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

국제 농업 정보
1. 국제무역 긴장 속 세계 곡물가격 하락
2. USDA, 농촌지역 수자원 기반시설 개선 프로젝트
3. 폴란드, 농업인 주류 생산 합법화 계획
4. 일본산 쇠고기 수출 신흥시장 개척으로 증가세
5. 일본-아르헨티나 쇠고기시장 상호개방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2018. 7)

유럽
* 국제무역 긴장 속 세계 곡물가격 하락
* 폴란드, 농업인 주류 생산 합법화 계획

●

아메리카
* USDA, 농촌지역 수자원 기반시설 개선 프로젝트

●
●

아시아
* 일본산 쇠고기 수출 신흥시장 개척으로 증가세
* 일본-아르헨티나 쇠고기시장 상호개방 발표

국제무역 긴장 속 세계 곡물가격 하락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미국과 국제무역파트너 간의 무역관계 긴장(trade
tensions)이 세계 농산물 생산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세계 농산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함.
 6월 FAO 세계 식량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1.3% 하락한 173.7포인트를 기록함.
 6월말 EU집행위원회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 관세에 대응하여 보복관세가
즉각적으로 발효되도록 EU의 재조정조치(rebalancing measures)에 관한 규정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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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EU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25% 관세와 10% 추
가관세를 부과함.
 6월 FAO 세계 곡물 가격지수는 3.5% 하락함. 주요 곡물에 대한 생산전망이 전반적으
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와 밀의 국제가격은 무역관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급락함.
- 세계 곡물가격의 하락은 주로 밀, 옥수수, 식물성유지류(대두로 만든 식물성 유
지를 포함)의 가격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EU집행위원회는 중부 및 북부유럽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기상 악화와 남부지역 홍수로
인해 2018/2019년 총 EU곡물생산량이 2017/2018년보다 700만 톤 감소하여 지난
5년간 평균보다 3% 감소한 2억 9,900만 톤으로 예상하였음.
 6월 FAO 세계 식물성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3% 하락하여 2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팜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가격은 모두 하락함.
 FAO는 2018년 세계 곡물생산 전망치를 2017년 기록된 생산보다 2.4% 하락한 2억
5,860만 톤으로 조정함.
 6월 FAO 세계 유제품 가격지수는 낮은 치즈가격으로 인해 0.9% 하락함. 이는 탈지분유
(skim milk powder)가격 상승을 상쇄하는 EU와 미국의 유제품 수출가능성 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6월 FAO 세계 설탕 가격지수는 1.2% 상승함. FAO 세계설탕가격지수는 지난 6개월간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세계 최대 설탕수출국인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가 사탕수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되어 6월 FAO 세계 설탕 가격지수
가 상승한 것으로 보임.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6950/World-cereal
-prices-drop-amid-international-trade-tensions)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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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 농촌지역 수자원 기반시설 개선 프로젝트

 USDA는 35개 주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수자원 기반시설 및 폐수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2억 6,7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고 발표함.
- 이 프로젝트는 103개 농촌지역의 약 25만 명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투자기금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식수 공급, 폭우 등에 대비한
배수시스템, 폐수처리시스템 개선에 투입될 예정임.
 USDA 수자원 기반시설에 대한 융자 및 교부금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음.
- South Dakota주의 Sisseton Wahpeton Oyate지역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새
로운 주택개발구역의 하수도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USDA로부터 11만
6,000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임. 이 프로젝트는 주택 67개가 신축된 37.5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적절한 배수시설 조성을 위한 것임.
- Tennessee주 Erin지역은 폐수처리시설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USDA로
부터 210만 달러의 융자와 140만 달러의 교부금을 지원받을 예정임. USDA 투

자로 인해 관련 상업시설 및 사업이 확대되어 지역의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New York주 Alexander지역은 공공용수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으로 USDA로
부터 270만 달러의 융자와 220만 달러의 교부금을 지원받을 예정임. 해당지역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식수로 공급되는 우물의 물이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대장균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 이에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 124명
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공공 용수를 확대할 계획임.
 미국 의회는 2018 회계연도 예산으로 수자원 및 폐수처리 기반시설에 대해 역사적인
수준의 기금을 제공하였음. 2018년 종합지출법안(Omnibus spending bill)에는
USDA 융자 및 보조금을 위한 52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17 회계연도보다
약 12억 달러 증가한 것임. 또한 미국 농업부 장관(Perdue)은 기반시설 수요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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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농촌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지시함.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농촌지역의 농업과 경제 번영
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 규제 및 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였음.
- 2018년 1월, 미국 농업부 장관(Perdue)는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농촌지역사회를 연계시키기 위한 31건의
제안 등 TF 조사결과를 제출하였음.
※ 자료: USDA Policy
(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18/07/16/usda-partnersimprove-rural-water-infrastructure-nearly-250000) (2018.07.16.)

폴란드, 농업인 주류 생산 합법화 계획

 폴란드 농업·농촌개발부 장관(Jan Krzysztof Ardanowski)은 지역 농업인들이 전통
주류 생산을 촉진하는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폴란드 농업·농촌개발부 장관(Jan Krzysztof Ardanowski)은 신임장관으로 Krzysztof
Jurgiel를 대신하여 지난 6월 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음.
- 그는 음료 및 주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입법상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함.
- 지역농업인들의 전통주류 생산 촉진을 위한 법안은 농업농촌개발위원회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Committee)에서 폴란드의회 하원의
원(Sejm)에 의해 제안됨.
 폴란드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지역 농업인의 주류생산 합법화는 폴란드 지역 발전
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또한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그는
곧 주류생산 합법화를 위한 몇 가지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임.
- 그는 지역 농업인의 주류생산 합법화에 따른 새로운 조치는 “슬리보비츠
(slivovitz)와 같은 전통적인 주류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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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러한 계획된 변화가 주류생산과 관련하여 폴란드 주류소비에 미칠 잠재적
인 영향에 대해 “틈새시장인 고급 주류의 생산이 확대될 것”이라고 답함.
 2018년 초 폴란드 농업·농촌개발부는 지역 양조장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작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함.
- 1년에 최대 1만 리터의 주류를 생산하는 업체는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고 설명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6914/Poland-plans-to
-legalise-alcohol-production-by-farmers) (2018.07.03.)

일본산 쇠고기 수출 신흥시장 개척으로 증가세

 일본산 쇠고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2017년 가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신흥시장에서의 수입쇠고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특히 대만으로의 쇠고기 수출은 홍콩을 제치고 국가·지역별 수출에서 최대치를
기록함.
- 일본 축산물촉진협회는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된 가
운데 일본 쇠고기수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기대하고 있음.
 일본 재무성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8년 1~5월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45%(396톤) 증가한 1,276톤을 기록함.
 2017년 가을 이후 수출이 시작된 대만과 말레이시아 양국으로의 수출이 298톤을 차지함.
- 대만으로의 수출은 278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출량의 약 20%를
차지함. 대만으로의 수출은 2017년 9월 하순부터 시작되었으며, 2018년에는 월
평균 50~60톤의 수출량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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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에서는 일본식 레스토랑이나 고급 슈퍼 등 부유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일본
산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음. 또한 일본 방문 경험이 있는 대만 소비자들이 증가
하고 있고, 일본산 쇠고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2017년 11월부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완화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일본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지금까지 일본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홍콩은 7% 감소한 266톤을 기록함.
2017년까지는 쇠고기 수입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
하고 있다고 함.
 미국은 2% 증가한 158톤으로 완만한 성장을 보임.
 일본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쇠고기 수출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일본의 쇠고기 수출량은 2017년 기준 2,706톤임. 일본의 쇠고기 수출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쇠고기 수입량 57만 톤에 비하면 아
직 미미한 수치임.
※ 자료: 일본농업신문(https://www.agrinews.co.jp/p44534.html) (2018.07.05.)

일본-아르헨티나 쇠고기시장 상호개방 발표

 일본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6월 28일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Patagonia)산 쇠고기·양
고기 등을 일본산 쇠고기와 상호 수출하게 되었음을 발표함.
 지난 5월 15일 도쿄에서 개최된 양국 농업장관회담에서는 7월 27~28일에 개최되는
G20 농업장관회담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수출하는 것에 합의함.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에 나서고 있음.
- 2018년 들어 중국의 쇠고기시장 전면 수입금지조치가 완화됨.
- 최근 일본은 아르헨티나에서 구제역 발생하면서 아르헨티나산 쇠고기를 수입하
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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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지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되면서 일본으로 쇠고기 수출이 가능해짐.
 일본산 쇠고기는 본격적으로 아르헨티나 쇠고기사장에 진출하게 됨.
- 이미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일본산 쇠고기가 ‘Kobe beef’라는 명칭으로 여러
고급레스토랑의 메뉴로 등장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1인당 연간 약 60kg의 쇠고기를 소비하는 ‘쇠고기 애호국’으로 와규
(和牛) 등 일본산 쇠고기는 이미 고소득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2015년 7월 일본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완화 요청
을 한 바 있음.
- 일본 농수산성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요청을
수락하고 인증된 식육취급시설에서 아르헨티나수출용 쇠고기로 승인받을 것을 조
건으로 일본산 신선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완화함.
 일본무역진흥회(JETRO)는 7월 2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
서 일본산 식재료의 판촉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 현지 레스토랑, 호텔, 수입업체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쇠고기의 소개,
요리시연 등이 포함된 세미나를 개최하며 일본산 식재료의 수출확대 및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함.
※ JETR0
(https://www.jetro.go.jp/biznews/2018/07/5f0fabdc2e95736d.html)(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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