라이스와 상 파울로 북부였는데 이곳은
계절을 벗어난 건조(대체로 10 mm 미만)가 미성숙 옥수수, 사탕수수 및 커피에게 필
요한 수분을 감소시켰다.
1월 하순(1월 24일~1월 30일), 브라질 중부와 남부의 많은 곳들에 걸쳐서 유익한
비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발달기 중에 있는 여름작물들을 위한 수분을 적기에 공급하
였다. 마토 그로소 중부에서 리오 그란데 도 술까지 총 25~100 mm의 강우량을 기록
하였다.
그 비는 특히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환영하였는데, 이곳은 재배철 대부분의 기간
동안 평년보다 건조한 경향을 보여 왔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1월 28일
현재 대두는 53 %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한편 조기 파종한 옥수수는 27%
수확되었다. 파라나에서는 1월 25일 현재 대두와 첫 작물 옥수수는 각각 89% 및 77%
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이번 재배철, 파종 지연으로 발달이 지체되었지만, 마토 그로소에서는 여름작물들
이 그 수분 덕을 보았다. 정부 보고서들에 따르면, 1월 29일 현재 대두는 5% 수확되
어 작년과 비교해서 22 포인트 뒤쳐져 있었다. 그 결과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2% 및
31% 파종되어 두 작물 모두 작년 철과 비교해서 또한 많이 뒤쳐져 있었다.
한편, 바히아 서부와 그 주변에 있는 대두와 면화 지역을 포함해서 북동부의 많은
곳에서는 더 건조한 상태(대부분의 지역에서 총강우량이 10 mm 미만)가 지배하였다.
그 건조함이 남쪽으로 향하여 미나스 제라이스 전체로 확장되어 커피와 사탕수수는
물론이고 미숙한 여름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이 줄어들었다.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아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대
중후반까지 도달)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빠른 작물 발달을 촉진하였다.
1월 하순~2월 초순(1월 31일~2월 6일), 산발적인 소나기가 브라질 대부분에서, 특
히 핵심 생산 지역의 동쪽 가장자리에서 여름 농작물에게 혜택을 주었다. 마란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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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에서 남쪽으로 미나스 제라이스 전역에 내린 적당하거나 강한 비(10~50 mm)가,
계절에 맞지 않은 건조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탕수수와 커피 같은 특수 작물은 물론
이고 미성숙 옥수수와 대두에게 적시에 수분을 공급하였다.
비가 더 많이 오는 날씨도, 낮 최고 기온이 종종 섭씨 30도대 중반에 도달하기는
하였지만, 기온을 계절에 더 맞는 수준으로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더 서쪽으로는
마토 그로소에서 소나기가 차츰 줄어들어서, 주의 대부분에 기록된 소나기는 25 mm
미만이었다. 2차 작물 옥수수와 면화의 발아를 위해서는 추가 수분이 환영받았겠지
만, 좀 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현장의 작업 속도는 더 빨라진 것 같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2월 5일 현재 대두는 11% 수확되어 작년보다 33 포인
트 지체되었다. 결과적으로 옥수수와 면화는 각각 8% 및 60% 파종되어 둘 다 작년보
다 훨씬 뒤쳐졌다.
한편, 브라질 남부 전역에 유익한 소나기(10~50 mm)가 산발적으로 내려서 건조 포
켓이 몇 개가 있었지만, 다양한 발달기 중에 있던 여름작물들에게 적시에 수분을 공
급해주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2월 4일 현재 대두는 69%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조기 파종한 옥수수 작물은 37% 수확되었다. 파라나에서는 2월 1일 현재
첫 번째로 심은 대두와 옥수수의 각각 90% 및 82%가 종실비대기-성숙기 중에 있었다.

▮ 2021년 2월
2월 초중순(2월 7일~2월 13일), 브라질 북부의 대두와 면화 지역들 전역에는 계속
해서 유익한 비가 내렸지만 남부의 농경 지역 날씨는 다시 건조해졌다. 마토 그로소
북부와 동부에서 동쪽으로 -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북쪽으로 마란하오 전체로 뻗어 있
는 농업 지구를 포함하여 - 내린 강우 총량은 25~100 mm였다. 조기 파종되어 성숙
중인 대두와 옥수수를 위해서는 너무 늦었지만, 커피와 기타 작물들은 물론이고 출현
중인 2차 작물 옥수수와 면화를 위해서 그 수분은 시기적절하였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2월 12일 현재 대두는 22% 수확되어 5년 평균 대비
23 포인트 뒤쳐졌다. 결과적으로 옥수수와 면화는 각각 21% 및 82% 파종되어 둘 다
평균 속도보다 뒤쳐져 있었다.
반면, 마토 그로소와 상 파울로에서 북부 리오 그란데 도 술까지 건조한 날씨(총
강우량이 10 mm 이하)가 확대되었다. 상 파울로의 사탕수수나 다른 작물들에게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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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되기는 하였지만, 그 지역내 다른 곳들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유익한 비가
내린 이후여서 그 건조는 야외 작업을 때문에 환영을 받았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2월 11일 현재 대두의 80%가 생식-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조기 파종 옥수수 작물은 39% 수확되었다. 파라나에서는 2월 8일 현재
첫 번째로 파종된 대두와 옥수수의 각각 87% 및 93%가 종실비대-성숙기 중에 있었고
일부는 이미 수확되었다.
2월 중순(2월 14일~2월 20일), 지난 주의 강우 패턴이 반복되면서, 북부 생산 지역
은 널리 퍼진 소나기가 출현 중인 둘째 철 밭 작물에게 혜택을 주었고, 남쪽의 많은
곳은 계절에 맞지 않게 건조한 날씨가 지배하였다. 마토 그로소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는 농경지에는, 미나스 제라이스처럼 먼 남쪽까지, 총 25~100 mm의 비가 내렸다.
성숙 중인 대두에게는 너무 늦은 비였지만 그 수분은, 커피와 적절한 여름 강우에 의
존하는 기타 작물을 포함해서 2차 옥수수와 면화에게 특히 시기적절하였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2월 19일 현재 대두는 34% 수확되어 5년 평균 대비
23 포인트 뒤쳐져 있었다. 특히 옥수수와 면화는 각각 36% 및 95% 파종되어 둘 다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마토 그로소와 상 파울로에서부터 리오 그란데 도 술 북부까
지는 더 건조한 날씨(총 강우량이 10 mm 이하)가 확장되었다.
야외 작업에는 유리하였지만 많은 곳들이 연중 이 시점에서 건조 기간이 더 길어지
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사탕수수의 선도 지역인 상 파울로는 올해 특히 건조하여
11월 이후로 평년 이하의 강수량이 있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2월 11
일 현재 대두는 86%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조기 파종한 옥수수는 42% 수
확되었다고 한다. 파라나에서는 2월 15일 현재 첫 번째로 심은 대두와 옥수수의 각각
94% 및 95%가 종실비대기-성숙기 중에 있었고 얼마는 이미 수확되었다고 한다. 2차
옥수수는 8% 파종되었다.
2월 하순(2월 21일~2월 27일), 남부 농경지에는 계절에 맞지 않은 건조가 계속되어
야외 작업을 도왔지만, 미성숙 주계절 작물들과 새로 출현하고 있는 2차 작물 옥수수
들에게 필요한 수분을 더욱 감소시켰다. 셋째 주에 마토 그로소 남부와 리오 그란데
도 술 사이에 있는 지역의 많은 곳에서 10 mm 미만의 강우량을 기록하였다.
현재의 건조 추세에 앞서서 국지적으로 시기적절한 폭우가 내리기는 하였지만, 특
히 늦게 심은 대두의 경우는 추가적인 비가 필요하다. 게다가 평년 이상의 기온(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대 중반에 도달)으로 인해서 증발 손실이 계속 높았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2월 25일 현재 대두는 87%가 생식기-종실비대기였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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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 심은 옥수수는 48% 수확되었다. 파라나에서는 2월 22일 현재 첫 번째로 파종한 대
두와 옥수수가 각각 34% 및 8% 수확되었다. 2차 작물 옥수수는 11% 파종되었다.
그 밖에 주 후반에 내린 소나기(10~25 mm)가 상 파울로의 북부 농경지의 사탕수수
를 다소 해소해주었지만, 계절 내내 계속된 결핍은 여전하였다. 더 먼 북쪽은, 마토
그로소 북부와 동부에서부터 동쪽으로 내륙 북동부 전체에 유익한 강우(25~100 mm)
가 계속되어 발아 중인 2차 작물 옥수수와 면화에게 적시에 습기를 제공해주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2월 26일 현재 대두는 52% 수확되어 5년 평균 대비
18 포인트 뒤쳐졌다. 또한 옥수수는 평균 80% 대비 55% 파종된 반면 면화는 파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미나스 제라이스와 주변에 있는 주요 커피 생산 지역에도 유
익한 비 (10~50 mm, 국지적으로 100 mm에 근접)가 계속되었다.
2월 하순~3월 초순(2월 28일~3월 6일),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가 - 상태가 여전히
변동적이기는 하였지만 - 여름작물 전망을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해주었다.
남부 농경지들 중에서 리오 그란데 도 술과 상 파울로의 최근에 건조하였던 곳들은
적당하거나 강한 비(10~50 mm)로 유익을 보았고, 이전에 과도한 습기를 경험하였던
파라나와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는 야외 작업이 계속 지연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3월 3일 현재 대두의 80%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이전에 파종된 옥수수 작물은 55% 수확되었다. 파라나에서는 3월 1일 현
재 첫 파종된 대두와 옥수수가 각각 46% 및 23% 수확되었다. 두 번째 옥수수는 28%
파종되었다.
이 습기는 대부분의 재배기 동안 계절에 맞지 않은 건조함으로 어려움을 겪은 상
파울로의 사탕수수와 기타 작물들에게도 유익하였다. 중부 및 북동부 농업지역 등 다
른 곳에서도 비슷한 조건들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마토 그로소에서부터 동쪽으로
서바히아, 마란하오 및 피아우이에 이르는 많은 곳들에서 25 mm 이상의 강우량을 기
록하였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3월 5일 현재 대두는 67% 수확되어 5년 평균 대비 13
포인트 뒤쳐졌다. 게다가 옥수수는 평균 91% 대비 73% 파종되었다.

▮ 2021년 3월
3월 초순(3월 7일~3월 13일), 북부의 핵심 생산 주들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출
현 중인 옥수수와 면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북동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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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몇 개의 건조 포켓이 발달하기는 하였지만, 마토 그로소에서부터 동쪽으로 미나스
제라이스처럼 먼 남쪽과 에스피리토 산토와 리오 데 자네이로의 해안 커피 지역까지
에 내린 총 강우량은 10~50 mm였다.
섭씨 30도대 초중반의 낮 최고 기온으로 작물의 초기 발달이 계속해서 빨랐으나 증
발 손실은 높이 유지되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3월 12일 현재 대두는 80%
수확되어 5년 평균치 대비 8 포인트 뒤처졌다.
옥수수는 평균 97% 대비 88% 파종되었다. 더 남쪽은 더 건조한 상태가 우세하였는
데, 마토 그로소 도 술과 상 파울로 서부에서부터 남쪽으로 그 지역의 많은 곳들에
10 mm 미만이 기록되었다. 브라질에서 발신된 보고서에 따르면, 리오 그란데 도 술
에서 나중에 심은 대두에게는 수분이 부족하였지만, 옥수수 수확과 기타 계절 야외
작업을 위해서 그 건조는 필요하였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3월 11일 현재 대두의 85%가 종실비대 및 성숙
중에 있었고 1%가 수확되었다. 한편, 일찍 심은 옥수수 작물은 60%가 수확되었다. 파
라나에서는 3월 8일 현재 대두의 첫 수확이 각각 36% 및 53%였다. 2차 옥수수는 43%
파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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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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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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687
151,624
147,644
149,508
151,412
154,230
154,536
154,929
158,598
155,942
158,505
160,193
159,994
162,910
162,392
160,489
163,460
162,851
16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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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188
399,399
378,133
392,510
401,087
418,112
420,326
434,338
450,434
440,969
451,596
469,644
476,057
481,248
482,743
477,101
491,750
494,369
49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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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92
25,014
25,971
26,534
28,585
30,025
27,422
28,256
33,048
35,488
36,741
39,093
41,736
38,775
41,445
47,170
4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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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42
43,868
40,685
47,537
47,577
4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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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678
412,090
405,667
411,408
406,462
412,622
418,549
426,909
436,034
435,480
444,116
455,266
462,151
472,120
473,040
467,945
477,739
480,585
48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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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68
75,373
81,355
94,191
96,575
101,887
111,797
123,037
127,916
135,487
142,733
150,652
164,029
17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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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4.43
4.43
4.49
4.53
4.57

160,697

497,709

42,538

42,958

495,908

178,115

4.62

162,401

504,411

43,966

46,249

502,410

177,833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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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174
212,633
215,343
214,180
213,430
207,918
215,775
217,540
212,349
216,905
224,239
225,818
217,086
221,248
216,190
219,989
221,328
224,018
222,381
218,488
2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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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495
587,392
582,608
583,644
569,725
555,703
626,912
618,919
596,738
612,151
684,761
688,174
650,671
698,726
660,561
716,586
730,415
738,148
756,220
762,781
7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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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945
150,239
143,166
158,953
159,410
169,745
179,904
181,312
17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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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148
165,935
164,253
172,671
183,640
182,781
17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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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432
580,897
583,916
586,787
602,181
581,491
605,692
616,253
618,899
614,378
636,775
650,372
653,373
690,834
687,039
690,107
700,607
713,090
734,050
741,254
73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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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913
203,221
169,136
135,936
156,515
153,359
133,573
128,452
170,020
204,663
200,866
201,353
181,893
201,390
226,355
248,487
266,921
286,979
283,276

216,942

763,919

185,260

191,522

740,639

300,294

3.52

221,962

776,778

191,587

197,687

769,785

301,187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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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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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905
138,789
137,009
137,046
137,596
141,519
145,243
144,957
149,424
160,809
159,220
158,812
166,501
175,854
183,729
188,078
188,811
188,047
194,966
191,702
1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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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805
608,082
591,461
601,733
604,033
627,800
716,884
700,164
715,569
798,687
806,286
834,001
849,472
910,293
898,760
1,027,295
1,057,639
1,014,877
1,127,818
1,078,987
1,12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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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742
124,906
140,115
136,433
150,966
1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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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458
142,618
120,795
161,275
148,632
18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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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262
600,356
609,009
622,463
627,560
649,827
688,890
707,013
726,589
781,313
794,532
832,327
867,606
885,898
881,518
950,723
974,915
1,001,885
1,063,054
1,092,206
1,12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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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509
136,057
131,601
115,346
123,394
144,848
214,704
279,716
312,028
351,950
341,065
3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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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90

1,116,530

165,355

171,638

1,128,336

303,125

5.78

196,960

1,136,314

179,936

186,553

1,145,153

287,669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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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013
120,551
119,549
124,317
12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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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191
315,419
349,859
343,836
3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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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59
97,201
113,305
124,409
133,948
144,772
153,671
14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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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383
112,777
126,427
132,777
147,522
153,167
14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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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261
265,154
277,889
303,881
316,570
331,007
339,007
3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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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70
63,408
78,700
78,720
94,822
100,155
113,723

122,648

338,995

165,320

165,178

356,819

96,041

2.76

127,979

361,824

166,904

169,720

371,314

83,735

2.8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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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톤/ha)
1.87
1.90
1.92
1.72
1.84
1.92
1.95
2.07
1.95
2.22
2.04
2.11
2.31
2.24
2.23
2.33
2.32
2.41
2.11
2.31
2.37
2.48
2.41
2.20
2.54
2.56
2.34
2.44
2.50
2.70
2.62
2.93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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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0
33,380
28,450
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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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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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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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0
3,554
2,744
2,062

29,870

1

27,461

3,200

1,272

31,000

0

27,400

3,250

1,622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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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도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추정치)
2020/2021
(전망치)

생산량
(천 톤)
9,686
11,281
10,129
11,362
12,311
11,135
11,728
12,205
14,491
15,837
17,096
15,728
15,729
16,651
16,478
17,725
19,407
21,449
22,450
22,740
21,920
24,110
24,890
24,700
26,120
28,160
29,510
27,310
28,540
31,300
30,750
31,280
34,300
32,960

수입량
(천 톤)
0
0
0
0
0
0
0
0
0
0
100
192
244
69
98
184
342
350
282
252
195
167
180
83
86
58
30
32
26
18
25
35
19
22

수출량
(천 톤)
7,383
8,367
7,347
8,679
9,430
8,201
8,704
8,009
10,661
10,445
12,226
10,557
9,587
9,813
9,950
10,673
11,862
13,657
14,792
14,256
12,895
12,715
12,138
13,109
12,985
13,987
14,678
13,242
13,948
14,290
15,407
13,762
16,032
16,093

소비량
(천 톤)
2,412
2,705
2,337
2,603
2,871
2,883
3,247
3,885
4,122
4,927
5,364
5,365
6,360
6,665
7,086
7,063
7,580
8,055
7,696
8,960
9,328
10,718
12,257
12,800
13,200
13,400
14,000
14,800
15,100
15,700
16,470
16,943
17,311
17,645

기말재고량
(천 톤)
612
821
1,266
1,346
1,356
1,407
1,184
1,495
1,203
1,668
1,274
1,272
1,298
1,540
1,080
1,253
1,560
1,647
1,891
1,667
1,559
2,403
3,078
1,952
1,973
2,804
3,666
2,966
2,484
3,812
2,710
3,320
4,296
3,540

35,650

10

17,499

18,500

3,201

36,040

15

16,800

19,500

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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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58

580

12,770

34,223

310

47,136

544

12,927

34,745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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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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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850

5,720

656

7,680

40

1,870

6,085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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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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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67

1,016

2016/2017

11,376

18,793

334

30,217

634

2017/2018

11,811

18,367

395

30,092

325

2018/2019

12,324

18,757

374

30,342

690

2019/2020
(추정치)

12,917

17,617

359

30,742

123

2020/2021
(전망치)

13,311

18,050

350

31,04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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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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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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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8

7,676

0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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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5
2,981
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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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274
426

5,404

2,175

523

6,000

1,945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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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0

66

1,156

7,765

325

8,950

210

1,150

7,950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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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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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9

145

1,288

10,121

840

11,626

159

1,179

10,660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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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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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4

16

5,100

150

3,800

15

5,46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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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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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

2,455

287

2019/2020
(추정치)

3,107

485

768

2,540

571

2020/2021
(전망치)

3,202

415

825

2,640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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