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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산물 무역 예측(2022년 5월)1)

농산물 무역은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 세계 GDP 성장이 위협받고 있음. 기존에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4.4%로 예상되었으나 3.6%로 예측치가 감소함. 침공은 유럽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
는데,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
-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천연가스 원유 가격의 상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 감소와 코로나19 이후 수
요 증가와 겹쳐 발생함. 게다가 천연가스는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주요한 투입재로,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은 농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미국의 2022년 농산물 무역량을 예측했을 때, 수출은 1,910억 달러로 2022년 2월 예측액에 비해
수출 예측량은 75억 달러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옥수수, 목화솜, 대두의 수출액 확대로 인한 것임.
- 전체적인 곡물 및 사료 수출은 467억 달러로 쌀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수출액의 상승이 나타남.
- 옥수수 수출액은 191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1단위당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임.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제한되자 옥수수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하지
만 남미에서의 기록적인 생산량으로 인해 감소한 공급량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됨.
- 쌀 수출액은 단위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수출량이 감소하여 기존 수출 예상액인 20억 달러를 유지함.
- 대두 수출 예상액은 2월 대비 10억 달러 증가하였는데 이는 남미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나타남. 대두유 또한 2억에서 12억 달러로 예상 수출액이 증가함.

1)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May 2022(https://www.ers.usda.gov/)”(2022.5.26.) 내용을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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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화의 수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들어 세계 가격이 11년 내 가장 높게 형성되었
기 때문임.
- 육류 및 유제품 또한 수출 예상액이 증가하였으나 원예 작물은 기존 예상과 변화가 없음.
- 에탄올 수출액은 2012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 들어 다시 급격하게 상승함. 전 세계적으
로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필리핀, 콜롬비아와 같은 에탄올 가격 변
화에 민감한 국가들과 연료용 에탄올 수출이 많은 캐나다, 영국, 비연료용 수출이 많은 멕시코 등
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
농산물 수입액 예측은 2월 예측치에 비해 80억 달러가 증가한 1,805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상반기 수입액이 20% 증가했기 때문임.
- 원예 작물의 수입은 2월 예측치에 비해 32억 달러가 증가한 92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많은 신
선 및 가공 과일의 수입량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신선 및 가공 채소와 증류주의 수입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설탕 및 열대 작물의 수입 예상액
도 증가하였는데, 미국 내 당과 제품(confection)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 내 생산이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임.
- 커피 수입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브라질에서의 가뭄과 늦은 한파, 콜롬비아의 폭우
등으로 인해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6.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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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노동 환경 개선 프로그램2)

미국에서의 농식품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노
동력 문제와 함께 국가 식량안보 위험이 발생함.
- 농식품 산업의 경제 기여는 약 7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농식품 산업은 국가 경제 활동에
1/5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 GDP에 직접적으로 27조 원을 기여하고 4,000만 개의 일자리
를 제공3)하는 것으로 나타남.
2) 미국 농무부의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to Invest up to $65 Million in Pilot Program to Strengthen Food Supply
Chain, Reduce Irregular Migration, and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Farmworkers(https://www.usda.gov/)”(2022.6.1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3) Feeding the Economy(https://feedingtheeconomy.com/)의 “U.S. Food and Agriculture Industries Economic Impact
Study“(20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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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농업 노동자들이고 특히,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이들의 식량
안보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 식품시스템과 공급사슬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업의 노동 불안정성, 비정규 이민 문제 해
결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미국 농무부와 유관 연방기관들은 American Rescue Plan에서 최대 6,500만 달러를 투입한 파일
럿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민 농업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노동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① 안정, ② 합법적 이민 통로 및 보호, ③ 인
도적인 이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함.
- 재정 투입을 통해 미국 내 농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북중미 지역의 계절 H-2A 비자를 가진 이민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 및 안전 기준 강화를 하고자 함.
이러한 조치를 이루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국의 식품 및 농산물 공급사슬의 회복력 강화와
세가지 주요 행정 목표를 가지고 진행될 것임.
- (1. 식량안보 강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노동 부족을 해결하고자 함. 코로나19 이전에도 고
용주들은 노동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했고,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미국 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협하게 됨.
→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재적 농업 노동력 풀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함

- (2. 비정규 이민 해결 및 합법적 통로 확대) 미국 정부는 북중미에서의 비정규적 이민(irregular
migration)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H-2A 비자 프로그램은 합법적인 이민
통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H-2A 비자를 통한 계절 노동자 수급은 농식품 공급사슬의 회복력 강화
에 중요한 역할을 함.
→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와 계절노동자 모두 효율적으로 비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3. 농업 노동자를 위한 근무 환경개선) 근로 환경은 농식품 공급사슬의 회복력 강화에 매우 중요함
→ 파일럿 프로그램은 근무환경을 개선하되 특히, H-2A 비자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인력 모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내용을 결정한 후, 파일럿 프로그램은 2023년 초 작물 성장기가 시
작하기 전에 시행될 예정임.
- 농무부는 United Farm Workers of America(UFW)와 파트너십을 맺고 파일럿 프로그램의 기
술적 자원과 홍보를 맡길 예정이며, UFW는 농업인, 농업 노동자, 농업 노동조합 등과 함께 파일
럿 프로그램 개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7.1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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