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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국내 제분 기업의

해외진출 해 요인 분석

서울 학교 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도 우

2000년 들어 바이오에 지에 한 수요증가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 상은 ,콩,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 다.

한국은 곡물 수 에 한 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인 곡

물 수 불안정 상은 한국의 곡물 수 사정도 불안정하게 만든다.이

러한 상황이 미래에 재발하더라도 지속 이며 안정 인 곡물 수 이 가능

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

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에 해서 정부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에 곡물 엘

리베이터를 세우는 등 자체 으로 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서의 구매 과

정에서부터 국내로 수송‧제분 과정까지 도맡고 있는 국내 제분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 사업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이들이 ‘해외농업개

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해 크게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즉,국내 제분 업계가 과 시장 구조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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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회를 운 하면서 ‘공동용선제도’등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는 ,

항만 주변 좋은 치에 시설을 보유함으로써 지리 ‧시설 규모 우 를

확보하고 있다는 등 내부 요인과 미국 GSM-Program을 통해 리

이자‧유연한 상환기간의 이 을 림으로써 미국 정부와의 긴 한 조

계 구축하고 있다는 ,‘율 세할당제도 추천기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등 외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일본 농림수산성에서 국내 반입 유통 과정에 일부 여

하고 있다.하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한국제분 회에 할당 세권한을 부

여함으로써 유통 과정 상에서 주도 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오히

려 한국제분 회 회원사들은 한국 국내 반입 유통 과정 , 지 구매

단계에서부터 수송 공정과정에 이르기까지 독 에 가까운 지 를 확보

하며 입지를 굳 왔다.

따라서 재의 제분 산업 주체들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해서는 정부

가 국내 제분 산업이 경쟁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를 개선

해야 한다. 실수요업체들이 방 단계로 진출하도록 여건을 조성함으

로써 ‘넛지 효과(Nudgeeffect)’를 일으킨다면 자연스럽게 국내 제분 기업

들의 ‘해외농업개발 사업’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 단순 구매

를 통해 을 국내로 반입하는 업체들에게 과징 을 부과해 이를 을

지 생산함으로써 국내로 반입하는 업체들에 한 보조 국내 산업

육성 자조 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들 수 있다. 한 재의 에 한

율 세할당권한이 제분 회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지 생산 등 해외진출

을 활발히 하는 실수요업체들에게 율 세 할당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해외농업개발 사업,제분 산업,식량안보

학 번 :2010-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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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 배경 필요성

2013년 1월 들어 가루 업계 상 3사인 한제분과 CJ제일제당,

그리고 동아원은 가루 출고가를 인상하 다.2013년 1월 10일

재 한제분은 가루 출고가를 년 12월 비 평균 8.6% 인상하

고,CJ제일제당과 동아원은 각각 평균 8.8%,8.7% 인상하 다.1)

이 게 가루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2012년 주요 수출국에서

이상기후 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 시장이 불안정해졌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루 가격이 오르게 되면 면,빵,과자

등 가루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들 가격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고 있어 이에 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0년 만 해도 국제 수 사정은 체로 양호한 편이었다.하

지만 200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제 수 사정은 격히 악

화되기 시작하 다.주요 생산국들의 생산지역에서 이상기후 상

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제 생산량 변동이 심화되었고,바

이오 연료 개발을 한 곡물 수요가 증하면서 체 으로 곡물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 다.특히 한국은 조달에 한 해외의존도

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수 기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수입에 있어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으로 의존하고

있다.빵,라면,과자 등 국민들의 식생활과 직 으로 연 된 부

분의 식품가공식품 주원료가 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국제 수

불안정성은 한국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1)한국경제신문.‘한제분, 가루값 8.6% 인상’.2013년 1월 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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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국제 수 불안정성에 응하기 한 책을 마련함으로

써 자주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 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세계 수 동향 가격 망,국내의 수 사

정 국내 제분 기업 사업 황,주요 수출국들의 환경 등을 종

합 으로 고찰함으로써 최종 으로 국내 제분 기업들의 해외진출

해요인을 도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국내 제분 기업들의 해외진출 해요인을

찾아냄으로써 수 불안정성 완화를 한 국내 제분 산업의 변

화 방향을 고찰하는 것에 있다.

두 번째 목표는 국내의 제분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주

체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후생

을 증 시키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재 국내 제분 산업은 과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革新)’의 요인이 별로 없으며,

오히려 암묵 담합을 통해 소비자잉여 감소 사회 후생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러한 문제에 한 해결방안을 ‘국내 제분 산

업 구조의 개선’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 3 연구 방법 범

1.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세계 산업동향 정부 정책들에 해 기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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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련 문헌들을 조사하 다.특히 FAO USDA 등 국제

으로 권 있는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뢰 이고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 다. 한 국내 제분 산업의 황 조사와 최

근 련 이슈들에 한 보고서,신문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산업 환경

을 정리‧분석하 다.

재로서는 본 연구주제와 련하여 자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 정량 인 분석이 어려우므로,정성 인 방법을 심으

로 연구를 진행하 다.국내 제분 업체들이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참

여하지 않는 이유에 해 보다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련 업

체 문가 면 조사를 실시하 다.

2.연구 범

Matthew(1996)에 따르면, 에 한 가치 사슬(Valuechain)은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그림 1-1>크게 의 가치 사슬을

형 곡물창고(Elevators),제분업자(Milling),제빵업계(Baking)의 3단

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고 Matthew의 논문에서 언 하고 있다.

가루 가격 변동에 따른 련 가공식품의 가격 변동에 한 연

구,즉 3단계에 한 연구는 이미 과거에 많이 진행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aluechain 에서 주로 1단계와 2단계 부분에

집 할 정이다.즉, 지의 곡물창고에서부터 국내로 들여와 제분

과정이 진행되기까지의 부분에 해 련 주체 정책 등을 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국제 시장 동향 수출국 정책, 정부의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최종 으로 국내 제분 기업의 해외진출

해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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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에 한 가치사슬

자료 :Mattew (1996)

한국의 경우, 을 국내로 들여온 뒤에 도정을 하고 있다.여기서

도정은 을 소맥분으로 분쇄하고 체질하는 과정이며,크게 식용과

동물 사료용으로 구분된다.연구의 집 도와 체계성을 고려해 본 연

구에서 언 하는 의 범 를 ‘국내로 반입되는 식용 ’에 한정하

고자 한다.

제 4 선행연구 검토

1.국제 식량가격을 움직이는 요인

패트릭 웨스트호 (2011)는 국제 식량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을 크게

바이오 연료 생산,에 지 가격,정부 정책,기후·기상 변화,경제 성

장과 식습 의 변화,미국 달러의 가치,투기 등 7가지 요인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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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볼 수 있다고 언 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미

래 식량가격을 정확히 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실제로 동물의 질병,세계정세의 변화 등 갑작스러

운 사건들을 인간이 정확하게 측하지 못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사건들은 과거에 세계 식량생산량 식량가격에 직·간

으로 지 한 향을 미쳐왔으며 미래에는 더욱 빈번해질 것이

라 상되고 있다.다만 국제 식량가격을 움직이는 요인들을 선정‧

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신 한 의사결정을 도출하는데 기 정보는

제공할 것으로 그는 내다보고 있다.

2.한국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개

2008년 애그 이션이 발생하는 등 지난 몇 년 간 곡물 수출국들

의 이상기후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식량자 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지구상에 더 이상 값싼 곡물시 는 지

나갔다”는 인식 아래 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이에 해 김완배

(2010)에서는 민간 기업이 스스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개하기엔

정치·사회·문화 요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

하고 있다.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한 안으로 농업 련 정

부 공기업인 농어 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민간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한 김완

배(2011)에서는 캄보디아와 러시아 연해주에 진출해 있는 민간 기업

들 각각 2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 황 문제 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기업이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개하기 해 요구되는 기

업역량 정책 보충 사안을 제언하기도 하 다.참고로 2012년

재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해 국내 기업이 진출한 국가는 캄보디

아,러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라오스,베트남, 라질,몽골,호주

등 9개국이다.이들 보고서는 한국의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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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렸다는 에서 본 논문의 작성배경을 제공해주고 있다.하

지만 이들 보고서는 한국의 반 인 식량안보 사정을 검토하고 있

기 때문에 국내 제분 산업에 한 구체 인 내용을 언 하고 있는

본 논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한국의 국내 제분 산업에 한 연구

제분 산업에 한 연구는 2008년 이 에도 진행되고 있었다.특히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호주,그리고 캐나다로부터 제분을 수입해왔

었기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안병

일(2002)은 제분에 한 수입경로가 이들 3개국에 국한이 되어 있으

며,특히 미국과 호주에 집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를 개하고 있다.구체 으로 그는 미국,호주,

캐나다로부터 도입되는 을 원산지별로 나 어 SUR (Seemingly

UnrelatedRegression)을 이용,수입수요함수를 도출하 다. 수입

수요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인당 수입량,수입가격,1인당

실질소득,환율을 독립변수로 두고 로그함수로 회귀한 뒤,VAR모

형으로 인과성 분석을 진행하 다.제분용 의 한국 체 수입수요

함수를 추정한 결과,한국 시장에서 각 국가의 은 서로 강한 경쟁

계에 있음을 확인하 고,캐나다 은 가격 탄성치가 높아 향후

가격 여하에 따라 시장 유율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 연구는 한국으로 을 수출하는 국가들 간의 연 성을

계측했다는 에서 수입 안정화 연구를 한 발 마련에 기여

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한국 수요 여건에 맞도록 미국산 호

주산 을 캐나다 로 체해 수입하자는 이 논문의 결론은 실

과 맞지 않았다.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제분은 일부 제빵용

뿐이기 때문에,제빵용‧제과용‧제면용 을 모두 생산하는 미국이나

고 제면용 을 생산하는 호주와의 실질 인 체 계는 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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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격 변동 폭

국내 가공식품
30% 50% 100%

가루(제분) 17.8 29.7 59.4

빵,과자,국수류 1.4 2.3 4.5

콩
유지 식용유 7.4 12.3 24.6

기타 식료품
 0.7 1.2 2.3

옥수수

분 당류 10.9 18.2 36.3

육류 육가공품 2.1 3.5 6.9

낙농품 1.1 1.8 3.6

문이다.실제로 논문이 게재된 후,10년 간 캐나다 수입량의 변

화는 거의 없었다.나아가 이러한 결론은 한국의 독자 인 공

경로 확보와는 무 한 결론이라는 에서 한계가 있다.

김병률(2008)에서는 ,콩,옥수수 등에 해 국제가격이 30%,

50%,100% 변동하게 되면 국내 가공식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산업 연 표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가루(제분)의 경우,국제

가격 변동 폭 30%,50%,100%인 모든 상황에서 다른 가공식품들에

비교했을 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연구결과

에 따르면 빵,과자,국수 등 가공식품 가격은 곡물 국제가격 변

동 폭에 덜 민감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곡물 국제 가격 변동의 국내 주요 가공식품 가격 향

단 :%

주 1)두부 포함

자료 :김병률(2008)

비록 의 연구 결과에서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이 빵,과자,국수류

등의 련 가공식품에 미치는 효과는 가루와 비해 은 수

으로 나타났지만, 수 유통 구조 상 이들 가공식품의 주원료가

가루라는 에서 보았을 때,연 성이 완 히 없다고 볼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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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특히 최근 법원에서 CJ제일제당,삼양사 등 가격을 담

합한 가루 생산업체들에게 제빵‧제과업체인 삼립식품에 14억여

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결을 내렸다.이는 법 으로 간 소비자

(원료업체 등에는 소비자이지만 일반인이나 다른 업체에는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경우)의 피해를 인정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2)

<그림 1-2> 최근 가루 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피고측 주장

과 법원 단 황

자료 :‘가루담합’CJ‧삼양사,삼립에 14억배상하라.한국경제신문.2012년 12월 3일자 기사

김병률(2008)역시 ,콩,옥수수 등의 가격 변동에 집 해 분석했

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 주체나 유통 경로 등 가격 변화의 원인이나

수 구조의 문제 에 한 논의 자체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에서

본 논문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와 유사하게 김성

훈(2011)에서도 한국 제당산업에 해 산업구조와 설탕 제조 원가,

그리고 설탕 수입기본 세율 변동의 향 분석을 통해 련 제당식

품산업의 설탕 가격 변동에 따른 효과를 논의하 지만,거래 주

체나 유통 경로 등 원인에 한 설명까지는 따로 언 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보고서는 제분 산업을 분석할 때,어느 부분을 집 으

2)‘가루 담합’CJ‧삼양사,삼립에 14억 배상하라.한국경제신문.2012년12월 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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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한 모티 를 제공하고 있으며,해외논문에

서 언 할 수 없는 한국만의 곡물 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연구들은 상황에서의 국내 효과

자체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과정에서의 국제 부분에

해 검토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방향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제 5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세계 수 동향 가격 망을 통해

재 국제 시장 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3장에서는 한국의

수 ‧수입 구조를 살펴보고 문제 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제4

장에서는 국내 제분 산업 련 기업들의 황을 살펴 으로써

국내 제분 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내 원

인에 한 배경을 논의할 것이다.제5장에서는 한국이 수 에 있

어 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그리고 캐나다의 농산물

수출환경을 확인함으로써 국내 제분 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외 원인에 한 배경을 논의할 것이다.제6장에

서는 한국과 일본의 수입구조를 비교함으로써 국내 제분 산업의

해외진출 해요인을 검토해보고자 한다.제7장에서는 국내 제분 기

업들의 해외진출 해요인에 해 종합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제8

장에서는 국내 제분 기업들의 해외진출 해요인에 한 제언하고

자 한다.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앞에서의 모든 논의들을 요약‧정

리함으로써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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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제 수 가격 동향

제 1 국제 수 동향

국제 시장은 소수의 수출국가와 다수의 수입국가로 구성된 ‘과

시장’형태를 띠고 있다. 표 인 수출국가로는 남미 지역의

아르헨티나,오세아니아 지역의 호주,북미 지역의 미국과 캐나다,

흑해 지역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그리고 유럽연합이

있다.

OECD-FAO에 따르면 2011년 재 주요 수출국가의 수출량

은 아르헨티나가 8.4백만 톤,호주가 20.0백만 톤,미국이 26.5백만

톤,캐나다가 17.4백만 톤,러시아가 20.2백만 톤,카자흐스탄이 8.5백

만 톤,우크라이나가 8.0백만 톤,EU가 15.3백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

다.2006년에는 호주의 수출량이 감하면서 체 수출량의

감소에 향을 미쳤었고,2010년에는 흑해지역의 러시아,카자흐스

탄,우크라이나의 생산량이 이상기후 상으로 인해 감함에 따

라 국제 수출량이 감소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제 시장의 수출규모를 살펴보면

차 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표 2-1>하지만 2005년부

터 2011년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수출국가 어느 한

지역만 이상기후 상이 발생해도 국제 시장 수출규모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더군다나 <표 2-1>에 반 되

지는 않았지만,2012년에도 흑해 지역에 이상기후 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수출량이 한 번 감소할 것으로 상되고

있기 때문에 재로서는 향후 국제 시장의 수출물량이 안정 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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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주요 수출국가의 수출량 동향 망(200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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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FAOAgriculturalOutlook2012-2021Highlights(2012.6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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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르헨

티나
호주 미국

캐나

다

러시

아

카자흐

스탄

우크라

이나
EU 소계 기타 합계

2005 7.0 16.0 27.5 15.7 10.3 3.6 6.5 15.1 101.7 15.0 116.7

2006 8.5 8.7 24.7 19.4 10.5 8.3 3.3 13.2 96.6 14.6 111.2

2007 10.5 7.4 34.4 15.9 11.6 8.3 1.2 11.6 100.9 14.4 115.3

2008 5.1 14.7 27.6 18.6 17.7 6.3 12.6 24.7 127.3 16.6 143.9

2009 4.0 14.8 24.0 18.5 18.3 7.9 9.2 21.4 118.1 18.5 136.6

2010 7.8 18.6 35.1 16.2 3.4 5.5 3.7 22.1 112.4 19.5 131.9

2011 8.4 20.0 26.5 17.4 20.2 8.5 8.0 15.3 124.3 31.3 155.6

2012 8.1 17.4 25.8 17.9 20.6 11.4 7.4 17.0 125.6 11.0 136.6

2013 8.3 17.1 25.7 16.3 20.4 12.7 8.8 16.5 125.8 11.3 137.1

2014 8.4 17.3 25.6 16.1 18.8 13.1 10.1 16.4 125.8 11.3 137.1

2015 8.7 17.2 25.4 17.1 18.4 13.5 11.1 16.6 128.0 11.1 139.1

2016 8.8 16.4 25.4 17.2 18.9 13.4 11.6 16.7 128.4 11.5 139.9

2017 8.8 16.7 25.4 17.7 21.9 13.2 12.0 16.5 132.2 11.5 143.7

2018 9.0 16.7 25.4 18.0 22.3 13.2 12.5 16.5 133.6 11.8 145.4

2019 9.1 16.6 25.2 18.7 23.9 13.0 12.9 16.8 136.2 11.9 148.1

2020 9.3 16.4 24.3 19.2 25.7 12.8 13.4 16.4 137.5 12.6 150.1

2021 9.3 16.3 24.4 19.7 26.1 12.8 13.8 16.3 138.7 13.4 152.1

<표 2-1>주요 수출국가의 수출량 동향 망(2005~2021)

단 :백만 톤

자료 :OECD-FAOAgriculturalOutlook2012-2021Highlights(2012.6월 업데이트)

<그림 2-2>2010년 곡물 생산이 향을 미친 이상기후 황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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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국가

아시아

한국,북한,일본,이스라엘,말 이시아,몽골,

미얀마,필리핀,싱가폴,태국,베트남,

방 라데시,타지키스탄,스리랑카,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조지아,조르단,쿠웨이트, 바논,

팔 스타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멘

등

북미 멕시코 등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푸아뉴기니 등

유럽
터키,알바니아,벨라루스,보스니아,노르웨이,

스 스 등

남미

볼리비아,칠 ,콜롬비아,코스타리카,쿠바,

에콰도르,엘살바도르,도미니카공화국,과테말라,

아이티,온두라스,자메이카,페루,베네수엘라,

트리니나드토바고

아 리카

이집트,모로코,알제리,에티오피아,리비아,

튀니지,앙골라,카메룬,콩고,가나,기니, 냐,

나이지리아,소말리아,수단,남아 리카공화국,

탄자니아,우간다 등

수입국가의 수는 수출국가 수에 비해 많다.자세한 사항은

<부록 1>에서 언 하고자 하며 여기서는 수입량이 수출량보

다 많은 국가 황만 제시하고자 한다.<표 2-2>

<표 2-2>국제 시장에서의 륙별 수입국가 황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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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제 가격 동향과 망

국제농업 문기 의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한 측 황을 살

펴보면 <표 2-3>과 같다.2012년에 OECD-FAO에서 측한 것에

따르면,2012년에 비해 2021년에는 톤 당 가격이 39.1달러 하락

하고,옥수수 가격은 소폭 증가하며,콩과 가격은 톤 당 각각

50.4달러,30.7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반면 FAPRI의 경

우,2012년에 비해 2017년에는 톤 당 가격이 31.3달러 증가하고,

옥수수와 콩 그리고 가격은 톤 당 1~8달러 상승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마지막으로 USDA의 경우,2012년에 비해 2021년에는 과

콩의 톤 당 가격이 각각 40.5달러,12.6달러 상승하고,옥수수와

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국제농업 문기 의 국제 곡물 가격 변동 측 황은 기 별로

차이가 있지만 어도 미래 곡물 가격이 2000년 반 이 의 낮

은 국제 곡물 가격 수 으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상하

고 있다.이는 ‘더 이상 값싼 곡물의 시 는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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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국제 망기 의 국제곡물가격 망

단 :$/ton

구분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2021/

2022

OECD

-FAO

493.6 465.3 444.9 420.6 419.3 425.9 435.4 442.8 450.3 454.5

옥수수 244.8 228.7 227.5 231.2 233.4 236.2 242.1 246.1 247.9 246.3

콩 499.9 526.6 513.5 520.6 521.2 533.1 537.2 542.1 542.9 550.3

248.6 250.8 250.4 250.3 259.7 264.5 272.5 275.7 276.9 279.3

FAPRI

475.7 468.4 480.9 494.1 505.5 507.0 - - - -

옥수수 175.4 173.2 175.4 178.7 177.9 176.5 - - - -

콩 412.9 413.6 411.0 414.7 419.9 420.2 - - - -

222.8 205.9 213.2 221.7 226.1 226.1 - - - -

USDA

514.7 503.7 500.0 507.4 514.7 522.1 529.4 536.8 547.8 555.2

옥수수 183.8 158.1 161.8 163.6 165.4 165.4 167.3 169.1 171.0 171.0

콩 404.4 378.7 287.0 393.4 397.1 400.7 404.4 409.9 413.6 417.3

220.6 211.4 213.2 215.1 216.9 216.9 218.8 218.8 216.9 216.9

주 1)OECD-FAO 망에서 옥수수는 FOBUSA,Gulfport기 , 은 FOBUSA기 ,

2)FAPRI의 곡물별 망치는 농장가격으로 부셀(1부셀=27.2kg 용)당 가격을 톤으로 환산

한 수치임.

3)USDA의 곡물별 망치는 농장가격으로 부셀(1부셀=27.2kg 용)당 가격을 톤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OECD-FAO AgriculturalOutlook 2012-2021 Highlights(2012.2),Representative

Farms Economic Outlook forthe January 2012 FAPRI/AFPC Baseline

(2012.3),USDAAgriculturalProjectionsto2021(2012.1).

특히 2012년 10월 재,미국의 주요 생산지인 서부 지방에

폭염 등 이상 기후 상이 발생함에 따라 두와 옥수수 공 량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비록 에 한 생산피해

는 은 것으로 망되고 있지만, 두와 옥수수의 가격 여 로 함

께 선물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낳고 있다.결국 국제 선물 시장에서

의 가격은 2012년 10월 재,앞서 국제 곡물 망 기 들이

측했던 톤 당 220~248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톤 당 318달러에 거래

되고 있다.(<그림 2-3>,<그림 2-4> 참고)이는 비록 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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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낮은 수치이지만, 년 동월 비로 보면 38.2%나 높은 수 이

다.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2013년 상반기에 가루 가격이 년 비

30% 정도 오를 것이라 망하고 있다.<표 2-4> 이는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의 여 가 고스란히 국내 가루 가격에 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특히 기타 품목들과 비교했을 때, 가루 가격 상승률이

상 으로 높을 것으로 상되고 있어 이에 한 비가 시 하다

고 볼 수 있다.나아가 국제 곡물 가격 변동 여 가 심화된다 하더

라도 국내로 이 안정 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3> ‧옥수수‧콩의 국제 선물 시장 가격 변동 황

단 :$/ton

주 1) 2008년 2월 27일,옥수수 2012년 8월 21일,콩 2012년 9월 4일

2)10월 1일~19일까지의 평균 가격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한국농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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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최근 의 국제 선물 시장 가격 변동 황

단 :$/ton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한국농 경제연구원

<표 2-4>최근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따른

2013년 상반기 국내 가격 상승률 망

단 :%

구 분 옥수수 콩 합 계

낙 농 0.89 2.61 0.25 3.75

육 우 1.00 2.96 0.27 4.23

양 돈 1.33 3.86 0.33 5.51

가 1.63 4.75 0.36 6.75

가루 29.64 0.73 0.09 30.45

분 0.59 13.39 0.00 13.99

당 류 0.21 3.95 0.01 4.17

국수류 3.72 1.30 0.18 4.20

장 류 0.81 0.28 2.67 3.77

식물성 유지 0.02 1.01 8.74 9.77

두 부 0.30 0.11 9.11 9.52

사 료 2.18 6.33 0.48 8.99

주 :국제곡물 상승만을 고려한 물가 상승률로 국내 수 상황,정책변화 등은 고려되지 않음.

자료 :농업 측센터 산업연 분석 추정치(2012년 10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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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곡 류

콩
체 보리 옥수수

1980 53.3 95.1 57.6 4.8 5.9 35.1

1985 49.2 103.4 63.5 0.3 4.1 22.5

1990 43.8 108.3 96.1 0.1 1.9 20.1

1995 30.0 91.1 67.1 0.3 1.1 9.9

2000 30.8 102.9 46.9 0.1 0.9 6.8

2001 32.2 102.7 77.2 0.1 0.8 7.7

2002 31.0 99.2 60.4 0.2 0.7 7.3

2003 28.1 90.3 49.8 0.3 0.8 7.3

2004 27.6 94.3 54.1 0.4 0.8 7.1

2005 29.4 102.0 56.4 0.2 0.9 9.7

2006 27.6 98.5 41.7 0.2 0.8 13.6

2007 27.4 95.8 51.2 0.2 0.7 11.2

2008 27.8 94.3 38.6 0.4 1.0 8.6

2009 29.6 101.1 45.8 0.5 1.0 9.8

2010 26.7 104.6 26.6 0.8 0.8 8.7

2011 22.6 83.0 22.5 1.1 0.8 6.4

제 3장 한국의 수 ‧수입 구조 문제

제 1 한국의 수 구조 문제

한국의 곡물자 률은 2011년 재 22.6%에 불과하다.주요 곡물

에서 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자 률은 상당히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는데,특히 의 경우는 1985년 이후로 곧 0.5% 내외의 자 률

을 보이고 있다.최근 3년 간 자 률이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지

만 1%에 남짓한 수 에 불과해 사실상 량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다.<표 3-1>

<표 3-1>한국의 주요 곡물자 률 황(1980~2011)

(단 :%)

자료 :식품 수 표 2009,한국농 경제연구원,2010.12.

농림수산식품 통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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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격 용도

웨스턴

화이트

(WW/SW)

미국 서부의 워싱턴,오 곤 아이다호주에서 생산되며

동부의 미시건 주에서도 약간 생산되는 백색의 겨울 이다.

백맥 에서는 연질백맥(hardwheat)이 주종을 이루며 그 밖

의 크럽백맥(whiteclub)과 경질백맥(hardwheat)등이 있다.

미국서부에서 생산되는 은 자국소비가 어 부분의 연

질백맥과 소량의 크럽백맥이 혼합되어 웨스턴 화이트라는

이름으로 수출되고 있다.백맥의 주용도는 잌과 과자용이

며 국내에서는 맥과 혼합하여 다목 가루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하드 드

터

(HRW)

미국 의 주종이 되는 로 미국의 캔사스,오크라호마,텍사

스,네 라스카,콜로라도주 등 의 미국 부에서 주로 생산

되고 있는 색 경질의 겨울 이다.우리나라에 많이 수입

되는 로 국내에서는 보통 력분을 생산하는 원료 이며

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과자,제빵용에는 소량 사용

된다.

다크노썬

웨스트

(NS/DNS)

북다코다주 역과 몬타나주,남다코다주,미네소타주 등지

에서 생산되는 색의 이 다.단백질 함량은13-16%이

며 지역 으로 캐나다와 해 있는 미국 북부 지역에서

생산된다.우리나라에서는 제빵용 강력분을 만드는데 사용

되고 있다.

소 트

드 터

(SRW)

일리노이주,인디아나주,오하이오주 등 미국 동부에서 주

로 생산되는 색의 겨울 이 다. 의 산지가 한국으로 부

터 멀기 때문에 거의 수입되지 않으나 일부 특수 제과용으

로 수입되고 있다.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품종의 종류는 ‘WesternWhite/Soft

White Wheat(WW/SW)’,‘Hard White Wheat(HW)’,‘Hard Red

WinterWheat(HRW)’,‘SoftRedWinterWheat(SRW)’,‘Northern

Spring/DarkNorthernSpringWheat(NS/DNS)’등 크게 5가지이

다.이들의 성격 용도는 <표 3-2>와 같다.

<표 3-2>미국의 품종별 제분 의 성격 용도

자료 :한국제분 홈페이지 (http://www.kf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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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미 국 1,176(57) 1,474(65) 1,062(54) 1,057(49) 1,219(53)

호 주 799(39) 660(29) 790(39) 941(45) 954(41)

캐나다 95(4) 141(6) 145(7) 136(6) 143(6)

기 타 0(0) 2(0) 8(0) 10(0) 1(0)

총 계 2,070(100) 2,275(100) 2,005(100) 2,144(100) 2,317(100)

구 분 성격 용도

캐

나

다

웨스턴 드

스 링

(CWRS)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경질맥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

빵용에 사용되며 특히 마니토바주에서 생산되는 동품

종의 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빵용 가루 제분의

원료가 된다.국내에 수입되는 캐나다 의 주종을 이

루고 있으며 주로 빵용에 사용된다.

호

주

스탠다드

화이트

(ASW)

호주의 모든 주에서 생산되는 백색의 동소맥으로 호주

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ASW이다.단백질 함량이

약 9.0-11.5%로 생산지역에 따라 다소의 품질 차이가

있다.용도로는 앙아시아와 인도의 아라비아 빵과

빵에 이용되고 부분이 면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국내

에 도입되는 호주 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부분

면용에 이용되고 있다.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Westernredspring(CWRS)’품종을 주로 수

입하고 있으며,호주로부터는 ‘StandardWhite(ASW)’품종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이들의 성격 용도는 <표 3-3>과 같다.

<표 3-3>캐나다와 호주의 품종 별 제분 의 성격 용도

자료 :한국제분 홈페이지 (http://www.kfmc.co.kr/)

최근 5년 간 국내 제분 산업의 국가별 원료 구매 황을 살펴보면,

평균 으로 미국으로부터 55%,호주로부터 38%,캐나다로부터 6%

의 을 수입하고 있으며,이들 수입량의 합은 100%에 육박하고 있

다.<표 3-4>

<표 3-4>국내 제분 산업의 국가별 구매 황(2007~2011)

단 :천 M/T,%

자료 :한국제분 회 (http://www.kofm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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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 2009 2010 평 균

미

국

웨스턴화이트(WW/SW) 1,058(31) 539(27) 495(23) 697(27)

하드 드 터(HRW) 388(17) 232(12) 255(12) 292(14)

다크노썬웨스트(NS/DNS) 371(16) 286(15) 300(14) 319(15)

소 트 드 터(SRW) 7(1) 5(0) 7(0) 6(0)

합 계 1,474(65) 1,062(54) 1,057(49) 1,198(56)

캐

나

다

웨스턴 드스 링(CWRS) 142(6) 145(7) 136(6) 141(6)

호

주

스탠다드화이트(ASW) 599(26) 643(32) 803(38) 682(32)

기타(AH,ANW) 61(3) 147(7) 137(7) 115(6)

합 계 660(29) 790(39) 941(45) 797(38)

한국의 국가별․품종별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웨

스턴화이트’품종( 잌,과자용)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평균

27%)제면용으로 사용되는 ‘하드 드 터’품종(제면용)과 ‘다크노썬

웨스트’품종(제빵용)도 체 비 각각 14%,15%의 수입 비 을

차지하고 있다.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제면․제빵․제과용 을 모두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캐나다로부터는 제빵

용으로 쓰이는 ‘웨스턴 드스 링’품종을 수입하고 있으며 체

비 약 6%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호주로부터는 제면용으로 사용

되는 ‘스탠다드화이트’품종을 수입하고 있으며 체 비 32%를 차

지하고 있다.<표 3-5>

<표 3-5>한국의 국가별․품종별 수입량 추이(2008~2010)

단 :천 톤(%)

자료 :한국제분 회 (http://www.kofm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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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루 총 소비량(톤) 국민 1인당 가루 소비량(kg)

1995 1,611,000 34.5

2000 1,804,000 34.8

2005 1,735,000 33.2

2007 1,734,000 33.6

2008 1,618,000 31.3

2009 1,688,000 31.4

2010 1,801,000 33.1

2011 1,866,000 33.4

국내 가루 총 소비량은 2008년을 기 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1995년,2000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수 의 소비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민 1인당 가루 소비량 한 1990년 와 2000년 반에

비해서는 낮은 경향이 있지만,2008년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표 3-6>

<표 3-6>연도별 국내 가루 수요량 황(1995~2011)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결국 이상기후 상이 재발하면 언제든지 가격 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과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차 증가추세

에 있다는 , 을 공 하는 국가가 3개 국가에 집 되어 있다는

은 한국의 수 구조의 문제 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수

문제를 방치한다면,한국은 앞으로도 국제 시장의 불안정한 수

동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 2 한국의 수입구조 문제

한국은 사료용 을 사료 회를 통해,식용 을 한국제분 회를

통해 주로 곡물메이 일본계 종합상사에 의존해 수입하고 있으

며,2011년 이들을 통한 수입량은 370만 톤에 이른다.이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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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곡물메이

AWB CWB 일본계 기타 계
계 카길 ADM 벙기 LDC

2005
1,411

(46%)

579

(19%)

612

(20%)

220

(7%)
‧

859

(28%)
‧

480

(15%)

351

(11%)
3,100

2006
1,335

(46%)

910

(31%)

425

(15%)
‧ ‧

1,032

(35%)
‧

352

(12%)

216

(7%)
2,934

2007
1,599

(58%)

1,160

(42%)

329

(12%)

110

(4%)
‧

699

(25%)

13

(1%)

341

(12%)

101

(4%)
2,754

2008
1,350

(58%)

1,105

(44%)

336

(14%)
‧ ‧

620

(27%)

115

(5%)

49

(2%)

176

(8%)
2,311

2009
1,627

(43%)

1,297

(35%)
‧

275

(7%)

55

(1%)

411

(11%)

141

(4%)

21

(1%)

1,515

(41%)
3,715

2010
1,170

(31%)

855

(23%)
‧

260

(7%)

55

(1%)

473

(13%)

140

(4%)

218

(6%)

1,704

(46%)
3,705

2011
604

(16%)

549

(15%)
‧ ‧

55

(1%)

675

(18%)

124

(3%)

228

(7%)

2,067

(56%)
3,698

년 체 수입량인 470만 톤의 79%에 해당하는 양이다.결국 국

내 수입량의 반 이상을 곡물메이 일본계 종합상사에 의

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 으로 2011년 재 공 사별 도입량 추이를 살펴보

면,4 곡물 메이 가 604천 톤,AWB가 675천 톤,CWB가 124천

톤,일본계 곡물회사가 228천 톤,기타가 2,067천 톤을 국내로 공

한 것으로 나타났다.4 메이 를 통한 수입비 은 차 으로 감

소하고 있지만 Glencore,Toepfer,U.G.C,등을 통한 주요 곡물회사

의 비 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고로 Glencore는

스 스 곡물 수출회사이며,Toepfer는 독일 곡물 수출회사이고,

U.G.C(UnitedGrainCompany)는 러시아 곡물 수출회사이다.<표

3-7>

<표 3-7>공 사 별 도입량 추이(2005~2011)

단 :천 톤,%

주1:일본계는 MITSUI,MITSUBISHI,SOJITZ,ITOCHU등임.

주2:기타는 Glencore,U.G.C,Toefer등임.

자료 :사료 회,제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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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회사 소재 항구수 장능력 선 능력

4

메이

카길 7(12.3) 1,571,507(19.0) 18,943(16.8)

ADM 8(14.0) 995,552(12.0) 16,901(15.0)

LDC 4(7.0) 658,615(8.0) 9,123(8.1)

벙기 2(3.5) 386,460(4.7) 7,185(6.4)

소계 21(36.8) 3,612,134(43.7) 52,152(45.3)

젠 노 1(1.8) 108,862(1.3) 3,266(2.9)

기 타 35(61.4) 4,652,098(55.0) 60,309(51.8)

계 57(100.0) 8,264,232(100.0) 112,461(100.0)

제분 회가 을 수입하는 단계는 지 곡물 엘리베이터에서 시작

된다.제분 회가 지 곡물 엘리베이터에서 곡물을 구매할 때 지

곡물 엘리베이터의 주인은 카길(Cargill),에이디엠(ADM),벙기

(Bunge)등 메이 곡물업체인 경향이 크다.미국‧캐나다의 곡물 수

출 엘리베이터 황을 살펴보면,카길이 7개 항구에 수출입 곡물 엘

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 선 능력은 체 비 각각

19.0%와 16.8% 수 이다.ADM는 카길보다 1개 더 많은 8개 항구

에 수출입 곡물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 선 능력

은 체 비 12.0%,15.0% 수 이다.일본 농(Zen-Noh)이 소유

한 루이지애나주 소재 수출입 곡물 엘리베이터는 10.8만 톤 규모이

며 선 능력은 시간 당 약 3,300톤이다.<표 3-8> 호주의 경우에

는 5장에서 설명하겠지만 미국‧캐나다와는 달리,각 지역 별로 지정

된 호주 곡물 업체들이 곡물 엘리베이터를 소유하고 있어 호주 지

역에서 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자연스럽게 그들의 향력에 놓이

게 된다.(5장 <표 5-5>참고)

<표 3-8>미국‧캐나다의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황(2010.10기 )

단 :MT(%)

자료 :USDA-GIPSA,DirectoryofExportElevatorsatExportLocationsincluding

FacilityDat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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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 회 회원사들은 이들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에서 을 구매해

선 하게 된다.국제 곡물가격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선물가격

과 수송비,반출입비,보 료, 리,보험료 등을 합산한 베이시스

(Basis)의 향을 받아 결정된다.곡물의 최종가격은 생산자가 엘리

베이터에 곡물을 매하고 엘리베이터가 즉석에서 시카고 선물시장

에서 헷지(hedge)거래를 했을 때 발생한 로컬 베이시스로부터 시작

된다.이후의 로컬 베이시스에 수송 보 료와 마진을 추가하여 베이

시스 매매계약이 이루어진다.수출 엘리베이터에서는 주로 수출항까

지의 운송 부 비용을 포함한 ‘FOB 가격’으로 거래가 진행된

다.3)

이 게 구매된 에 해 제분 회는 공동용선을 이용하여 국내로

수송하게 되며,인천,부산,평택 등 국내 주요 항구에 가공시설이

치해 있기 때문에 바로 제분공정으로 진행되도록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다.(<부록 5>참고)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곡물 엘리베이터를 세웠을 때,국내로

반입을 쉽게 하기 해서는 제분 회 회원사들의 역할인 ‘국내로

운송 가공 과정’과 효율 으로 연계되어있어야만 한다.즉,한국

곡물 수입구조에서 미개척지라고 불리던 ‘지 생산 장‧선

시설에 한 투자’가 성공하기 해서는 기존에 한국이 확보하고 있

던 유통 과정 주체들의 참여,특히 국내 제분 기업들의 참여가 반드

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3) 이 섭.국제 곡물시장과 수입방식 개선방안.한국농 경제연구원



- 26 -

• 제분기술의 향상, 가루의 안정성 확보 홍보,소비 진 등

제분산업 발 에 한 사항

• 국제 시세 동향분석,국내외 제분산업 황 악 등 주요정

보 수집에 한 사항

• 국내외 제분산업에 한 제반 통계조사,세미나,해외연수 등

에 한 사항

• 정부기 수출국 계기 등 외 업무에 한 사항

• 정부 양곡시책에 한 건의 는 자문

• 기타 본회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사업

제 4장 국내 제분 산업 황 시사

제 1 제분 산업의 개황(제분 회 포함)

사단법인 한국제분 회는 1955년 12월 31일에 설립되었다.설립목

은 한국 제분 산업의 건 한 발 을 도모하며,회원 상호간의 친

목 복리를 증진하는 것에 있으며,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

<표 4-1>한국제분 회의 주요 사업

자료 :한국제분 회 (http://www.kofmia.org)

제분 회 회원사들의 공장 수는 1965년 당시 22개 으며,가동률은

28.7% 수 이었으나,2011년 재 11개 공장에서 72.7%의 가동률

수 을 보이고 있다.<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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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공장수 가공능력 가공실 가동률

1965 22 1,412.0 405 28.7

1970 23 1,822.0 1,228 67.4

1975 16 2,062.0 1,420 68.9

1980 13 2,842.0 1,906 67.1

1985 13 2,829.0 2,076 73.4

1990 12 3,141.0 2,035 64.8

1995 11 3,102.0 2,154 69.4

2000 11 2,896.5 2,403 83.0

2005 11 3,055.5 2,262 74.0

2006 11 3,082.5 2,259 73.3

2007 11 3,082.5 2,142 69.5

2008 11 3,082.5 2,037 66.1

2009 11 3,082.5 2,047 66.4

2010 11 3,082.5 2,172 70.5

2011 11 3,018.3 2,194 72.7

<표 4-2>제분 회 연도별 가공능력 실

단 :개,천 톤,%

자료 :한국제분 회 (http://www.kofmia.org)

가루 종류를 구분하는 기 은 단백질 부질 함량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한국의 분류기 은 <표 4-3>과 같다.즉 강력분일수록 단

백질 부질 함량이 높으며 박력분일수록 단백질 부질 함량이

낮다.강력분은 고 빵, 화면 등의 제조에 합하고 강력분과

력분은 비스킷,가락국수 등의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 한 박력

분은 카스테라, 이크, 과자용으로 이용된다. 단백질 합량이

11~14%인 듀럼 가루는 마카로니나 스 게티 제조에 사용된다.4)

4) 박희호,식용작물학Ⅱ.한국방송통신 학교 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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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력 가루 강력 가루 박력 가루 혼합 가루 립 가루 계

1980 1,331 88 50 0 0 1,384

1985 1,299 178 137 0 0 1,469

1990 996 235 214 61 6 1,512

1995 1,010 263 265 67 2 1,607

2000 1,201 300 284 36 0 1,821

2005 1,104 316 303 0 0 1,723

2006 1,120 309 302 0 0 1,731

2007 1,084 293 270 0 0 1,647

2008 1,078 286 211 0 0 1,575

2009 1,136 294 186 0 0 1,616

2010 1,236 294 198 0 0 1,728

2011 1,246 295 190 0 0 1,731

가루의 종류 단백질 함량 부질 함량

강력분 12~13 37~40

강력분 9.5~11 30~33

력분 8~9 25~29

박력분 6~7 19~21

<표 4-3>한국의 가루 종류 별 공장 품질규격

단 :%

자료 :박희호,식용작물학Ⅱ.한국방송통신 학교 출 부

이러한 기 을 기반으로 종류별로 가루 생산 실 이 집계되고

있는데 그 황을 살펴보면,2011년 재 력 가루를 1,246천 톤,

강력 가루를 295천 톤,박력 가루를 190천 톤 생산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1980년 생산실 과 비교했을 때, 력 가루의

비 은 감소한 반면 강력 박력 가루의 생산실 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4-4>

<표 4-4> 가루 종류별 생산실

단 :천 톤

자료 :한국제분 회 (http://www.kofm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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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 회에 등록된 제분회사는 한제분,CJ제일제당,한국제분,동

아원,삼양 맥스, 선제분, 남제분,삼화제분 등 총 8개이다.하

지만 1999년 한생명그룹이 해체됨에 따라 동아제분이 매각 상

에 오르면서 2000년 3월,당시 제분업계 시장 유율 4 를 기록

이던 한국제분이 동아제분을 1600억 원에 인수했다.5)따라서 실질

으로 국내 제분 기업은 총 7개로 볼 수 있다.

제 2 업체 별 황

1. 한제분

한제분은 1952년에 창립된,오랜 역사와 통이 있는 제분 기업

이다. 한제분은 60년 동안 제분업 소맥분 매업에 종사하며

한국 제분 역사와 함께 해왔다.특히 ‘곰표’ 랜드를 기반으로 력

분‧강력분‧박력분 등 다양한 종류의 가루를 매해왔으며,튀김가

루와 부침가루 등 리믹스 제품과 국수 스타 제품을 생산하

여 표 인 국내 제분 분야 문 기업으로 성장을 이룩해왔다.

5)http://www.kfmc.co.kr(한국제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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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설 립 일 주 요 사 업 자 산총액

한사료(주) 1947.05.24 사료제조 매 197,774,893

한싸이로(주) 1971.05.12 하역 창고 보 129,085,288

한국유업(주) 1979.04.27 사료제조 매 34,027,570

㈜ 로벌 심층수 2007.11.28 심층수제조 매 22,745,710

디비에스(주) 2010.10.20 반려동물서비스업 4,877,852

한FS(주) 2009.07.24 농장운 업 5,149,388

(주)비티스 2004.03.09 와인수입 매업 7,433,741

연 한사료유한공사 2000.01.17 사료제조 매 3,773,049

DHFHoldingsInc. 2007.02.06 기타제조업 5,762,436

<표 4-5> 한제분 계열사 황(2011)

자료 : 한제분 사업보고서 (2011)

이러한 한제분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 원천 하나는 바로 인천

내항 에 치한 가루 제조공정시설에 있다. 한제분은 가루

가 인천내항에 입항하자마자 공장으로 수송‧가공이 가능하도록 기

반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에 따른 비용 감으로 상 우

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부록 5참고>

따라서 한제분 입장에서는 굳이 비용과 험을 떠안아가면서까

지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낄 유인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가루의 제조 공정은 입항 후 크게 <그림 4-1>,<표 4-6>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는데,진입 기업들이 가루 제조공정 과정에 진입

하기 해서는 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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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명 칭 공 정 내 용

1.정선공정
이외의 불순물을 각종의 정선기에 의해 분리·제거하

는 공정임.

2.가수공정

입자를 세정연마(洗淨硏磨)하여 깨끗하게 하는 동시

에 제분하기 쉽도록 에 가수(加水)·가온(加溫)하여 조

질(調質)하는 공정임.

3.조쇄공정
2개의 홈 롤 사이에서 입자를 단(剪斷)·압쇄하는

공정이며 배젖의 거친입자를 만드는 것이 주목 임.

4.사별공정

롤제분기로 분쇄된 경우는 그 때마다 분쇄물을 체기계

에 의해 체가름하고 미세분을 분취하는 동시에 세분되

지 않은 것을 입도별로 모은 다음,각 성상에 따라 순화

기나 다음 단계의 롤에 보내는 공정임.

5.순화공정

배젖 입자와 그 속에 혼입된 같은 모양의 껍질조각들은

체기계로는 분리되지 않으므로 이것을 순화기에 보내어

풍력을 이용하여 껍질조각을 제거하고 미들링의 순도를

높이는 공정임.

6.포장공정

각 롤 제분기에서 생긴 가루는 각각 그 성질이 다르

므로 목표로 하는 가루의 특성에 합치되도록 이들을

알맞게 배합하고 다시 개량제(改良劑)·표백제· 양 강화

제 등을 첨가함.이들이 잘 혼합되어 균일하게 되도록,

가공 도 에 상되는 이물질의 혼입도 충분히 배려하

여 재사기(再篩機)를 통해 다시 한 번 체질을 함.그 후

가루탱크에 보내어 숙성(熟成:aging)시킨 다음,포장

는 산 출하(散積出荷)하게 됨.

<표 4-6> 가루 제조공정 과정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510&mobile&categoryId=200000184

(두산백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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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한제분의 가루 제조공정 과정

자료 :http://www.dhflour.co.kr( 한제분 홈페이지)동 상을 정리

한제분의 강 은 이러한 시설 인 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제

분의 계열사 간 력구조를 살펴보면,각 계열사 기업들 간의 효율

연계를 통해 ‘범 의 경제’를 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2>특히 한제분은 싸이로를 보유함으로써 에 한 자체 장

시설을 확보하고 있고,사료공업을 통해 축산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다.나아가 우유 사업을 개함으로써 사료공업과의 피드백 계

까지 형성하고 있다.요약하건 한제분은 시설 ‧지리 경쟁력

을 기반으로 식용 제분뿐만 아니라 사료용 제분까지 다룸으로써 국

내 제분 분야에 있어 확고한 입지를 굳힌 상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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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한제분의 계열사 기업 간 력 구조

자료 :http://www.dhflour.co.kr( 한제분 홈페이지)

2.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1953년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로 출범해 2012년 재

까지 존속하고 있는 오랜 역사의 식품기업이다.CJ제일제당은 식품

사업,생명공학사업,물류사업을 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특

히 2007년 9월 기존의 식품사업 분야를 식품과 생명공학으로 분할

해 생명공학 분야를 집 육성하고 있다.국내물류사업,국제물류사

업,컨테이 사업 등도 함께 하고 있어 식품 원재료 수입 식품

수출 분야에 해 독자 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J는 설탕 등 다양한 품목을 다루고 있으며,제분사업은 식품사업

일부에 불과하다.

CJ제일제당의 식품사업 분야 매출액은 반 으로 증가추세에 있

다.특히 2007년 식품 사업의 매출액이 712,361백만 원이었던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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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2008 2009 2010

식품사업
712,361

(71.1)

2,634,114

(75.4)

2,946,584

(76.4)

3,090,677

(78.0)

생명공학사업
147,266

(14.7)

384,478

(11.0)

338,240

(8.8)

407,077

(10.3)

사료사업
123,476

(12.4)

460,088

(13.1)

545,082

(14.2)

441,057

(11.2)

기타사업
17,737

(1.8)

16,198

(0.5)

8,826

(0.2)

23,530

(0.5)

체
1,002,840

(100.0)

3,494,878

(100.0)

3,838,732

(100.0)

3,962,652

(100.0)

반해,2011년 2,090,677백만 원으로 329.7%나 매출이 증가하 다.

체 사업 비 식품사업의 비 은 약 76% 후 수 을 보이고 있고,

생명공학 사업이 약 10% 내외의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사료사업

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표 4-7>

<표 4-7>CJ제일제당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황(2007~2010)

단 :백만 원(%)

주 : 2011년부터 본격 으로 사업보고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 (K-IFRS)에

의해 작성됨에 따라 2011년 동향은 표에서는 생략되었음. 참고로 작성된

표의 기 은 K-GAAP기 임.

자료 :CJ제일제당 사업보고서를 정리

CJ제일제당의 식품사업과 련해 주요 원재료 가격 동향을 살펴보

면,2007년에 비해 2008년에 모든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구체 으로 살펴보면 2007년 비 2008년에 즉 원당은

15.8%,원맥은 48.8%, 두는 51.9%,옥수수는 33.6% 수매 가격이

상승하 다.원맥 가격은 2009년과 2010년 가격이 하락했다가 2011

년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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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07~11

평균

07~11

표 편차

원 당 272 315 375 522 666 430 162.3

원 맥 338 503 318 286 399 369 85.6

두 368 559 539 445 544 491 82.1

옥수수 220 294 238 225 304 256 39.8

경유

(원/ℓ)
‧ ‧ 1,167 1,275 1,510 1,317 175.4

<표 4-8>CJ제일제당의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황(2007~2011)

단 :US$/톤

주 :산출기 은 수입곡물의 경우 CIF기 6)의 물 이며,국내곡물은 계산서 발

행 상 공장도착 기 임.

자료 :CJ제일제당 사업보고서를 정리

이러한 원재료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주요제품 가격 변동으로 이

어졌다.<표 4-9>특히 2008년 곡물가격이 등했을 때,제분의 경

우에도 이러한 충격이 고스란히 반 되어 2007년에 비해 42.4%나

가격이 상승했으며 제당이나 유지 사료에 비해 가격 변동 폭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시기는 앞서 언 한 것처럼 바이오연료

수요의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공 감소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이다.결국 CJ제일제당 한 원재료를 조달할 때,국

제 원자재 가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국내 식품산업에 있어서 CJ가 기여하는 비 이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의 가격은 국제 가격에 상

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6)CIF(Cost,InsuranceandFreight):매도자가 상품의 선 에서 목 지까지의 원

가격과 운임‧보험료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가격을 말한다.즉 도

착항까지의 인도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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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제 당 653 695 834 895 1,094

제 분 580 826 812 692 783

유 지 1,096 1,502 1,602 1,418 1,583

사 료 411 509 546 492 526

<표 4-9>CJ제일제당의 주요 제품 가격변동 황(2007~2011)

단 :천원/톤

주 :1)산출기 은 품목을 분류로 크게 나 어 단순 평균한 가액임.

2)포장 단량별,원료배합비율 등의 이유로 세부품목 간의 가격차가 다소 크

며,제분은 가루 부제품(소맥피,말분)을 제외한 기 임.

자료 :CJ제일제당 사업보고서를 정리

CJ제일제당은 다른 제분 기업들과 달리,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험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에 해 큰 심을 보이고 있다.CJ제일제

당은 그동안 수직 통합에 의해 제분 구매에서 가공까지 사업을

확장해왔지만 지 직 생산 통제 부문은 가공부문에 비해 취약한

상태이다.‘네슬 ’에 버 가는 로벌 식품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CJ그룹의 목표가 실화되기 해서는 독자 인 원료 확보 기

반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3.한국제분(동아원 포함)

앞서 언 한 바와 같이,2000년 3월 한국제분이 동아원을 인수하

다. 재 동아원은 크게 제분사업과 사료사업 그리고 해외사업으로

구분해 경 되고 있으며,사료사업은 체 사업의 35% 정도로 유지

하되 제분사업을 축소하고 해외사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제분과 동아원은 인천과 부산,거창,그리고 당진에 공장을 보

유하고 있으며,‘맥선’이라고 하는 고유 랜드를 갖고 있다.

재 동아원의 해외사업 상지는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이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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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 호 주요제품

제분부문 동아원(주) 가루, 리믹스 등

사료부문
동아원(주),

청도KODO사료유한공사
배합사료

기타

부문

수입자동차 ㈜에 엠 이 Ferrari,Maserati

양곡도정 한국산업(주) ,

해외농산물자원개발
㈜코지드,코지드 캄보

디아

콘콥,옥수수,타

피오카 등

와인 련 KODO,Inc. DANA,VASO등

유류 화공약품,

가스,보 업 운

반업

당진탱크터미 (주) ‧

아SF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지드가 바탐방 지에 법

인을 세우고 10ha규모의 면 에서 GPC(옥수수 가공공장),RPC(

가공공장),TPC(타피오카 가공공장)를 보유‧가동하고 있다.하지만

옥수수, ,타피오카를 상으로 한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2011년 12월 재 에 한 해외 사업은 따로 추진되지 않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4-10>동아원 계열사 사업부문 황(2011)

자료 :동아원 사업보고서(2011.12)

최근 5년 간 동아원의 원재료 매입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에

비해 2011년 제분 매입가격이 6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동아원의 제분 련된 3가지 제품에 한 평균 가격 동향을 살펴보

면 2007년 비 2011년 가격이 2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2008년 식량 동 시기에 가격이 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 가격이 좀처럼 2007년 가격에 다가설 기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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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입가격 273 370 408 330 448

제분 련

제품 가격

고 건면용 542 837 758 643 645

일품 용분1호 483 720 719 575 582

진품우동용 694 1,073 1,037 861 895

3가지제품평균가격 573 877 838 693 707

제품 평균가격 - 매입가격 300 507 430 363 259

이지 않고 있고,특히 2012년 련 선물시장 추이로 보았을 때,

체 으로 2011년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결국 제분 업체 15%의 시장 유율을 보이는 동아원조차도

국제 시장 가격에 크게 향을 받고 있으며,이는 고스란히 가공

제품으로 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실제로 제품 평균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뺀 값은 259~507원/kg로 나타나 국제 시장이 동

요해도 동아원은 꾸 히 마진을 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오

히려 국제 으로 수 이 심각할 때,제품 평균가격과 매입가

격 차이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제 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 극심해질 가능성을 상해볼 수 있다.

<표 4-11>동아원 제분 매입가격 련 제품 가격변동 황(2007~2011)

단 :원/kg

자료 :동아원 사업보고서(2007~2011)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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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169,628 230,834 237,061 239,457 259,200

<그림 4-3>동아원제분매입가격 련제품가격변동 황(2007~2011)

단 :원/kg

자료 :동아원 사업보고서(2007~2011)를 정리

더구나 이 게 제분 가격과 동아원에서 생산하는 련 가공식

품들 가격이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동아원의 제분 분야 매출

액은 꾸 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11>

<표 4-12>동아원 제분 분야 매출액 동향(2007~2011)

자료 :동아원 사업보고서를 정리

비록 동아원이 해외사업을 통해 수익원 다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독 제분 분야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국제 시장의 구조

원인도 있겠지만,이는 국제 시장 가격과는 무 하게 소비자

에게 리스크를 가할 수 있는 생산 과 시장 환경에서도 그 원

인을 찾아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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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제분업체

(1)삼양 맥스

1988년 4월 ㈜삼양사에서 신한제분 주식회사를 인수한 뒤,2004년

재의 ‘삼양 맥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아산시 인면에 공장

을 보유하고 있으며 ‘큐원’이라는 랜드를 내세워 사업을 하고 있

고,주로 련 삼양계열사들에 제분을 공 하고 있다.

(2) 선제분

최근에 선제분은 가루와 가루 사업을 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선제분은 등포와 함평,아산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함평 공

장의 경우,2008년 6월에 공하 으며 가루를 생산해 농심이나 삼양

사 등에 제공하고 있다.공 된 가루는 국수, 라면과 같은 제품

제조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산 공장의 경우,50여 년 간

등포 제분 공장을 체하기 한 목 으로 공되었으며 2012년에 완공

되었다. 선제분의 표 랜드는 ‘해두루’이다.

(3) 남제분

남제분은 제분업과 배합사료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2011년 말

재, 남제분의 제분 산업 시장 유율은 4% 수 이며 제분 공장은

부산에,배합사료 공장은 양산에 치해 있고 ‘해바라기표’라고 하는 제

분 랜드를 갖고 있다.

2011년 남제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주력 원재료인 을 량 수

입하기 때문에 외환선물거래,USANCE GSM 자 차입 등을 통해

환 험 격한 환율변동에 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하지만 다른 국내 제분 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직 투자에

한 언 은 따로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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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삼화제분

삼화제분은 인천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앞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제분업과 사료공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고유 랜드를 갖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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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의 주요 수입선 별 수출환경

3장 1 에서 살펴본 것처럼,한국으로 을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과 호주,그리고 캐나다이며,최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시작되었

다.하지만 수입비 은 미국이 약 55%,호주가 약 38%,캐나다가

6%,러시아가 1% 미만으로서 미국과 캐나다,그리고 호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99%를 웃돌고 있다.이번 장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

출국인 미국과 호주,캐나다의 수출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미국

2012년 10월 재,USDA에서 발표한 ‘미국 내의 생산 동향

망’을 살펴보면 2011/2012년에 ‘Hard red winter’와 ‘Hard red

spring’,‘Durum’생산량은 각각 780.09백만 부셸,397.69백만 부셸,

50.48백만 부셸로서 년 비 23.4%,30.2%,52.4% 감소한 반면,

‘Softredwinter’와 ‘White’는 각각 457.54백만 부셸,313.55백만 부

셸로 년 비 92.7%,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상

기후 상으로 인해 미국 체 생산량은 1,999.35백만 부셸로

년 생산량 2206.92백만 부셸에 비해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012/2013년에는 2010/2011년 시기와 비슷한 수 으로

이 생산될 것으로 상되고 있지만 올해와 같은 ‘이상기후 상’이

상치 못하게 재발한다면 생산량이 감축될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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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Hardredwinter 919.94 1,018.34 780.09 1,003.86

Hardredspring 547.93 569.98 397.69 504.52

Softredwinter 403.98 237.43 457.54 419.80

White 237.16 275.10 313.55 258.98

Durum 109.04 106.08 50.48 81.96

Allwheat 2,218.06 2,206.92 1,999.35 2,269.12

<표 5-1>미국의 품종 별 생산량 황 망(2009~2013)

단 :millionbushels

자료 :USDA,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Crop Production,

Agricultural Prices, and unpublished data; and USDA, World

AgriculturalOutlookBoard,WorldAgriculturalSupply andDemand

Estimates.

이러한 생산량 변동과는 무 하게 미국의 품종 별 가격은

최근 3년 간 품목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상승 폭

한 가 른 편이다.아직 2012/2013년에 한 품종 별 가격 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체 가격이 부셀 당 7.65달러에서 8.55달러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2011/2012년 평균 가격은

7.24달러로서 2009/2010년 가격인 4.87달러에 비해 48.7%나 높은 가

격이다.<표 5-2>앞서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제분 수

입은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국내 제분 기업의 가루 제품

들은 원재료 구매가격에 많은 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국내 수입 가격에도 향을 가

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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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Hardredwinter 4.84 6.49 6.92 ‧

Hardredspring 5.26 6.54 8.38 ‧

Softredwinter 4.35 5.16 6.78 ‧

White 4.52 5.88 6.42 ‧

Durum 5.47 5.98 9.90 ‧

Allwheat 4.87 5.70 7.24 7.65~8.55

<표 5-2>미국의 품종 별 가격 황 망(2009~2013)

단 :dollarsperbushel

자료 :USDA,NationalAgriculturalStatisticsService,CropProduction,Agricultural

Prices,andunpublisheddata;andUSDA,WorldAgriculturalOutlookBoard,

WorldAgriculturalSupplyandDemandEstimates.

주 1)June-May.Latestdatamaybepreliminaryorprojected.

주 2)U.S.season-averagepricebased on monthly pricesweighted by monthly

marketings.Pricesdonotincludean allowanceforloansoutstanding and

governmentpurchases.Forhardredwinter,hardredspring,softredwinter,

andwhite,simpleaverageofmonthlypricesforselectedStatespriorto2002/03.

LatestdataarefromWorldAgriculturalSupplyandDemandEstimates.

<그림 5-1>미국에서 이 생산되는 지역

자료 :FAPRI2011U.S.amdWorldAgriculturalOutlook(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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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도 시 리회사 장능력 선 능력

Texas Galveston ADM 76,204 2,177

Texas Grownmark ADM 141,800 4,200

Louisiana Ama ADM 136,078 2,177

Louisiana Destrehan ADM 170,641 2,177

Louisiana Destrehan ADM 0 780~816

Louisiana Reserve ADM 97,976 2,177

Ohio Toledo ADM 261,269 2,177

Ontario Windsor ADM 111,584 1,000

Louisiana convent
Associated Grain

Terminal
0 1,633

Louisiana Destrehan Bunge 168,736 2,177

Texas Channelview Cargill,Inc. 163,293 5,171

Louisiana Reserve Cargill,Inc. 210,730 2,722

Louisiana Westwego Cargill,Inc. 117,027 2,722

Louisiana PortAllen Cargill,Inc. 190,509 1,633

New York Albany Cargill,Inc. 285,763 1,361

Indiana Portage Cargill,Inc. 136,078 2,449

Lousiana BelleChasse
Cenex-harvest

StatesCooperatives
176,901 2,449

Illinois Chicago
Chicago&
IllinoisRiver
Marketing,LLC

285,763 816

Wisconsin Milwaukee
Chicago&
IllinoisRiver
Marketing,LLC

81,647 1,089

Wisconsin Superior CHS,Inc. 299,371 1,769

Wisconsin Superior CHS,Inc. 204,117 1,769

Oregon Portland
CLD PacificGrain,

LLC
48,988 1,225

Oregon Portland
CLD PacificGrain,

LLC
37,721 1,361

Oregon Portland ColumbiaGrain,Inc. 108,862 1,905

Louisiana Darrow Cooper/T.Smith
StevedoringCo.Inc.

0 1,279

Alabama
PierDsouth

mobile

Farmers Grain

Dealers,Inc.
29,937 1,633

<표 5-3>미국 곡물수출 엘리베이터 황(2010.10기 )

단 :톤

자료 :USDA-GIPSA,DirectoryofExportElevatorsatExportLocationsincluding
FacilityDat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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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미국 곡물수출 엘리베이터 황(2010.10기 )(계속)

단 :톤

지 역 도 시 리회사 장능력 선 능력

Wisconsin Superior
GavilonGrain
LLC,d.b.a.
PeaveyCompany

244,940 2,041

Georgia Brunswick
Georgia Ports

Authority
62,596 1,081

Minnesota Duluth GeneralMills,Inc. 103,201 1,633

Wisconsin Superior GeneralMills,Inc. 92,533 1,633

Texas
Corpus

Christi

InterstateGrain
Corporation

178,700 1,700

Louisiana LakeCharles
LakeCharles
Harbor&
TerminalDistrict

20,412 680

Texas Beaumont LouisDreyfus 95,254 1,361

Texas GalenaPark LouisDreyfus 163,293 2,041

Washington Seattle LouisDreyfus 114,305 2,722

Washington Kalama
KalamaExport
Company,LLC

95,254 2,722

Louisiana Paulina
PeaveyCompany,
ADivisionof
ConAgra,Inc.

54,431 1,633

California Stockston
Penny-newman

Graincompany
176,901 1,089

Virginia Chesapeake PerdueFarms,Inc 155,129 1,633

California
West

Sacramento
PortofSacramento 34,019 572

Texas Brownsville
Port elevator-

Brownsville,LC
81,647 1,601

Minnesota Duluth RiverlandAgCorp. 114,305 1,361

자료 :USDA-GIPSA,DirectoryofExportElevatorsatExportLocationsincluding
FacilityDat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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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도 시 리회사 장능력 선 능력

Minnesota Duluth RiverlandAgCorp. 226,712 3,810

Washington Tacoma
TacomaExport
Marketing
Company

87,090 2,177

Ohio Maumee TheAndersons 462,664 953

Ohio Maumee TheAndersons 170,396 544

Ohio Toledo TheAndersons 160,572 1,633

Ohio Toledo TheAndersons 190,509 1,361

Washington Kalama
UnitedHarvest,
LLC

10,886 1,633

Washington Vancouver UnitedHarvest,
LLC

127,913 2,177

Louisiana Convent
Zen-NohGrain
Corporation

108,862 3,266

<표 5-3>미국 곡물수출 엘리베이터 황(2010.10기 )(계속)

단 :톤

자료 :USDA-GIPSA,DirectoryofExportElevatorsatExportLocationsincluding

FacilityData,2010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을 수입해오는 과정은 <그림 5-2>과 같다.

미국 농민들이 을 생산해 1차 집하장에 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그런데 부분의 미국 농민들은 카길 등 다국

기업들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농가에서 1

차 집하장까지의 유통 단계에 한국 정부 기업들이 침투하기

해서는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

1차 집하장에서 각 항구의 수출 엘 베이터로 이 수송되면 선

에 싣는 가격으로 한국 제분 기업들이 을 구매하게 된다.이러한

가격을 ‘FOB(FreeOnBoard)가격’이라고 불려진다.제분 회 회

원사들은 수출 엘리베이터에서의 거래 과정에서 ‘공동용선’을 이용

7)한국농어 공사 해외농업개발 서비스 (www.oa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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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을 선 한다.‘공동용선’을 통해 국내로 을 수 함에 있어 해

당 기업들 자체수송비용을 감시킬 수는 있겠지만,그만큼 무역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들의 진출을 수송비용 격차로 인해

열세에 놓이게 된다.

<그림 5-2>미국으로부터의 가루 수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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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주

호주는 미국과 더불어 국제 수출시장에서 최강국 단열에 올라

있는 국가 하나이다.호주에서 생산되는 은 겨울 뿐인데 5~6

월에 종하고 11~12월에 수확한다.호주의 경우,동부․남부 지역

은 주로 동물 사료용 을 생산하고 서부지역은 주로 식용 을 생

산하고 있다.

<그림 5-3>호주의 생산지 와 주

자료 :세계곡물시장 망.매일경제신문사

한국은 호주로부터 주로 식용 ,그 에서도 고 제면용 을 수

입하고 있다.특히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은 서호주에서

많이 생산된다.서호주 로 만들어진 면은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서호주에서 한 해

생산되는 은 약 7~800만 톤 정도 되며,이 한국에 7~80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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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5/06 06/07 07/08 08/09 09/10 평균

곡물
호주 체 18,454 21,833 9,974 12,980 19,092 16,467

서호주 9,455 10,192 6,714 7,581 9,230 8,634

호주 체 14,871 10,899 7,167 13,188 9,886 11,202

서호주 7,740 7,019 4,566 7,348 4,988 6,332

서호주의

한국수출량
1,000 987 692 708 634 804

일본에 100만 톤의 을 수출하고 있으며,나머지는 호주 자 용으

로 쓰이거나 동남아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다. 동호주에서도 이

생산되며 서호주에 비해 가격이 렴한 편이지만 한국 소비자 입맛

에 맞지 않아 CJ에서 동호주 수입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지고 있다.

<표 5-4>서호주의 곡물 수출 황(2005~2010)

단 :천 톤

자료 :Australia,ABARE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각각의 곡물상들이 건설하고 리하는

반면에,호주는 호주의 국 농업 기업인 ‘CBH’가 서호주 지역의

엘리베이터 시설을 통합 리하고 있다.2008년 이 에는 수출 독

권이 실질 으로 ‘AWB’에 제한되어 있었으나,2005년 이라크의

구 후세인 정권에 한 뇌물공여로 인해 호주 정부가 이라크에

한 ‘AWB’의 수출 지 처분을 내림으로써 실질 인 수출독 이 사

라지게 되었다.이에 따라 동호주에는 그 인 콥(GrainCorp),서호

주에는 CBH,남호주에는 ABB등 호주의 규모 곡물업체가 각 지

역을 장악하고 공 망의 기능을 모두 갖춤으로써 호주 내 유통

구조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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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State) 항구명 장능력 소유주 주요 장곡물

Western

Australia

➀ Geralton 1,066.6 WACBH
,보리,

콩류(루핀 등)

➁ Kwinana 1,013.9 WACBH
,보리,

캐놀라,콩류

➂ Albany 474.0 WACBH
,보리,

캐놀라,콩류

➃ Esperance 246.0 WACBH
,보리,

캐놀라,콩류

소 계 2,800.5 ‧ ‧

South

Australia

➄ Thevenard 200.0 AusBulk ,보리

➅ PortLincoln 396.0 AusBulk ,보리

➆ Wallaroo 30.0 AusBulk ,보리

➇ PortAdelaide 652.0 AusBulk ,보리

➈ PortGiles 150.0 AusBulk ,보리

기타

(Ardrossan/Pirie)
483.0 AusBulk ,보리

소 계 1,911.0 ‧ ‧

Victoria

➉ Portland 187.2 GrainCorp

⑪ Geelong 730.0 GrainCorp ,캐놀라

⑫ Melboune 45.0 ABA ,캐놀라

소 계 962.2 ‧ ‧

NewSouth

Wales

⑬ PortKembla 260.0 GrainCorp
,보리,

캐놀라

⑭ Carrington 150.0 GrainCorp
,보리,

캐놀라

소 계 410.0 ‧ ‧

Queensland

⑮ Brisbane 122.0 Grainco ,보리

⑯ Gladstone 82.0 Grainco ,보리

⑰ Mackay 34.8 Grainco ,보리

소 계 238.8 ‧ ‧

<표 5-5>호주 곡물수출 엘리베이터 황(2010.10기 )

단 :천 톤

자료 :Australia,AB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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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호주 곡물수출 엘리베이터 황(2010.10기 )

자료 :Australia,ABARE

호주로부터 한국이 을 수입해오는 과정은 <그림 5-5>과 같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농민들이 을 생산해 수확 후 사일로에

보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호주 농민들은 100년 간 축

된 생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리스크 리 능력

가격 교섭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일부 규모 농가

는 량 보 이 가능한 사일로를 자체 으로 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호주 농민들과의 직 교섭 시

한국을 비롯한 부분의 기업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이를

극복하고자 한국의 기업들의 경우,‘AACL’등 3~4군데의 농민 리

행업체에 자 을 투자하고 희망 지역의 원맥권리를 부여받는 형

태로 을 공 받고 있다.

8)농어 공사.해외농업 개발서비스 www.oa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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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도 1차 집하장에서 각 항구의 수출 엘 베이터로 이 수

송되면 ‘FOB(FreeOnBoard)가격’으로 련 기업들이 을 구매하

게 된다.이 때,호주수출공사인 WEA(WheatExportsAustralia)의

수출자격을 부여받은 23개 회원사만이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9)호주 의 국내 수입은 한국제분 회 회원사(8개사)

한제분이 개별로 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있으며,CJ,동아,삼양

맥스, 선제분 등 업체는 2-3개 업체가 공동 입찰을 통해 원맥을

구매하고 있다.여기에서도 역시 제분 회의 공동용선이 이용되며,

제분 회의 이러한 수송비용 감은 다른 기업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더군다나 실제로 호주 생산 수출엘리베이터까

지의 단계에서 CBH 등 각 공사들의 규모가 크고 유통단계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면 교섭력에서 열세에 놓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0)

9) 농어 공사.해외농업 개발서비스 www.oads.or.kr

10)농어 공사.해외농업 개발서비스 www.oa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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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호주로부터의 제분 수입 과정

자료 :농어 공사 해외농업 개발서비스(www.oads.or.kr)

제 3 캐나다

캐나다에서 니펙 지역은 곡창지 로 정평이 나있다.캐나다 의

경우,서스캐처원 주(Saskatchewan),앨버타 주(Alberta),매니토바

주(Manitoba)등 3개의 평원 주에서 주로 생산된다.이들 지역에서

는 뿐만이 아니라,보리,메귀리(oats),채유종,옥수수,아마인,



- 55 -

호 ,콩 등의 곡물과 채유작물도 생산되고 있고 축산도 진행되고

있다.

<그림 5-6>캐나다에서 이 주로 생산되는 지역

한국은 주로 캐나다로부터 ‘SpringWheat’를 수입하고 있는데,이

‘SpringWheat’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물론 ‘Spring Wheat’이외에도 ‘Durum Wheat’과 ‘Winter

Wheat’도 생산된다.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SpringWheat’는 18,845천 톤,‘Durum Wheat’는 4,627천

톤,‘WinterWheat’는 3,733천 톤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아직

12월 생산량이 집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생산된 양을

하나의 품목도 빠짐없이 모두 과한 상태이다.결과 으로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총 생산량은 27,205천 톤으로서 2010년 23,300

천 톤과 2011년 25,288천 톤을 상회하고 있다.<표 5-6>2012년 11

월 말까지 캐나다 통계청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매니토바 주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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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 2011 2012.1~11

SpringWheat 17,529(75.2) 18,019(71.3) 18,845(69.3)

Durum Wheat 3,025(13.0) 4,172(16.5) 4,627(17.0)

WinterWheat 2,746(11.8) 3,097(12.2) 3,733(13.7)

AllWheat 23,300(100.0) 25,288(100.0) 27,205(100.0)

구 분 2010 2011 2012.1~11

SpringWheat 16,475(78.2) 15,760(73.4) 17,035(71.5)

Durum Wheat 3,150(15.0) 4,015(18.7) 4,710(19.8)

WinterWheat 1,439(6.8) 1,689(7.9) 2,067(8.7)

AllWheat 21,065(100.0) 21,464(100.0) 23,812(100.0)

스캐처원 주의 생산량은 각각 76%,10.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알버타 주의 생산량은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캐나다의 품종 별 생산량 황(2010~2012.11)

단 :천 톤(%)

자료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21205/t121205a001-eng.htm

(캐나다 통계청)

이 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 것은 캐나다 농민들이 세계 인

동을 지켜본 후,2010년이나 2011년에 비해 더 넓은 토지에서

을 생산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7>

<표 5-7>캐나다의 품종 별 생산면 황(2010~2012.11)

단 :천 acres(%)

자료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20627/t120627a001-eng.htm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생산지에서 생산된 은 ‘Quebec’주에 있는 곡물 수출엘리

베이터로 이동하게 된다.이후의 과정은 미국과 동일하다.이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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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도 시 리회사 장능력 선 능력

Quebec Quebeccity Bunge 217,724 5,008

Quebec BaieComeau Cargill.Inc 468,107 2,885

Quebec TroisRivieres
LesElevateursdes
TroisRivieres 108,862 2,449

Quebec PortCartier LouisDreyfus 285,763 2,999

Quebec Sorel-Tracey
JamesRichardson
International 149,685 4,000

Quebec Montreal PortofMontreal
Corporation

269,434 5,987

출 곡물엘리베이터는 Bunge,Cargill,LDC 등 곡물 메이 들이

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은 캐나다에서 을 수입할 때에도

이들 곡물상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8>캐나다 곡물수출 엘리베이터 황(2010.10기 )

단 :천 톤

자료 :USDA-GIPSA,DirectoryofExportElevatorsatExportLocationsincluding

FacilityDat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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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한국과 일본의 수입구조 비교

제 1 제분용 의 수입선 종류 비교

이번 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유통 과정에서 여도가 낮은지 여

부를 확인하기 해 한국과 가장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일본 정

부의 유통 과정 여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먼 한국과 일본

의 수입 여건을 비교해서 살펴보고 유통 과정을 비교한 후에

이로부터 차이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캐나다,호주에 100%에 가까운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다만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 2배 이상

의 을 수입하고 있다.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한국과 일본이 수

입한 물량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평균 으로 2,272천 톤을,일본

은 평균 으로 4,787천 톤의 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

가 별 비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한국의 경우,미국으로부터

55%,캐나다로부터 6%,호주로부터 39%의 을 수입하는 반면 일

본은 미국으로부터 57%,캐나다로부터 24%,호주로부터 19%의 제

분 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에 한 상 의존도는

한국과 일본 모두 비슷하나,한국은 일본에 비해 상 인 수입 비

면에서 캐나다보다는 호주에 더 의존하고 일본은 한국에 비해

호주보다는 캐나다에 상 으로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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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기타 합계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998
1,297

(60)

2,625

(58)

130

(6)

1,398

(31)

719

(34)

515

(11)

0

(0)

0

(0)

2,146

(100)

4,538

(100)

1999
1,353

(57)

2,556

(56)

123

(5)

1,357

(30)

909

(38)

643

(14)

0

(0)

0

(0)

2,385

(100)

4,556

(100)

2000
1,329

(53)

2,645

(56)

140

(6)

1,357

(29)

1,036

(41)

691

(15)

0

(0)

0

(0)

2,505

(100)

4,692

(100)

2001
1,313

(54)

2,660

(55)

140

(6)

1,365

(28)

957

(40)

812

(17)

0

(0)

0

(0)

2,410

(100)

4,836

(100)

2002
1,259

(53)

2,303

(52)

143

(6)

1,221

(28)

967

(41)

876

(20)

0

(0)

0

(0)

2,369

(100)

4,400

(100)

2003
1,250

(55)

2,860

(57)

125

(6)

1,004

(20)

884

(39)

1,198

(23)

0

(0)

0

(0)

2,259

(100)

5,061

(10)

2004
1,287

(54)

2,758

(55)

108

(4)

1,092

(22)

1,018

(42)

1,129

(23)

0

(0)

0

(0)

2,413

(100)

4,979

(100)

2005
1,187

(52)

2,577

(54)

95

(4)

1,142

(24)

1,023

(44)

1,068

(22)

0

(0)

0

(0)

2,305

(100)

4,787

(100)

2006
1,117

(50)

2,726

(55)

108

(5)

1,086

(22)

1,019

(45)

1,148

(23)

0

(0)

0

(0)

2,245

(100)

4,960

(100)

2007
1,176

(57)

2,945

(60)

95

(5)

1,148

(23)

799

(38)

853

(17)

2

(0)

3

(0)

2,070

(100)

4,896

(100)

2008
1,474

(65)

2,880

(61)

141

(6)

1,072

(23)

660

(29)

775

(16)

8

(0)

5

(0)

2,277

(100)

4,731

(100)

2009
1,062

(54)

2,997

(62)

145

(7)

874

(18)

790

(39)

968

(20)

10

(0)

4

(0)

2,005

(100)

4,842

(100)

2010
1,057

(49)

2,890

(58)

136

(6)

969

(20)

941

(45)

1,095

(22)

1

(0)

5

(0)

2,144

(100)

4,959

(100)

평균
1,243

(55)

2,725

(57)

125

(6)

1,160

(24)

901

(39)

890

(19)

2

(0)

1

(0)

2,272

(100)

4,787

(100)

<표 6-1>한국과 일본의 제분 수입량 추이(1998~2010)

단 :천 톤

자료 :한국제분 회 (http://www.kofmia.org)

일본농림수산성자료(http://www.maff.go.jp/j/seisan/boueki/mugi_zyukyuu/index.html)를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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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한국과 일본 종류별 제분 수입량 평

균 수치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의 제분 수입비 에서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웨스턴 화이트 품종

(WW/SW)’를 가장 비 있게 다루고 있는 반면,일본은 ‘다크노썬

웨스트 품종(SRW)’를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에서

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웨스턴 드 스 링(CWRS)’를 주로 수입하

지만 비 면에서 일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호주에서는 한국

과 일본 모두가 ‘스탠다드 화이트 품종(ASW)’을 주로 수입하지만

비 면에서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

모두 호주로부터 ‘리미엄 품종(APW)’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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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 2009 2010 평 균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미

국

웨스턴

화이트

(WW/SW)

1,058

(31)

709

(15)

539

(27)

771

(16)

495

(23)

755

(15)

697

(27)

745

(15)

하드 드

터

(HRW)

388

(17)

781

(17)

232

(12)

867

(18)

255

(12)

745

(15)

292

(14)

798

(17)

다크노썬

웨스트

(NS/DNS)

371

(16)

1,389

(29)

286

(15)

1,359

(28)

300

(14)

1,391

(28)

319

(15)

1,380

(28)

소 트

드 터

(SRW)

7

(1)

0

(0)

5

(0)

0

(0)

7

(0)

0

(0)

6

(0)

0

(0)

합계
1,474

(65)

2,880

(61)

1,062

(54)

2,997

(62)

1,057

(49)

2,890

(58)

1,198

(56)

2,922

(60)

캐

나

다

웨스턴

드스 링

(CWRS)

142

(6)

826

(18)

145

(7)

677

(14)

136

(6)

779

(16)

141

(6)

761

(16)

듀럼

(Durum)

0

(0)

246

(5)

0

(0)

196

(4)

0

(0)

190

(4)

0

(0)

211

(4)

합계
142

(6)

1.072

(23)

145

(7)

874

(18)

136

(6)

969

(20)

141

(6)

972

(20)

호

주

스탠다드

화이트

(ASW)

599

(26)

711

(15)

643

(32)

815

(17)

803

(38)

966

(19)

682

(32)

831

(17)

리미엄

(APW)

0

(0)

64

(1)

0

(0)

153

(3)

1

(0)

128

(3)

0

(0)

115

(2)

기타

(AH,ANW)

61

(3)

0

(0)

147

(7)

0

(0)

137

(7)

0

(0)

115

(6)

0

(0)

합계
660

(29)

775

(16)

790

(39)

968

(20)

941

(45)

1,095

(22)

797

(38)

946

(19)

<표 6-2>한국과 일본의 품종별 제분 수입량 추이(2008~2010)

단 :천 톤(%)

자료 :한국제분 회 (http://www.kofmia.org)

일본농림수산성자료(http://www.maff.go.jp/j/seisan/boueki/mugi_zyukyuu/index.html)를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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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백 맥

(Whitewheat)

맥

(RedWheat)

DNS

(DarkNorthen

Spring)

평 균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990 139.75 128.92 146.03 138.06 154.99 147.70 146.92 138.22

1995 168.79 195.99 175.41 210.32 191.54 223.38 178.58 209.89

2000 111.65 122.56 129.37 148.32 148.59 162.57 129.87 144.48

2001 121.25 141.51 143.03 153.35 155.44 165.46 139.91 153.44

2002 144.20 157.42 162.82 181.46 170.40 191.44 159.14 176.77

2003 139.84 152.07 155.66 167.99 169.93 183.09 155.14 167.71

2004 151.28 155.18 164.15 167.35 183.03 192.06 166.15 171.53

2005 137.87 140.64 158.41 169.50 185.26 195.10 160.51 168.41

2006 152.05 170.09 195.68 212.62 206.34 222.27 184.69 201.66

2007 276.23 376.75 271.43 349.52 281.62 392.86 276.43 373.04

2008 333.72 327.06 354.83 324.79 446.02 384.44 378.19 345.43

2009 197.42 267.18 221.98 235.93 270.43 296.49 229.94 266.53

2010 218.02 270.80 242.35 262.50 302.99 337.40 254.45 290.23

지 구매 가격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90

년에만 해도,한국 제분 F.O.B가격이 일본에 비해 비 지만,그

이후 일본이 한국에 비해 F.O.B가격이 체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

다.다만 2008년 애그 이션이 심화되었을 때,일본의 제분 평

균 구매가격이 한국의 제분 평균 구매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표 6-3>,<그림 6-1>참고)

<표 6-3>한국과 일본의 품종 별 제분 가격 동향(1990~2010)

단 :US$/톤(F.O.B.기 )

주 :일본 통계의 경우,백맥은 미국의 웨스턴 화이트 산,호주 스탠다드 화이트산

가격을 참고로 했으며 맥은 미국의 하드 드 터산,DNS는 미국 다크노던

스 링산을 참고로 작성하 음.

자료 :한국제분 회 (http://www.kofmia.org)

일본 농림수산부 참고 통계표를 정리 (http://www.maff.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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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한국과 일본의 품종 별 제분 가격 동향(1990~2010)

주 :일본 통계의 경우,백맥은 미국의 웨스턴 화이트 산,호주 스탠다드 화이트산 가격을 참고로 했으며 맥은 미국의 하드 드 터

산과 캐나다산 웨스턴 드스 링 산,DNS는 미국 다크노던스 링산을 참고로 작성하 음.

자료 :한국제분 회 보고서 (http://www.kofmia.org),일본 농림수산부 참고 통계표를 정리 (http://www.maff.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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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수입방식의 비교

한국과 일본의 인구가 2배 정도 차이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한

국과 일본의 수입 동향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하

지만 한국과 일본의 유통 과정은 크게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4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제분 회 회원사들이 지

곡물엘리베이터에서 제분용 을 구매한 뒤,‘공동용선’을 이용해 국

내로 반입하고 공정과정까지 담당하고 있다.따라서 한국의 유통

과정에서 제분 회 회원사들의 입지는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2>한국의 국내 반입 유통 과정

반면,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산 로 부족한 부분 는 듀럽소맥과

같이 품질 으로 일본산 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에 해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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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매입

가격

➀

정부매도

가격

➁

정부 리

경비

➂

정부마진

➁-(➀+➂)

=➃

정부

마진율

➃/➁

매

가격차

➁-➀

1960 26,119 36,627 1,826 8,682 23.7 10,508

1965 27,252 35,988 1,889 6,847 19.0 8,736

1970 27,385 35,425 2,077 5,963 16.8 8,040

1975 61,506 47,109 4,551 △18,948 △40.2 △14,397

1980 54,032 73,209 6,488 12,689 17.3 19,177

1985 45,741 84,465 5,761 32,963 39.0 38,724

1990 29,391 67,891 8,362 30,138 44.4 38,500

1995 26,556 52,829 7,764 18,509 35.0 26,273

2000 23,741 48,608 8,347 16,520 34.0 24,867

2001 27,867 48,555 8,032 12,656 26.1 20,688

2002 29,340 47,966 7,948 10,678 22.3 18,626

2003 27,506 48,065 4,815 15,744 32.8 20,559

2004 28,707 47,994 4,101 15,186 31.6 19,287

2005 27,955 48,097 3,813 16,329 34.0 20,142

2006 32,997 47,918 2,920 12,001 25.0 14,921

2007 47,623 50,835 1,922 1,290 2.5 3,212

2008 62,598 72,893 1,986 8,309 11.4 10,295

2009 31,170 56,386 2,128 23,088 40.9 25,216

2010 32,382 47,399 1,580 13,437 28.3 15,017

가무역에 의해 정부가 외국산 을 수입하여 매도하 다.11)일본의

제분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서 제시하는 매도가격으로 을 구매한

뒤,가공해 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부에서는 1975년,2007년,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입가격의

20~40%의 가격을 추가해서 일본 내 제분 기업들에게 매하는데

리비용을 제외한 마진을 국내 산업 자조 에 지원하고 있다.

<표 6-4>

<표 6-4>일본의 수입 제분용 매입‧매도가격 동향(1960~2010)

단 :엔/톤,%

주 1:가격은 평균 실 가격(포장 포함)이다.

주 2:1990년 이후의 정부 매입 가격 정부 매도 가격은 소비 세액을 포함한 값이다.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seisan/boueki/mugi_zyukyuu/index.html)

11) 吉田 行郷,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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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산 제분 외국산 제분 합계

일본면 427(70.0) 183(30.0) 610(100.0)

화면 5(1.2) 409(98.8) 414(100.0)

즉석면 50(11.4) 390(88.6) 440(100.0)

마카로니‧스 게티 0(0.0) 363(100.0) 363(100.0)

제빵용 9(0.6) 1,553(99.4) 1,562(100.0)

과자용 161(21.3) 595(78.7) 756(100.0)

가정용 66(33.7) 130(66.3) 196(100.0)

기타 16(1.7) 929(99.3) 945(100.0)

식료용 합계 734(13.9) 4,552(86.1) 5,286(100.0)

일본은 사기업이 을 수입해 매하는 경우,kg당 43.20엔의 세

를 부과함으로써 확실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

량에 한 철 한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듯이 일본 정부는

유통 과정의 간 단계를 장악함으로써 오랜 기간 일본 내

산업의 발 을 추진해왔다.12)특히 일본 정부의 자조 형성 노력은

일본 자 개발에 큰 도움을 주게 되어 1980년 당시 5%에 불과

하던 제분 자 률이 2009년 14%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일본산 수입산 의 일본 내 용도별 사용 황은 <표 6-19>과

같다.특히 일본면의 경우는 외국산 제분 보다 국내산 제분 을

더 많이 사용할 정도로 국내산 제분 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다만 화면이나 제빵용이나 마카로니‧스 게티

등의 경우 외국산 제분 에 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하지만 이는 자 률 1.1%에 불과한 한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산 제분 의 자 률 14%에 힘입은 가공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6-5>일본산 수입산 의 일본 내 용도별 사용 황

단 :천톤(%)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麦の現状について』 .2009

12)진 정 외.일본 자 도 상승 원인에 한 분석.식품유통연구 제28권.2011

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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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

소기업

체3만 톤

이상

1천톤~3만톤

미만

1천 톤

이상

기업 수 4 8 53 33 98

공장 수 26 9 54 33 122

생산량 3,616 568 738 4 4,924

생산 유율 73.5 11.5 14.9 0.1 100.0

공장 당

연간 생산량
139 63 14 0.1 40

공장가동율 84.2 74.6 37.3 5.9 68.3

뿐만 아니라,한국의 제분기업 수가 8개,한국 내 제분가공공장 수

가 11개인 것에 반해 일본 내에는 98개의 제분 기업과 122개의 제

분가공공장이 자리하고 있다.기업 수나 제분가공공장 측면만 두고

보았을 때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그 숫자가 많다.하지만 일본의 경

우에도 생산 유율 측면에서 4개의 기업이 73.5%를 차지하고 있

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가동률도 낮은 경향이 있어 완 경쟁시

장이라기 보다는 기업과 소기업이 공존하는 ‘CoreOligopoly

market’이라고 볼 수 있다.<표 6-6>

<표 6-6>일본 제분산업의 기업 공장 황(2007)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米麦加工品生産動態調査』 .2008

한국의 제분 회 회원사들이 GSM-102Program을 사용하는 것과

는 달리,일본 정부는 을 일본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GSM-102Program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을 수 함에 있어서

한국은 렴한 수입가격을 강조한 반면,일본은 자 률 향상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GSM Program의 성격 상 일본 정부이

산업을 바라보는 과 부합하지 않았을 것으로 상된다. 재까

지의 논의를 종합하면,<그림 6-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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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일본의 국내 유통 과정

한국 정부가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내 제분 산

업의 기업들을 제어할 수 없는 이유는 국내반입 유통 과정 에

한국 정부의 치가 제 로 잡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 한국이

을 국내로 반입해오는 과정에서 한국제분 회는 지 곡물 엘리

베이터에서의 구매에서부터 국내로 수송하는 과정,그리고 공

정과정까지 넓은 범 에 걸쳐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

본은 국내 반입 시 정부가 자 률 향상을 해 일정부분 매

입․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한국의 제분 회처럼 일반기업들

로 구성된 단일 회가 지 구매․수송․공정과정을 담당하지

않고 지 구매 수송은 일본종합상사 등이,공정과정은 122개

의 제분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으며,그 간 과정에서 일정부분 일본

정부가 여하고 있다.

결국 한국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공익 취지와 제분 회의

사업 이익 간 합의 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재의 국내 반입

시스템 하에 정부가 독자 으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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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국내제분기업의해외진출 해요인분석

제 1 GSM-102 로그램

일반 으로 미국을 상 로 하는 농산물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국내

매에 비해 collectionsproblem13)이 오히려 게 발생한다.왜냐하

면 다양한 단체가 계약 간에 제품보증에 여함으로써 제품의 구매

를 보증하기 때문이다.즉 미국과의 거래 시,‘Proformainvoice(견

송장)’라고 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이해가 맞을 때,invoice,

contract,fax등의 과정을 거쳐 공식 으로 거래가 성사 다는 증명

문서가 오고 간다.미국의 이러한 거래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그림 7-1>

13)collectionsproblem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건을 지 한 뒤,수 하는 과

정에서 수입업자의 계약 불이행에 의해 손실을 입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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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미국에서 제품 수입 시 문서 신용장 진행과정

자료 :GlobalMarketing(6thInternationalEdition)WarrenJ.KeeganPren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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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표 인 곡물 수출진흥 정책으로 ‘미농무성(USDA)의 수

출상품 신용보증제도’가 있다.구체 으로 이 제도는 미농무성

(USDA)에서 자국의 농축수산물 수출을 진흥하기 해 만든 제도로

서 상품신용공사(CCC)에서 미국 농축수산물의 수출 을 선지 한

뒤,후에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신용보증제도이다.14)이 제도를 통

해 상품신용공사는 미국의 문서 신용장 진행과정에서 통지은행

확인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즉,구매기업에

해 리이자 체불 이행 유 기간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장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35년 정도의 역사를 지닌 제도로서,1970~1980년 당시의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기의 젖 ’과도 같은 제도 다.1970~80년

한국 정부가 원료를 수 함에 있어 오랜 기간 미국으로부터 이 제

도를 이용해 리의 이자로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료 회와 섬유 회,그리고 제분 회는 오랫동안 사료,섬유,

그리고 가루 수입에 따른 결제 부담을 ‘수출상품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덜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릴 수 있었다.

수출상품 신용보증제도는 크게 ‘GSM-102Program’(단기수출신용

보증제도)와 ‘GSM-103 Program’( 기수출신용보증제도)로 구분된

다.이들 두 제도는 곡물 수출 상 국가의 신용등 에 의해 하나만

용되며,수출신용등 이 월등한 국가는 ‘GSM-103Program’로 보

다 더 나은 조건의 리‧장기 신용 출을 할 수 있다.물론

‘GSM-102Program’ 용 국가 에서도 국가 신용등 에 의해 신

용보증료가 차이나는 경향이 있다.2012년 재,GSM-102Program

가맹국은 총 82개국이며,한국은 국가 험등 2단계에 치해 있

다.국가 험등 3단계 이상이면 리이자 기간은 동일하며,4단계

이하부터 기간별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표 7-1> 이에 따라

14) http://www.revivalenterprise.com/gsm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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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Risk

category

Maximum

AllowableTenor
Countries(총 82개 국)

0

(7개국)
2.5년(30개월)

이맨제도,홍콩,쿠웨이트,카타르,사우디아라비

아,아랍에미리트,싱가폴

1

(3개국)
2.5년(30개월) 바 인,칠 ,이스라엘,

2

(11개국)
2.5년(30개월)

한민국,바하마,바베이도스,보츠와나,버진아일

랜드,말 이시아,모리셔스,멕시코,오만,남아

리카공화국,트리니나드토바고

3

(13개국)
2.5년(30개월)

아루바,불가리아,콜롬비아,코스타리카,알살바도

르,모로코,나미비아,과들루 제도, 나마,페루,

세인트루시아,몬세라트산, 나마

4

(13개국)
2년(24개월)

국,이집트,과테말라,인도,조르단,필리핀,루마

니아,네덜란드령앤틸 스제도,세인트키츠네비스,

태국,튀니지,터키,우루과이

5

(10개국)
1.5년(18개월)

알바니아,앤디가바부다공화국,카보베르데,도미니

카,도미니카공화국,가 ,인도네시아,마 도니아,

세인트빈센트그 나딘, 소토

6

(25개국)
1년(12개월)

알제리,방 라데시,벨리즈,부르키나 소,카메룬,

가나,그 나다,온두라스,자메이카,카자흐스탄,

냐, 바논,말라 ,몽골,모잠비크,나이지리아,

키스탄, 푸아뉴기니, 라과이,러시아,세네갈,

스리랑카,스와질랜드,우간다,베트남

한국은 2012년 8월 재 ‘GSM-102Program’가 용되고 있으며,

Guaranteefee는 0.877%로 책정되어 있다.Guaranteefee는 월 단

로 업데이트가 되며,업데이트 기 은 국가 신용기 을 따른다.

<표 7-1>GSM-102Program 가입국 등 별 이자기간 황

자료 :USDA(http://www.fas.udsa.gov/excredits/countryris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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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등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9개월 0.369 0.377 0.397 0.518 0.696 0.936 1.244

12개월 0.464 0.474 0.499 0.652 0.875 1.177 1.564

15개월 0.502 0.513 0.540 0.705 0.947 1.273 1.692

18개월 0.565 0.578 0.608 0.794 1.066 1.434 1.905

24개월 0.803 0.820 0.863 1.127 1.513 2.035 2.704

30개월 0.998 1.019 1.073 1.401 1.881 2.530 3.362

36개월 1.364 1.394 1.467 1.916 2.571 3.459 4.597

<표 7-2>기간 국가별 험 등 에 따른 GSM-Program이자율 황

단 :%

주 :2012년 10월 24일 재 이자율임.

자료 :USDA(http://www.fas.udsa.gov/excredits/countryrisk.html)

‘수출상품 신용보증제도’는 WTO 농산물 정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미국은 수출확 를 해 WTO 농산물 정의 제한을 받는

수출보조 제도 비 을 이고 ‘수출상품 신용보증제도’를 극 활

용하고자 한다.물론 미국 상품신용공사가 을 수출업자에게 선

지 한 후에 리기간 내에 한국의 환율이 올라간다면 한국 수입

기업은 실납부액 상승에 따른 환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하지만 환

율의 상승은 한국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한국의 신용

등 상승으로 귀결된다.한국의 신용등 이 상승함으로써 매달

GSM Program 등 조 시 한국의 리이자 기간 확 가능성을

높여주게 되고 환차손 문제를 Hedging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그

림 7-2>결국 ‘수출상품 신용보증제도’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모두

에게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증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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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수출상품 신용보증제도의 Hedging효과

일반 으로 GSM Program은 기업 일부 회에서만 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0년 이 까지만 해도 건당 5백만 불 이

상이 되어야 이 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따라서 한

국은 그동안 정부 주도하에 정부가 공인한 회를 통해서 일정량의

미국농산물을 수입해야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2010년부터

건당 거래가능 액이 10만 불까지 낮아짐에 따라 소기업들에

한 로그램 근성이 개선되었고,굳이 회를 거치지 않아도 일반

소기업들이 미국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국

내에서는 일반 소기업들을 상으로 ‘한인 GSM Program 허가등

록업체’인 ‘RevivalEnterprise’가 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신청과

정은 <표 7-3>와 <그림 7-3>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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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계별 세부사항

1.문 의

수입자는 GSM Program 허가등록업체와 상의하여 품목을

선정하고,자신의 담보/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GSM 이용가

능한등록된한국의 은행에L/C개설 한도 약정을함.

2.GSM 신청

GSM Program 허가등록업체는 CCC(미국상품신용공사)에

등록을 하고,GuaranteeFee(이는 국가신용등 별로 차이가

있음.)를납부함.

3.허 가 CCC에서보증서를 발행함.

4.GSM 번호 발행받은 보증서와 번호를수입자에게 달함.

5.L/C개설
수입자는 GSM 보증번호를 가지고,한도약정을 한 은행에

L/C를개설함.

6.선 량 할당
GSM Program 허가업체가 공 자와 은행에 작업 내역을

할당함.

7.선
공 자는 GSM허가 후90일 내에상품을선 함.

(이 때선 되지 않으면Fee는 환불되지않음.)

8. 지불 B/L 련서류가오면,은행은공 자에게 을지불함.

9.L/C 액지불
수입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720Aftersight’로 을 결제

함.

<표 7-3>GSM Program 신청 과정

자료 :http://www.revivalenterprise.com/gsm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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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 구은행,부산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외환은행,농 ,SC제일은행 (이상 11개)

<그림 7-3>GSM Program 신청 과정

자료 :http://www.revivalenterprise.com/gsm102.html

하지만 건당 거래 액이 5백만 불에서 10만 불로 감소했다고 해도

소기업들의 가루 수입에 한 GSM-102Program 참여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GSM Program 허가등록업체’가 의뢰

를 받아 USDA의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수입하는 소기업 업체가

이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한국 내의 GSM Program 등록은행’에 제

출하지 않는다면,거래가 성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나 제분 산

업에 해서는 제분 회 회원사들의 제도(공동용선제도)‧규모에 따

른 가격경쟁력‧담보력을 상 로 소기업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제분 산업으로의 진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4>한국 내의 GSM Program 등록 은행 황

자료 :http://www.revivalenterprise.com/gsm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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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5억불

2010년 4월 1.5억불

2010년 6월 3억불

2010년 8월 3억불

2010년 11월 6.5억불

2011년 4월 6.5억불

2011년 10월 6.75억불 공시

구 분 배 당 액

아 리카- 동지역 175,000,000

캐리비안 지역 137,500,000

앙아메리카 지역 250,000,000

앙아시아 지역 25,000,000

국 100,000,000

멕 시 코 175,000,000

러 시 아 100,000,000

남아 리카 지역 275,000,000

한 국 500,000,000

동남아시아 지역 200,000,000

터 키 350,000,000

베 트 남 40,000,000

체 2,500,000,000

<표 7-5>한국에 한 GSM-102자 배당 내역(2010~2011)

자료 :http://www.revivalenterprise.com/gsm102.html

미국 상품신용공사에서 공시한 것에 따르면,2013년 GSM-102자

배당은 총 2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상되며,이 20%에 해당하는

5억 달러를 한국에 배당하기로 결정하 다.<표 7-6> 그만큼 한국

은 GSM-102Program의 요한 소비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표 7-6>2013년 GSM-102자 배당 황

단 :달러

자료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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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 Program의 가장 큰 이 하나는,미국 내에서 생산한 농

산물을 하역 국가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이다. 로 미국에서 생산된 을 미국 항구를 통해 한국으로 하

역하기로 했다고 한다면,한국에 있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통 하지

않고 그 로 주변 국가인 국이나 일본 등지로 재수출할 수 있다

는 것이다.이를 통해 지역별 시세를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기

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무역사업을 개할 수 있게 된다.하

지만 역으로 생각해 한국의 가격이 주변국들에 비해 상 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있다면 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변국들로

재수출됨으로써 한국의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수입이 정체되는

상황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결국 한국은 암묵 으로 국내로

을 공 받기 해 항상 높은 가격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GSM Program에도 단 이 있다.바로 모든 기업들에게 정보

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만약에 품목 별로 여러 업체가 GSM

Program을 이용하게 된다면,GSM Program 자 도 엄연히 한계가

있고 리이자를 이용하기 해 품목 간 무역업체의 경쟁이 과열될

것이기 때문에 GSM Program이 특정 품목 사업에 주는 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그 게 되면 ‘GSM Program 허가

등록업체’도 경쟁이 있기 에 비해 수입업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부여하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GSM Program 이용에 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분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GSM

Program의 단 이 용되기 어렵다.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내 제

분 련 제도나 시장구조가 다른 기업들이 GSM Program에 근할

수 없게끔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한국 제분 회가 을 국내로 수입해오는 것에 있어서 GSM-102

Program에 의존하는 비 은 체 재원 에서 평균 40.6%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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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CCC(GSM-102) KFX
 합 계

1970 308(26.5) 62(5.3) 1,159(100.0)

1975 ‧(‧) 1,339(100.0) 1,339(100.0)

1980 613(32.4) 1,183(62.6) 1,891(100.0)

1985 700(35.9) 1,248(64.1) 1,948(100.0)

1990 1,026(49.1) 1,067(50.9) 2,093(100.0)

1995 937(44.2) 1,647(77.7) 2,121(100.0)

1998 1,133(52.8) 1,013(47.2) 2,146(100.0)

1999 923(38.7) 1,462(61.3) 2,385(100.0)

2000 1,240(49.5) 1,265(50.5) 2,505(100.0)

2001 1,183(19.1) 1,227(80.9) 2,410(100.0)

2002 1,259(53.1) 1,110(46.9) 2,369(100.0)

2003 1,212(53.6) 1,047(46.4) 2,259(100.0)

2004 1,278(52.9) 1,135(47.1) 2,413(100.0)

2005 994(43.1) 1,311(56.9) 2,305(100.0)

2006 687(30.6) 1,558(69.4) 2,245(100.0)

2007 389(18.7) 1,681(81.3) 2,070(100.0)

2008 449(19.7) 1,828(80.3) 2,277(100.0)

2009 901(45.0) 1,104(55.0) 2,005(100.0)

2010 793(37.0) 1,351(63.0) 2,144(100.0)

하고 있다. 체 도입량에 있어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 이 55%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한국제분 회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오

는 의 부분이 GSM-102Program을 통하고 있다고 평가내릴 수

있다.<표 7-7>

<표 7-7>한국제분 회의 재원별 도입량

단 :천 톤(%)

주 1)KFX:차 이나 해외 차입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아니라 경상거래를 통한 자

자료 :한국제분 회

결국 미국이 제분 회에 GSM-102Program을 통해 리이자‧상환

기간의 확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제분 회 회원사들이 한국 정부

의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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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는 국내 제분 기업의 해

외진출 해요인이 국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에서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수입에 있어 미국에 반 가까이 의존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제빵,제과,제면 분야 모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일

부 제빵용 만 수출하는 캐나다나 고 제면용 을 주로 수출하는

호주에 비해 한국의 수입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라

고 볼 수 있다.따라서 수 에 있어서 GSM Program에 한

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한 국내 제분

기업의 참여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 2 국내 제분 업계의 과 구조

2008년을 기 으로 제분 업계의 시장 유율은 한제분과 CJ제일

제당이 각각 25%,한국‧동아제분이 24%,나머지 5개사가 26%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5개사는 각각 유율이

10% 미만이다.따라서 제분산업의 집 지수(Concentration Ratio)

CR3는 0.74로 매우 높은 수 에 있다.원맥 가공실 측면에서도

한제분과 CJ제일제당,그리고 한국‧동아제분의 가공실 합계가

1,513톤으로서 체 국내 제분업계의 가공실 2,037톤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표 7-8>따라서 국내 제분 산업을 한제분과 CJ

제일제당,그리고 한국제분(동아원)등 3개의 선도기업과 삼양 맥

스, 선제분, 남제분,삼화제분 등 4개의 후발기업으로 구성된 과

시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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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맥 가공능력 원맥

가공실

가루

생산량

가동률

(%)
유율

1일 연간

한제분(주) 2,990 897,000 512,000 382,420 57 25

CJ제일제당(주) 2,520 756,000 513,000 395,164 68 25

한국‧동아제분 2,490 747,000 488,000 378,164 65 24

㈜삼양 맥스 805 241,500 189,000 160,069 78 9

선제분(주) 650 195,000 159,000 119,403 81 8

남제분(주) 440 132,000 91,000 73,548 69 5

삼화제분(주) 400 120,000 85,000 65,550 75 4

합계 10,295 3,088,500 2,037,000 1,574,948 66 100

<표 7-8>국내 제분업계 가공능력 가동률(2008기 )

단 :톤

자료 :농어 공사.해외농업개발서비스 (www.oads.or.kr)

제분 회는 1955년 9월 13일 창설된 이래,5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한국의 제분 산업을 이끌어왔다.나라가 어려운 시 , 을 해외로

부터 조달해오는 일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요한 일이었음에 틀림

없다.하지만 세계 경제가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한국 농업은 지

새로운 도 을 맞이하고 있다.단지 해외로부터 을 구입해오기

만 해서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시작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어

려운 상황에 이르 다.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과거와 같은 렴

한 가격에 을 구입하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재 제분 회의 제분 기업들은 시설 규모 우 ,지리

우 ,범 의 경제 등의 이유로 인해 재 상황만 유지해도 경쟁

우 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분 기업들은 선물 시장 등을 통해 렴하게 을 구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체로 해외진

출에 해 회의 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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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구 분 재 임 기 간

1 한국제분(동아원) 23.5년

2 한제분 11년

3 삼양 맥스((구)신한제분) 5.5년

4 선제분 1년

5 CJ제일제당 0년

6 남제분 0년

7 삼화제분 0년

‧ 상 근 16년

합 계 57년

한 제분 회 회원사들은 오랜 시간동안 긴 한 조 계를 유지

하며,한국의 제분 산업을 이끌어왔다.<표 7-9> 특히 제분 회의

제분 기업들은 물류비 감을 해 장기용선계약방법15)에 의거해

용선하고 있다.이를 회원사들에게만 국한해 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수송비용에서부터 경쟁 열세를 피할 수가 없다.

<표 7-9>국내 제분 기업들의 제분 회 회장 역임기간(1955~2012)

자료 :http://www.kofmia.org/intro/chir_idx.jsp(제분 회 자료를 정리)

최근에 법원에서 CJ와 삼양사를 상 로 낸 ㈜제빵업체 삼립식품

의 고소에 해 원고 승소 결을 내린 바 있다.이는 공평의 원칙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간생산자에게도 문책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결이라는 에서 법조계뿐만 아니라,사회 으로 심을

받고 있다.<부록 6>결국 이러한 국내 제분 기업의 과 구조는 제

빵업체 등 제분 업계의 매처에 피해를 뿐만 아니라,나아가 소

비자에게까지 후생손실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15)장기용선계약방법(LongTerm Charter)은 부정기선 운송계약 형태의 한 형태이

다.여기서 부정기선 운송계약은 정기선의 개품운송계약과는 달리 통상 화주가

필요로 하는 선박에 해 매항차 당 선 지와 양하지,운송시기와 운임조건을

감안하여 용선계약서(C/P:charterparty)를 작성하여 임 차 계약을 맺는 형태이

다.(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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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율 세할당제도

한국의 특정품목에 해서는 수량과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수량까

지 수입될 때에는 율의 세를 부과하고,일정수량을 과하여 수

입될 때에는 고율의 세를 부과하는 할당 세제도가 운용되고 있

다.16)2012년 재 103개 품목에 할당 세가 용되고 있는데,그

의 경우,추천기 을 제분 회로 하고,추천 상자를 양곡가공

업체로 하여 할당 세를 운용하고 있다.17)결국 율 세할당제도가

제분 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율 세할당제도는 세정책과 더불어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정책

이다.수입하는 국가가 할당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그림 7-4>

의 
 만큼의 을 해외로부터 수입할 것이고,국내가격은 로 고

정될 것이다.하지만 할당량을 
 로 제한한다면,수입량에 해 제

한을 가하게 되므로,가격은 로 상승하게 된다.결국 이를 통해

국내 수요는 
에서 

으로 감소하게 되고,국내 생산은 
에서 

으

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율 세할당제도의 경우,추가수입

물량에 해 세를 부과한다는 에서 일반할당정책 자체와 비교

했을 때 제한 인 요소가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결과는 거의 비슷

하게 나타난다.근본 으로 정부가 율 세할당제도를 시행하는 이

유는 원활하게 물자를 수 하되,해당 상품의 생산자와 산업을 일정

수 보호하는 것에 있다.따라서 율 세할당제도를 시행하게 되

었을 때 기 할 수 있는 효과는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시킴으로

써 국내 자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6)김완배(2012)

17)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 소 농축산물에 한 할당 세 추천요령』.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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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국제 가격에 향이 은 수입국의 율 세할당효과 분석

자료 :김호탁 외(2003)

율 세할당제도의 제도 목 상 한국의 에 한 할당 세제

도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율 세할당제도의 목 은

국내 생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는데 율 세할당제도

가 오랜 기간 시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 률은 1985

년 이후 곧 0.5~1% 수 에서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다.‘신토불이(身土不二)’열풍이 불던 1990년 반

에도 의 자 률은 회복되지 못하 다.한국은 가을 수확철인 6

월 에 비가 내리는 경향이 있어 그만큼 종자에 ‘수발아 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18)그만큼 국내에서 을 생산함에 있

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그

다고 해서 일본처럼 국가차원에서 자조 을 형성해 생산농가

를 지원하는 상황도 아니다.오히려 한국 정부는 수입의 60%를

18)박희호.식용작물학Ⅱ.한국방송통신 학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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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본

세율

양허 세 할당 세 2011

수입물량추천세율 미추천세율 세율 한계수량

가루 3 ‧ ‧ ‧ ‧ 32,317

사료용 0 ‧ ‧ ‧ ‧ 2,203,492

제분용
 1.8 ‧ ‧ 0 1,560,000 2,439,200

양허 유형 주요품목

즉 시 철 폐 ,라면

5년 철 폐 코렛류, 이& 이크

10년 철 폐 식빵,건빵 등 빵류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세를 ‘즉시 철폐’

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표 7-11> 한 정부는 2012년 상반기에

는 에 한 ‘율 세할당률’을 0%로 책정하 다.

<표 7-10>한미 FTA 련 분야 양허 주요 내용

자료 : 세청

<표 7-11> 련 품목 세율 황(2012)

단 :%,톤

주 :‘

’표시된 품목에 한해 2012년 6월 30일까지 세율 인하가 용되며,이외의 품

목들은 12월 31일까지 할당 세가 유지됨.

자료 : 세청,『 세율표』,2012.3

농수산물유통공사,『2011수출입실 』.2012

율 세할당제도가 이론과는 달리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은

6장 1 에서 언 한 것처럼 국내 제분 산업이 과 시장 상황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국가의 지원 없이 외국산 에 응하기에 국

내 생산 산업은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었다.실제로 한국의 국내

산 가격과 수입산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표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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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산

가격
235 210 205 269 544 381 328

국내산

가격
892 892 892 857 856 875 875

가격차 3.8 4.2 4.4 3.2 1.6 2.3 2.7

구 분
일본 국내산
매도가격(A)

일본 수입산
매도가격(B) (B)/(A)

1970 31916 35425 1.1

1975 49233 47109 0.9

1980 60366 73209 1.2

1985 68916 84465 1.2

1990 51300 67891 1.3

1995 41050 52829 1.2

2000 38466 48608 1.2

2001 38466 48555 1.2

2002 38466 47966 1.2

2003 38266 48065 1.2

2004 38266 47994 1.2

2005 40016 48097 1.2

2006 40016 47918 1.2

<표 7-12>한국의 수입산 과 국산 가격 비교

단 :원/kg

자료 :통계청

주 :수입산 가격은 국내 항구로 입항되는 순간의 가격,즉 CNF가격이며 국내산

가격은 농 수매가격 1등 을 기 으로 한다.

이에 반해 일본의 국내산 가격은 외국산 가격에 비해 1.2배 비

싼 수 을 유지해왔다.정부의 정책 인 측면도 있지만,장기간 국내 산

을 육성하고자 연구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19)<표 7-13>

<표 7-13>일본의 수입산 과 국산 가격 비교

단 :원/kg

주 :일본은 2007년부터 매도가격을 정하지 않고 국 국내 생산조합에 일임하 다.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seisan/boueki/mugi_zyukyuu/index.html)

19)진 정 외.일본 자 도 상승 원인에 한 분석.식품유통연구 제28권.2011

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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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 율 세할당제도에 한 추천기 을 한국제분 회로

두는 것에 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율 세할당제도 추천기 의

임무는 국가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제분

회가 한국 산업의 공익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확

인하는 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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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제분기업의해외진출 진을 한제언

제 1 과징 보조 활용

2장에서 언 한 것처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제과․제빵․제면용

을 모두 수입하고 있다는 에서 캐나다(일부 제빵용 에 국한)

나 호주(고 제면용 에 국한)에 비해 미국에 한 품목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더구나 미국상품신용공사의 GSM-102Program은 한

국제분 회 회원사들에게 장기 리 이자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수입에 한 미국 외의존도를 유지 심화시키는데 향을 미치

고 있다.따라서 제분기업의 해외진출을 진하기 해서는 수입

선 다변화 노력과 더불어 GSM-102program에 비할 수 있는 정

부 정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2012년 하반기 재,한국의 제분 할당 세는 0%로서 정부는

이에 한 세 수입이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산업 내에서 에

한 국내 산업 육성 자 해외 투자개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는

국가자 이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더군다나 이미 미국과는

FTA 체결이 완료된 상황이고 차 으로 FTA체결 국가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세정책만으로 자 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

로 상된다.비록 형태는 다를지라도 일본정부가 직 나서서 국

무역 형태로 을 수입하고 자체 으로 가격을 조정해 국내 제분

기업에 매함으로써 자 률 향상을 한 자조 을 마련했던 것

처럼 국내에 보 하듯이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분 수입 과정에

서 자 마련을 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 상황에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을 지에서 직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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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제분업계 련자 말에 따르

면 지에서 직 생산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따라서 지에서

을 직 생산해 국내로 반입하는 업체에게 보조 을 지 함으로써

직 생산에 따라 취약해진 가격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조

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이러한 보조 은 을

지에서 단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업체에 해 일정부분 과징

을 부과함으로써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자 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을 운 한다면 장기 으로 제분 기업

뿐만 아니라 실수요업체들이 재보다 많은 수의 국가에서 을

지 직 생산해 주변국가에 매․국내로 수송하도록 장려할 수 있

을 것으로 상된다.

<그림 8-1>과징 보조 을 활용한 국내 제분 기업 해외진출 진 방안



- 90 -

제 2 제분 산업 내 경쟁시장 구도 마련

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산업을 발 시키기 한 방안으

로 ‘수입 규제’를 선택해왔다.자국의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들의 동

종 산업 경쟁력과 비교했을 때,열세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했기 때

문이다. 한 부분의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국내 산업의 빠른 성장

을 유도하고자 특정 기업 단체에 독 권을 부여함으로써 성장

기반을 제공한다.한국 한 1970년 에 로벌 농업 기업들의 국내

잠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을 렴하게 구매하기 해 제분 회에

‘율 세할당 권리’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했다.하지만 재 국제

수 사정이 차 불안정해져감에도 불구하고 내외 인 요인

에 의해 제분 회 회원사들은 소극 인 태도를 보이며,해외진출 등

극 인 시장 공략을 꺼리고 있다.

한국의 제분 산업과 같은 국내 보호 산업들의 개방화과정에 해

산업조직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산업규제완화과정을 권장하고 있다.

<그림 8-1> 즉,국내 보호 환경인 ‘정부규제의 일반화 단계(제1단

계)’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효율성을 제고하는 2단계로 이동하기

해서는 신규기업의 참여 허용,진입장벽의 제거 등의 방안을 토

로 경쟁 시장구조로의 변모를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시

장행태 성과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방체제의 응력을 강화하고

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 하고 있다.여기서 정부와 기

존기업이 오랜 기간 유착 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 측면에서 보았을 때,과연 정부 스스로가 권한을 포기하면

서 규제완화에 나설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정부가 내외 으로 국내 제분 산업에 해 기존

의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공익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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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

<그림 8-2>개방화과정의 산업규제완화 단계

자료 :정갑 .산업조직론

따라서 기존의 ‘국내 제분 산업 주체들의 경제 시각’을 존 하면

서 한국 정부가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성공 으로 진행시키기 해

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간 으로 압박하는 넛지 효과(N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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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를 일으켜야 할 것이다.즉,제분과 련된 수 정책 조사

시행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직 장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농업개발

사업’과 함께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나아가 가루

의 실제 수요자들인 가공업체들이 자체 으로 수 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장려한다면,장기 으로 미국과 캐나

다,호주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에 해 이들의 자발 인 수

노력이 가능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 한 수출국이라는 에서 수입국인 일본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출 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 여겨 반국가 통제

하에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언뜻 보면 국가가 완 히 산업을 장

악하고 있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실제로는 호주 국내의 련 기

업들이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으로 이들 기업

들을 로벌 기업들로 성장시키기 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한국 정부도 이러한 호주 정부의 태도나 일본 정부의 태도들을

벤치마킹하되,독자 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의 공정거래제도는 시장지배 사업자의 지 권 남용

이나 각종 불공정거래를 제한하는데 을 두어왔다.20)하지만 근

본 으로 시장구조를 직 규제하는 제도 시행이야말로 시장의 경

쟁 진을 추진함으로써 근본 으로 독과 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제분 기업들의 경

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하지만 정부가

외국 기업에게 ‘실질 인 진입억제의 (Effectivecrediblethreat)’

이 되는 신뢰성 높은 산업육성정책을 수립‧추진한다면 시장원리에

따른 내 경쟁을 국내 제분 기업 련 실수요업체들에게 유

도함으로써 자주율 향상에 지 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정갑 .산업조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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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율 세할당 부여 권한 분할

재 제분 에 해 율 세할당을 부여할 수 있는 기 은 오로

지 제분 회 뿐이다.따라서 실수요업체들이 직 나서서 해외로부

터 을 수입해오려고 해도 율 세할당 권한이 제분 회에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율 세할당을 부여할 수 있는 근 권한을 제분 회 이외

에 실수요업체들이 혜택을 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필요가

있다.

즉,해외에서 을 직 생산하는 국내 업체가 국내로 을 반입하

려고 할 때 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세제도를 개선할 필

요가 있다.요약하건 가칭 『해외농업개발 회』라고 하여 해외에

서 을 생산해 국내로 반입하는 에 해 율 세할당 권한을

부여한다면, 재 제분 회의 독자 인 율 세할당 권한을 견제함

으로써 정부의 에 한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한결 수월하게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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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요약 결론

농림수산식품부는 곡물 자 률 향상을 해 2009년 『해외농업개

발 10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 으며,2018년까지 주요 수입곡물

국내 소비량의 10% 수 ( 의 경우,12%)의 해외 공 망 확보를 목

표로 하고 있다.최근 ㈜한진해운 ㈜STX팬오션 등 한국 기업들

이 미국 등지에 곡물터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한국농어 공

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공기업도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극

으로 가담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단순히 지 물류·유통 분야에 한

정되어 있으며,실제로 생산·원료 구매 단계에서는 아직도 곡물메이

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 곡물 엘리베이터에서 국내

로 을 수 해야 할 국내 제분 기업들은 호주 농장 매수를 검토할

뿐,정부의 미국 곡물 엘리베이터 진출 사업에는 진출할 의사를 보

이고 있지 않다.그나마 호주 농장 매수 건조차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21)

국제 시장은 소수 몇 개 국가만이 생산해 많은 국가들에 수출

함으로써 이득을 보고 있는 시장이다.한국의 경우,오랜 시간동안

곧 95% 이상의 을 미국과 호주,그리고 캐나다로부터 수입해왔

지만 그동안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이들 수출국의

재고량이 을 가할 수 이 아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들

소수 생산 국가들의 생산에 한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많

은 수요국가들은 확보에 해 불안해하기 시작했고,자체 확

보 작업에 매진하기 시작하 다.이러한 환경 변화는 국내의 기존

수입 구조에 해서도 재검토를 구하고 있다.

한국은 한제분,CJ제일제당,한국제분(동아원 포함),삼양 맥스,

선제분, 남제분,삼화제분으로 구성된 제분 회가 해외 지 곡

21)농어 공사가 주최한 2012년도 해외농업개발 워크 ‘미주, 양주,아 리카주’

분임토의 회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 음.



- 95 -

물엘리베이터에서 을 수매해 공동용선을 이용,국내로 반입해왔

다.이들 한제분은 이 국내로 들어오는 항구 근처에 제분공

장을 세움으로써 지리 경쟁력을 갖추기도 하 다. 한 이들의

‘공동용선제도’는 다른 기업의 가루 수입 시도에 해 비용 측

면에서 높은 진입장벽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제분 회 회원사’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없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 과 시장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이러한 제분 회의 공동구매의 배경에는 미국

의 GSM-102Program이 자리하고 있다.특히 국가 제분 산업을 담

당하다시피 하는 제분 회가 미국에게는 요한 고객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미국의 GSM-102Program은 ‘미국 본토에서 생산되는

’에 한 근성을 실질 으로 제분 회에 한정함으로써 국내 다

른 실수요업체들에게 다른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담보물

제공 면에서나,수입 규모,그리고 수송비용 면에서까지 독 경쟁력

을 확보하고 있는 ‘제분 회 회원사’들은 국내에서는 진입장벽을 쌓

아두고, 외 으로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력 계를 유지하

며 국가 사업인 해외농업개발 사업 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수입구조를 고려하 을 때,정부가 자주율 향상을 해 미국

지에 곡물 엘리베이터를 세운다고 해도 국내 제분 회 회원사들이

국내로 을 반입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자주율

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수입 가루 제조 산

업은 국민의 먹거리 일부를 담당하는 ‘국책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하지만 국책 사업이라는 것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한국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향력은 일본 정부와 비교했

을 때,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결국 국내 제분 산업은 국책 사

업이라는 이름 아래에 있었지만,실제로는 과 시장경쟁 환경에 놓

여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일본 정부는 오랜 기간 을 일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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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입하는 과정에 해 지속 으로 여해왔지만,한국 정부는 오

랜 기간 국내 제분 산업을 제분 회에게 맡겨왔고 유통 과정 상

에서의 실질 인 향력이 낮았기 때문에 진 인 국내 제분 산업

신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 제분 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해서는

외부에서 간 으로 시장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시장 주체인 기업

들이 자발 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넛지 효과(Nudgeeffect)’를 일

으켜야 할 것이다. 한 단순 구매를 통해 국내로 을 반입하는 기

업들에게 과징 을 부여하고,이를 국내 산업 육성 자조 해

외에서 직 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에 한 보조 으로 활용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나아가 재 제분 회에만 국한된 율

세할당제도에 한 근권한을 실수요업체 등 지에서 을 직

생산해 국내로 반입하는 기업들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지 생산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국제 시장 환경은 비교 안정 이었기 때문에 시장

인 측면만 고려해도 충분히 을 수입할 수 있었지만, 재의 국제

시장은 가격 교역량 면에서 불안정하므로 ‘식량안보’,‘국민 먹

거리 제공의 일부’등 공익 성격에 보다 을 두어야 한다.따

라서 지 은 국내 제분 련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한 산업 구조

개선에 해 심을 기울일 때라고 볼 수 있으며,이러한 심에 따

른 노력이 향후 한국 제분 련 산업들의 흥망성쇠에 지 한 향

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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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세계의 생산‧교역 동향

1)아시아

생산량을 기 으로 보았을 때,아시아 국가들 에서는 국,

인도,러시아가 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부표 1-1>하지만 이들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아시아

주요 생산국들 (수출-수입)이 (+)인 국가는 러시아와 카자흐

스탄,2개 국가에 불과하다.<부표 1-2>

러시아의 경우,1990년 만 해도 육류 생산에 주력해 왔으나,

차 육류 생산 규모를 여감에 따라 사료용 곡물 수요가 크게 감소

하 다.더군다나 2000년 들어 러시아 내 곡물 생산 여건이 개선

됨으로써 2009년 61.7백만 톤의 을 생산해내는 등 2000년 34.5백

만 톤에 비해 약 80%의 성장을 이룩하는 성과를 달성하 다.

카자흐스탄의 경우,경지면 이 국토의 77%를 차지하지만 부분

이 지인 탓에 농지면 은 경지면 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에 있어서만큼은 생산량이 국내 수요량

보다 많고, 품질 한 우수한 편이라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해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2010년 이상기후 상으로 인해

생산에 있어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러시아는 2010년 41.5백만 톤

의 을 생산하 는데 2009년 생산량에 비해 1/3이 감소한 것

이다.카자흐스탄 한 2010년 이상기후의 향을 받아 생산량의

반 가까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22)매일경제신문사.세계 곡물 시장 망.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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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 110.6 99.7 96.3 104.5 109.9 112.5 115.1 115.2

인 도 62.6 76.4 72.0 69.4 74.9 78.6 80.7 80.7

러 시 아 34.9 34.5 47.6 45.0 49.4 63.7 61.7 41.5

키스탄 16.9 21.1 21.6 21.3 23.5 21.0 24.0 23.3

이 란 8.8 7.0 14.5 14.5 15.9 8.0 13.5 15.0

카자흐스탄 8.0 9.1 11.1 13.5 16.5 12.6 17.1 9.6

우즈베키스탄 2.7 3.6 5.4 5.8 6.0 6.1 6.6 6.7

시 리 아 4.1 2.7 4.7 4.7 4.0 2.1 3.7 3.6

투르크메니스탄 0.5 1.7 2.8 3.3 2.7 2.7 3.0 3.0

이 라 크 1.3 0.4 2.2 2.1 2.2 1.3 1.7 2.8

구 분
수 입 수 출

(수출-

수입)

1999 2007 2008 2009 1999 2007 2008 2009 2009

국 1.8 1.8 1.4 2.4 0.3 3.4 0.4 0.3 △2.1

인 도 1.3 2.7 0.0 0.2 0.0 0.1 0.1 0.1 △0.1

러 시 아 4.7 0.5 0.2 0.1 0.8 14.8 12.4 17.4 17.3

키스탄 3.2 0.1 1.8 3.1 0.0 1.2 0.4 0.1 △3.0

이 란 6.1 0.2 5.2 5.4 0.0 0.1 0.1 0.1 △5.3

카자흐스탄 0.0 0.0 0.0 0.1 3.4 8.2 7.5 6.4 6.3

우즈베키스탄 0.7 1.2 1.3 1.5 0.0 0.0 0.0 0.0 △1.5

시 리 아 0.0 0.1 0.1 0.1 0.1 1.1 0.1 0.1 0.0

투르크메니스탄 0.0 0.2 0.5 0.3 0.0 0.0 0.0 0.0 △0.3

이 라 크 1.8 3.2 3.6 4.2 0.0 0.0 0.0 0.0 △4.2

<부표 1-1>아시아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1996~2010)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부표 1-2>아시아 주요 생산국의 수출입 동향(1999~2009)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수 측면에서 외의존 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특히 한국은 일본

과 방 라데시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많은 양의 을 해외로

부터 조달하고 있다.<부표 1-3>일본은 한국에 비해 50% 이상 더

많은 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지만,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과

정에 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본계 종합상사들을 극 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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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입 수 출

(수출-

수입)

1999 2007 2008 2009 1999 2007 2008 2009 2009

한민국 4.2 3.3 2.8 3.9 0.1 0.1 0.1 0.1 △3.8

북 한 0.5 0.2 0.1 0.2 ‧ ‧ ‧ ‧ △0.2

일 본 6.0 5.3 5.8 5.5 0.5 0.4 0.3 0.3 △5.2

이스라엘 1.6 1.2 1.7 1.8 0.0 0.0 0.0 0.0 △1.8

말 이시아 1.3 2.2 1.2 1.2 0.1 0.1 0.1 0.1 △1.1

몽 골 0.1 0.2 0.3 0.3 0.0 0.0 0.0 0.0 △0.3

미 얀 마 0.1 0.1 0.1 0.1 0.0 0.0 0.0 0.0 △0.1

필 리 핀 2.1 2.0 0.8 3.2 0.0 0.1 0.1 0.1 △3.1

싱 가 폴 0.4 0.3 0.3 0.3 0.1 0.1 0.1 0.1 △0.2

태 국 0.8 1.1 0.9 1.3 0.1 0.1 0.1 0.1 △1.2

베트남 0.6 1.3 0.8 1.5 ‧ ‧ ‧ ‧ △1.5

방 라데시 2.5 2.7 1.3 4.1 0.0 0.0 0.0 0.0 △4.1

타지키스탄 0.4 1.0 1.0 1.0 0.0 0.0 0.0 0.0 △1.0

스리랑카 0.9 1.0 1.0 1.1 0.0 0.2 0.1 0.1 △1.0

아르메니아 0.3 0.5 0.3 0.4 0.0 0.0 0.0 0.0 △0.4

아제르바이잔 0.7 1.5 1.5 1.0 0.0 0.1 0.1 0.1 △0.9

조 지 아 0.9 0.9 0.6 0.6 0.1 0.1 0.1 0.1 △0.5

조 르 단 0.4 1.1 1.0 0.5 0.0 0.0 0.1 0.1 △0.4

쿠웨이트 0.2 0.2 0.3 0.4 0.1 0.0 0.0 0.1 △0.3

바 논 0.4 0.4 0.4 0.6 0.1 0.0 0.1 0.1 △0.5

팔 스타인 0.4 0.3 0.4 0.4 0.0 0.0 0.0 0.0 △0.4

사우디아라비아 0.1 0.1 0.3 1.4 0.0 0.0 0.0 0.0 △1.4

아랍에미리트 1.2 0.7 0.9 1.4 0.3 0.2 0.3 0.3 △1.1

멘 2.3 2.4 2.1 2.9 0.0 0.0 0.1 0.1 △2.8

용하기 있기 때문에 독자 인 수 여건을 갖추지 못한 한국과

는 차이가 있다.

<부표 1-3>아시아 주요 수입국의 수출입 동향(1999~2009)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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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미 국 62.0 60.8 57.1 57.3 53.6 68.0 60.3 60.1

캐 나 다 29.8 26.8 25.6 27.3 20.6 28.6 26.8 23.2

멕 시 코 3.4 3.3 3.0 3.3 3.5 4.0 4.1 3.7

구 분
수 입 수 출

(수출-

수입)

1999 2007 2008 2009 1999 2007 2008 2009 2009

미 국 2.4 2.6 2.8 2.9 19.8 33.4 30.5 22.3 19.4

캐 나 다 0.0 0.2 0.3 0.3 16.4 17.9 16.0 19.5 19.2

멕 시 코 2.7 3.3 3.3 2.9 0.3 0.7 1.5 1.3 △1.6

2)북미

북미 지역의 국가들 미국과 캐나다는 수 상황이 매우 양호

하며 이들 국가는 세계 인 수출국이다.2010년 미국과 캐나다,

2개 국가의 생산량만 83.3만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17.3%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출량 한 2009년을 기 으로 미국이

22.3백만 톤,캐나다가 19.5백만 톤으로써 세계 총 수출량

165.2백만 톤 비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부표 1-4>,<부표

1-5>물론 멕시코 등 을 수입하는 국가도 일부 있지만,북미 체

(수출량-수입량)상황은 미국과 캐나다로 인해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부표 1-4>북미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1996~2010)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부표 1-5>북미 주요 생산국의 수출입 동향(1999~2009)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미국의 주요 국별 수출량 액을 살펴보면, 세계로 물량이

이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아시아의 일본, 국,한국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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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과테말라
물량 456.4 420.4 404.6 432.9 415.0 301.9 68.5

액 120.8 121.4 177.0 123.8 88.8 58.0 9.7

나이지리아
물량 3,393.4 2,935.2 334.5 4,726.1 2,453.3 3,167.9 1,336.3

액 804.4 744.4 295.9 1,394.7 455.5 508.5 168.2

니카라과
물량 111.8 108.3 97.9 106.8 136.4 117.1 43.0

액 35.3 34.4 50.7 34.6 31.3 24.1 6.5

남아 리

카공화국

물량 313.2 56.0 277.3 464.1 27.5 317.3 118.6

액 74.4 10.3 91.0 115.1 4.2 53.2 15.3

독일
물량 581.6 0.0 0.1 19.9 0.1 0.0 5.7

액 167.9 0.0 0.1 7.8 0.1 0.0 10.0

말 이시아
물량 176.9 105.0 118.7 169.9 325.5 176.7 44.8

액 50.4 32.6 54.0 45.5 26.5 40.1 7.9

멕시코
물량 2,606.0 1,942.7 2,734.3 2,412.5 2,194.5 2,919.5 1,881.4

액 628.7 502.9 1,046.8 629.7 430.8 482.7 219.7

모로코
물량 455.2 148.2 140.9 1,083.9 225.5 8.7 357.0

액 126.3 41.3 58.4 345.1 51.2 2.0 55.7

베네수엘라
물량 652.8 532.9 825.7 787.8 894.9 905.0 490.0

액 177.3 122.9 392.1 247.3 189.1 182.4 67.8

벨기에
물량 42.7 29.2 97.9 204.9 72.7 152.9 110.0

액 14.4 8.5 42.4 74.3 17.2 32.9 17.4

벨리즈
물량 21.6 19.9 16.4 13.1 12.3 22.1 16.0

액 6.9 5.1 8.1 3.9 4.0 5.1 3.6

오세아니아의 필리핀,그리고 남미의 라질,칠 ,그리고 유럽의

독일,스페인,이탈리아,북미의 멕시코,온두라스,아 리카의 남아

리카공화국 등 미국은 세계 곳곳으로 을 수출하고 있다.<부표

1-6>

<부표 1-6>미국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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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볼리비아
물량 23.9 15.5 13.9 20.5 18.8 62.1 23.1

액 53.7 4.1 3.7 4.2 3.2 12.4 4.4

라질
물량 494.0 218.1 906.8 354.1 16.5 29.8 51.7

액 135.9 46.4 318.3 86.2 3.2 4.1 7.4

세인트빈센

트그 나인

물량 21.3 22.1 32.3 23.4 16.1 18.2 22.0

액 8.4 8.5 10.1 6.6 4.4 3.8 3.3

스리랑카
물량 57.4 140.5 85.3 168.1 ‧ 28.0 293.4

액 13.0 34.6 37.7 39.0 ‧ 4.5 38.5

스 스
물량 13.8 2.7 20.2 4.8 15.7 11.0 42.4

액 4.0 1.9 7.6 1.9 4.0 3.1 7.8

스페인
물량 231.9 105.7 372.9 810.1 120.9 503.9 99.8

액 75.0 26.7 143.9 260.9 24.6 101.0 15.5

싱가폴
물량 72.2 63.1 71.0 83.9 43.0 54.4 35.1

액 20.3 18.2 34.2 25.6 8.5 12.0 5.8

알제리
물량 211.9 154.2 287.6 537.8 353.6 183.6 708.2

액 42.1 51.9 120.8 181.9 69.6 43.0 110.4

에콰도르
물량 152.7 113.4 159.1 103.3 97.8 138.6 163.4

액 43.5 29.2 70.1 33.0 18.1 29.0 27.1

엘살바도르
물량 234.6 228.1 209.3 220.5 237.8 240.4 214.0

액 63.5 68.3 95.5 60.1 49.5 46.2 36.6

에티오피아
물량 444.7 231.4 241.5 205.3 125.8 788.3 50.5

액 149.7 94.0 134.6 85.5 38.0 207.3 9.4

멘
물량 460.4 276.1 504.1 1,056.3 160.9 358.2 615.8

액 100.9 75.3 243.7 332.1 18.3 51.9 67.2

국
물량 71.9 37.5 39.9 90.5 40.1 100.7 158.2

액 22.6 12.0 18.1 36.5 10.0 22.5 26.4

온두라스
물량 171.3 189.8 110.0 148.8 165.1 183.2 157.8

액 42.5 53.5 48.0 42.0 39.4 30.0 25.2

<부표 1-6>미국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계속)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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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우간다
물량 32.2 35.5 9.4 15.5 34.0 43.1 15.4

액 12.7 13.9 4.4 6.2 11.4 9.8 5.1

물량 243.1 330.8 457.7 157.5 296.6 430.2 751.5
이스라엘

액 73.0 87.8 137.4 57.2 61.0 71.6 106.3

물량 1,563.0 444.1 2,160.6 1,601.4 859.8 1,358.8 3,522.8
이집트

액 433.4 178.7 634.5 443.9 156.3 190.2 488.6

물량 528.4 432.2 509.0 650.8 589.9 847.5 1,078.4
이탈리아

액 186.7 154.8 251.7 228.3 140.2 182.3 181.7

물량 633.6 603.1 1,100.6 997.8 217.5 118.5 340.2
인도네시아

액 196.1 170.8 493.7 259.6 43.4 25.3 45.8

물량 3,305.1 2,839.9 3,658.3 3,167.0 3,002.1 3,102.5 3,175.4
일본

액 993.2 859.0 1,995.9 951.3 688.5 672.6 522.6

물량 163.6 194.5 179.6 163.2 170.9 228.8 171.5
자메이카

액 45.3 55.7 78.2 41.9 31.8 35.1 21.6

국
물량 1,207.5 1280.2 758.7 1,318.6 950.1 1,409.1 1,110.1

액 272.7 329.1 329.6 335.0 184.9 254.0 163.5

칠
물량 470.0 219.0 399.5 518.5 296.5 29.6 91.9

액 116.3 53.0 150.2 142.2 46.9 5.8 11.4

물량 12.5 2.3 23.5 8.0 17.0 26.7 17.9
카메룬

액 5.9 0.8 9.1 3.2 4.4 6.8 2.3

캐나다
물량 56.0 105.0 22.1 23.5 25.2 16.8 24.0

액 12.1 16.2 11.1 6.4 3.9 2.7 3.4

물량 84.9 33.6 29.8 63.3 97.4 40.0 11.5
냐

액 25.9 11.9 12.0 23.1 21.2 9.1 1.9

물량 200.0 251.0 223.9 206.8 178.4 141.7 166.2
코스타리카

액 57.1 55.5 115.8 60.3 62.5 29.8 26.9

물량 622.9 624.4 1,005.0 773.1 499.0 832.7 610.2
콜롬비아

액 160.8 157.7 382.8 225.9 101.8 155.0 70.6

<부표 1-6>미국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계속)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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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콩고
물량 5.0 5.0 54.8 78.7 27.4 6.8 48.8

액 2.0 2.1 22.9 21.7 5.0 1.6 5.8

타이완
물량 819.7 910.0 752.7 1,291.9 794.6 970.2 1,075.2

액 230.5 278.5 326.9 327.0 160.3 80.3 180.4

태국
물량 529.5 497.1 346.4 432.6 454.1 552.0 297.8

액 157.2 146.4 177.4 139.7 99.1 115.9 45.8

터키
물량 259.5 28.1 18.7 45.5 20.3 2.4 51.6

액 85.6 10.6 6.9 16.5 4.3 0.5 7.0

튀니지
물량 92.4 29.8 46.8 143.5 68.1 1.4 522.6

액 31.5 8.3 37.2 86.7 10.4 0.2 4.8

트리니나

드토바고

물량 67.2 79.3 118.6 142.5 94.8 138.7 127.5

액 32.3 42.4 47.9 43.1 29.6 24.3 19.5

키스탄
물량 27.9 119.1 187.7 135.9 89.3 632.0 95.0

액 12.3 66.5 82.8 41.4 17.8 128.3 20.1

페루
물량 751.9 366.3 395.4 549.1 160.5 565.4 307.7

액 189.8 96.5 155.2 172.5 28.0 99.9 41.3

포르투갈
물량 40.0 30.5 105.5 121.6 31.2 105.3 36.3

액 13.9 9.8 46.7 43.8 6.8 20.8 5.4

필리핀
물량 900.5 1,433.5 1,384.8 1,216.4 1,652.0 1,477.5 1,891.1

액 250.2 471.6 603.0 314.0 355.7 287.9 280.0

한국
물량 1,430.0 1,057.8 1,505.4 1,215.2 1,111.4 1,261.8 1,427.2

액 376.2 310.0 722.0 348.6 231.0 262.0 213.1

홍콩
물량 3.5 2.2 6.3 6.1 6.0 7.3 11.7

액 1.3 0.7 3.2 1.9 1.4 1.6 2.4

<부표 1-6>미국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계속)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캐나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요 국 별 수출량 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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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가나
물량 339.9 293.5 193.5 160.4 188.6 211.9 170.5

액 86.1 75.8 79.5 42.1 33.3 34.0 21.8

나이지리아
물량 202.2 238.7 79.8 24.6 254.4 194.8 188.1

액 51.0 61.6 27.1 5.7 45.5 31.0 24.2

남아 리

카공화국

물량 180.7 54.6 155.5 390.4 193.9 10.0 206.7

액 46.6 14.1 57.5 95.3 33.5 1.5 25.8

네덜란드
물량 33.1 102.0 59.7 169.4 209.2 105.7 61.3

액 9.3 37.5 30.2 45.9 36.6 17.9 8.6

뉴질랜드
물량 1.5 2.2 20.4 14.7 15.4 50.2 35.7

액 0.4 0.6 7.4 3.6 2.7 7.8 4.6

도미니카

공화국

물량 18.4 18.0 20.5 29.9 11.5 0.0 47.0

액 4.8 5.0 10.0 7.5 2.0 0.0 6.0

독일
물량 6.0 101.7 0.9 3.0 14.2 18.3 0.2

액 1.6 30.6 0.4 0.7 2.4 3.3 0.1

리비아
물량 25.6 24.6 ‧ 86.6 62.6 36.5 31.9

액 8.0 10.2 ‧ 20.6 11.5 6.7 5.0

말 이시아
물량 135.3 115.5 272.6 211.6 229.8 74.2 303.6

액 32.3 30.5 110.2 54.5 41.0 11.8 39.4

살펴보면, 세계로 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시아

의 일본, 국,한국을 비롯하여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필리핀,

남미의 라질,에콰도르 그리고 유럽의 벨기에,독일,스 스,스페

인,북미의 멕시코,아 리카의 알제리,남아 리카공화국,수단 등

캐나다의 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다.

<부표 1-7>

<부표 1-7>캐나다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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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멕시코
물량 871.9 842.0 475.4 818.6 1,156.7 822.6 993.5

액 214.0 213.2 170.7 202.0 208.3 132.0 127.6

모로코
물량 529.6 669.9 378.2 606.3 552.8 518.8 807.0

액 124.7 218.6 193.6 167.5 96.6 91.0 119.0

모잠비크
물량 15.0 ‧ 10.6 24.7 103.4 48.0 8.8

액 3.5 ‧ 3.8 6.2 18.6 7.2 1.1

미국
물량 2,195.5 2,341.5 240.1 2,291.5 1,971.3 1,271.1 1,829.6

액 527.6 689.2 105.2 507.6 316.0 174.6 242.7

방 라데시
물량 1,129.0 836.7 306.1 568.6 170.5 80.7 139.5

액 283.6 216.7 115.8 140.0 29.5 13.1 17.5

베네수엘라
물량 876.8 888.2 652.0 659.2 726.8 567.6 863.8

액 217.4 245.6 324.1 160.1 128.1 95.5 119.5

베트남
물량 1.2 0.1 99.4 302.5 355.7 391.3 ‧

액 0.3 0.1 44.0 72.5 60.6 61.4 ‧

벨기에
물량 229.9 240.8 182.4 340.0 338.7 262.9 107.1

액 54.2 79.0 87.2 98.4 60.0 44.1 13.9

라질
물량 376.1 277.5 306.0 341.3 71.5 ‧ 133.4

액 92.9 71.5 137.0 83.9 11.9 ‧ 17.3

사우디

아라비아

물량 606.1 1,315.0 ‧ ‧ 0.1 ‧ ‧

액 159.1 334.5 ‧ ‧ 0.1 ‧ ‧

세네갈
물량 32.4 27.2 14.0 11.5 3.3 ‧ 8.2

액 8.2 7.0 6.0 3.2 0.7 ‧ 1.0

수단
물량 386.7 284.7 442.2 638.0 220.6 165.5 33.0

액 94.6 72.6 172.5 161.9 41.0 25.8 4.3

스 스
물량 24.1 49.9 49.3 11.4 61.7 42.9 5.8

액 6.2 14.5 18.5 2.7 11.1 76.5 0.7

<부표 1-7>캐나다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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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스페인
물량 28.5 189.9 111.6 60.6 102.8 128.8 161.4

액 7.6 48.3 41.0 15.1 18.6 21.4 20.7

스리랑카
물량 1,003.4 842.7 740.1 771.3 1,181.6 511.0 151.4

액 253.6 216.3 299.5 188.9 205.0 79.6 19.2

싱가폴
물량 1.1 7.3 3.7 62.4 18.2 6.8 8.9

액 0.2 1.9 1.7 15.8 3.2 1.0 1.1

아랍

에미리트

물량 199.6 395.8 106.6 356.4 203.3 36.7 283.1

액 48.1 99.6 52.3 91.1 35.2 5.9 36.0

알제리
물량 501.8 369.5 908.5 636.7 478.8 325.1 1.547.1

액 111.5 125.4 552.7 169.3 83.4 56.7 236.7

에콰도르
물량 372.7 340.4 213.7 290.4 323.2 349.8 266.3

액 93.5 89.6 83.3 73.1 55.8 56.2 33.8

국
물량 336.1 378.4 394.3 504.4 413.9 398.0 444.7

액 84.8 97.0 154.0 131.1 72.3 64.2 56.6

이란
물량 ‧ ‧ 1,217.7 ‧ 533.4 0.0 2,856.1

액 ‧ ‧ 433.6 ‧ 87.9 0.0 363.7

이집트
물량 252.0 135.0 225.6 63.0 557.3 ‧ 58.0

액 73.8 37.0 82.4 19.3 101.2 ‧ 7.3

이라크
물량 670.2 1,437.9 259.6 845.7 602.0 ‧ 350.4

액 153.6 376.4 110.9 198.9 102.4 ‧ 45.2

이탈리아
물량 1,074.1 1,019.1 553.5 728.6 771.9 908.3 318.5

액 262.3 317.7 243.9 193.1 139.1 149.4 43.3

인도네시아
물량 734.6 821.1 1,107.2 1,408.8 1,349.0 835.8 733.4

액 186.5 216.1 445.2 356.7 242.4 133.2 94.8

일본
물량 1,082.6 981.9 1,190.9 1,131.9 1,202.2 1,237.8 1,522.4

액 270.4 265.9 520.8 281.3 209.3 201.5 200.0

<부표 1-7>캐나다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 113 -

비고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자메이카
물량 184.4 72.5 168.8 227.0 126.2 174.2 13.7

액 43.0 18.4 73.9 56.4 21.6 27.8 1.9

국
물량 156.3 149.5 9.1 3.1 135.3 114.7 586.1

액 36.4 37.3 3.4 0.7 24.5 187.2 75.5

칠
물량 163.7 289.4 165.8 153.7 167.4 96.0 287.8

액 41.4 74.4 69.0 37.5 28.0 15.5 38.4

카메룬
물량 70.8 72.1 37.0 41.5 2.1 51.5 78.0

액 17.9 18.3 12.4 10.1 0.4 8.4 10.0

콜롬비아
물량 519.9 407.0 200.6 383.6 364.7 306.3 493.2

액 129.4 105.6 79.7 95.1 63.9 49.8 63.3

쿠바
물량 218.1 178.9 154.1 127.2 97.0 173.5 127.8

액 51.6 50.1 68.7 32.7 16.4 27.4 16.4

타이완
물량 29.0 29.7 9.0 4.4 ‧ ‧ 35.9

액 6.9 7.6 3.4 1.0 ‧ ‧ 4.5

태국
물량 137.5 136.6 88.9 326.2 154.0 28.2 168.9

액 31.8 34.2 35.5 78.1 27.5 4.5 21.3

토고
물량 23.0 22.0 25.5 24.7 15.0 36.4 51.7

액 5.6 5.6 9.8 6.4 2.8 5.9 6.6

튀니지
물량 77.3 197.0 104.6 137.8 0.3 84.7 ‧

액 20.8 64.7 53.0 32.7 0.1 13.8 ‧

페루
물량 778.0 660.1 306.7 400.8 575.4 410.5 491.3

액 191.0 174.8 130.6 97.9 98.9 66.9 64.5

포르투갈
물량 21.5 35.8 ‧ ‧ 26.6 ‧ 3.8

액 4.8 9.6 ‧ ‧ 4.9 ‧ 0.5

필리핀
물량 352.2 174.8 201.2 476.8 64.0 220.4 600.9

액 88.2 396.5 77.0 116.3 12.2 35.7 76.3

한국
물량 763.4 165.5 172.1 127.1 626.3 1,280.0 281.8

액 209.6 45.4 58.1 22.9 102.0 180.3 29.3

<부표 1-7>캐나다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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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 주 23.7 18.5 25.1 10.8 13.0 21.4 21.7 22.1

구 분
수 입 수 출

(수출-

수입)

1999 2007 2008 2009 1999 2007 2008 2009 2009

호 주 0.0 0.0 0.0 0.0 16.9 15.0 8.6 17.7 17.7

3)오세아니아

호주는 오세아니아 륙에서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호

주는 체 생산량의 2/3정도를 수출하고,나머지 1/3을 내수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수출 국이다.하지만 호주 역시 앞에서 살펴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주기 인 가뭄이 발생함에 따라

연간 생산량 편차가 심한 편이다.특히 2002,2006,2007년 가뭄

으로 인해 생산량이 30~60%까지 감소된 이 있으며,이러한 생산

축은 수출량 변화에도 지 한 향을 미친 바 있다.(<부표 1-8>,

<부표 1-9>참고)

<부표 1-8>오세아니아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1996~2010)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부표 1-9>오세아니아 주요 생산국의 수출입 동향(1999~2009)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오세아니아 륙에서 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뉴질랜드와 푸

아뉴기니인데,호주로부터 주로 조달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상 으

로 은 편이다.<부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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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입 수 출

(수출-

수입)

1999 2007 2008 2009 1999 2007 2008 2009 2009

뉴질랜드 0.2 0.4 0.3 0.3 0.0 0.0 0.0 0.0 △0.3

푸아뉴기니 0.1 0.2 0.1 0.1 0.0 0.0 0.0 0.0 △0.1

비고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남아 리

카공화국

물량 53.0 100.1 ‧ ‧ 16.5 148.5 196.2

액 14.6 25.1 ‧ ‧ 2.9 26.3 24.7

뉴질랜드
물량 285.9 256.1 284.2 304.8 335.4 329.4 162.4

액 79.4 83.0 124.6 82.2 65.9 61.4 23.9

뉴칼

도니아

물량 30.9 26.3 26.9 29.1 31.2 28.0 ‧

액 8.8 8.1 10.0 9.0 8.3 5.8 ‧

바논
물량 3.0 22.6 ‧ ‧ 29.0 33.2 89.2

액 1.1 6.1 ‧ ‧ 5.9 7.2 13.2

말 이시아
물량 692.2 684.9 604.0 1,343.3 1,534.6 1,680.8 797.5

액 202.0 233.3 265.9 157.8 197.9 198.1 129.0

<부표 1-10>오세아니아 주요 수입국의 수출입 동향(1999~2009)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호주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을 살펴보면,호주는 뉴질랜

드,말 이시아,태국,피지,필리핀 등 주변 오세아니아 지역과 한국

과 국,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그리고 인도,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에도 을 수출하고 있으며,최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량이 과거에 비해 에 띌 정도로 증가한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부표 1-11>

<부표 1-11>호주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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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싱가폴
물량 98.8 99.9 83.1 29.7 93.0 75.3 81.9

액 25.3 26.5 37.5 8.3 18.4 14.7 13.4

바 인
물량 51.7 ‧ ‧ ‧ 13.6 22.9 13.7

액 21.4 ‧ ‧ ‧ 3.0 4.7 2.0

사우디

아라비아

물량 58.8 ‧ ‧ ‧ ‧ 0.0 0.1

액 13.9 ‧ ‧ ‧ ‧ 0.0 0.5

스리랑카
물량 55.2 25.5 25.2 0.4 0.1 44.0 206.5

액 17.4 6.1 7.1 0.1 0.1 9.6 31.4

아랍

에미리트

물량 285.3 255.2 24.0 58.4 384.3 371.6 400.1

액 66.4 55.9 12.4 15.8 65.0 62.6 0.3

멘
물량 936.5 750.1 509.4 132.7 581.2 63.0 505.8

액 204.7 141.6 257.2 36.7 84.1 7.9 ‧

국
물량 2.5 75.0 9.3 2.0 11.3 62.6 3.7

액 1.0 24.4 6.3 1.0 3.1 18.8 1.0

이탈리아
물량 207.6 405.4 37.0 4.6 365.3 328.4 422.0

액 65.8 142.8 24.3 2.1 84.5 77.5 62.3

인도
물량 116.9 154.2 ‧ 5.9 1,093.6 0.1 4.2

액 38.5 45.5 ‧ 2.1 235.1 0.1 0.6

인도네시아
물량 3,299.6 2,655.5 1,758.4 1,481.4 2,950.3 2,439.8 2,310.0

액 945.6 724.0 782.4 370.4 524.9 445.0 316.5

일본
물량 1,093.1 878.0 932.7 948.2 1,133.5 1,107.1 1,193.7

액 318.5 231.0 511.4 290.1 279.9 244.2 202.5

국
물량 760.0 598.0 32.1 23.1 474.4 1,170.9 146.8

액 191.2 147.6 7.4 5.4 93.6 235.1 145.3

카타르
물량 53.0 ‧ 51.6 64.7 20.7 19.1 33.0

액 15.3 ‧ 31.5 23.0 5.0 4.0 4.9

캄보디아
물량 6.7 21.2 8.8 26.2 27.3 24.5 29.1

액 1.5 5.2 3.8 6.3 5.0 4.0 ‧

<부표 1-11>호주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계속)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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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탄자니아
물량 234.7 108.0 ‧ ‧ ‧ 41.9 271.4

액 73.1 33.2 ‧ ‧ ‧ 10.5 52.3

태국
물량 438.7 406.2 276.3 97.7 426.8 573.2 245.7

액 121.8 112.3 120.7 27.0 91.9 116.6 38.2

피지
물량 77.8 90.8 121.7 78.5 60.9 117.6 98.5

액 48.9 38.5 59.5 42.4 33.2 102.6 17.6

필리핀
물량 76.8 194.3 39.8 9.0 128.0 74.7 324.1

액 21.7 66.3 19.8 2.3 20.3 14.0 41.9

한국
물량 1,798.6 917.4 663.9 824.7 1,042.6 998.3 1,250.7

액 506.0 220.1 337.8 234.5 223.4 196.5 177.7

홍콩
물량 0.6 0.9 0.6 0.1 0.3 1.5 1.4

액 0.3 0.3 0.3 0.1 0.1 0.5 0.3

<부표 1-11>호주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계속)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4)유럽

유럽지역은 유럽연합 EU에 의해 공동 농업정책(CAP)이 시행되고

있다.가맹국들 간 토지 면 과 성격,기후 등 차이로 인해 생산

량은 지역 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랑스,독일,터키,우

크라이나, 국 등의 국가가 많은 양의 을 생산하고 있다.<부표

1-12> 유럽지역은 1990년 이 만 해도 수입지역에 속했지만

1991년 CAP(CommonAgriculturalPolicy)개 에 따른 가격지지

정책과 단수 증가로 인한 생산량 증 로 재는 표 인 수출

지역으로 자리매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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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랑 스 35.9 37.5 36.9 35.4 33.2 39.0 38.3 38.2

독 일 18.9 21.6 23.6 22.4 21.4 26.0 25.2 24.1

터 키 16.2 17.5 21.0 20.0 17.7 17.8 20.6 19.7

우크라이나 13.5 10.2 18.7 14.0 13.8 25.9 20.9 16.9

국 16.1 16.8 15.0 14.7 13.4 17.2 14.4 14.9

폴 란 드 8.6 8.5 8.6 7.1 8.4 9.3 9.8 9.5

이탈리아 8.3 6.9 7.5 7.1 7.3 8.9 6.3 6.9

루마니아 3.1 4.4 7.0 5.5 2.9 7.2 5.2 5.8

스 페 인 6.0 7.3 3.8 5.6 6.4 6.7 4.7 5.6

덴 마 크 4.8 4.7 4.8 4.8 4.5 5.0 5.9 5.1

체 코 3.7 4.1 4.5 3.5 4.0 4.6 4.4 4.2

불가리아 1.8 3.3 3.5 3.3 2.4 4.6 4.0 4.0

헝 가 리 3.9 3.7 5.0 4.4 4.0 5.6 4.4 3.8

스 웨 덴 2.0 2.4 2.2 2.0 2.3 2.2 2.3 2.2

구 분
수 입 수 출

(수출-

수입)

1999 2007 2008 2009 1999 2007 2008 2009 2009

E U
 24.3 29.9 30.5 36.7 40.0 33.9 44.6 51.9 15.2

터 키 1.6 2.1 3.7 3.4 2.2 1.7 1.7 2.9 △0.5

우크라이나 0.0 0.0 0.0 0.0 4.6 1.2 7.9 13.1 13.1

<부표 1-12>유럽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1996~2010)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부표 1-13>유럽 주요 생산국의 수출입 동향(1999~2009)

단 :백만 톤

1)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로서 2010년을 기 으로,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

키 로스,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 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

랜드,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몰타,네덜란다,폴란드,포르

투갈,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 국 등 27개 국이 가

입되어 있음.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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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입 수 출

(수출

-수입)

1999 2007 2008 2009 1999 2007 2008 2009 2009

알바니아 0.3 0.4 0.3 0.3 0.0 0.0 0.0 0.0 △0.3

벨라루스 1.2 0.3 0.2 0.1 0.0 0.0 0.0 0.0 △0.1

보스니아 0.2 0.4 0.4 0.4 0.0 0.0 0.0 0.0 △0.4

노르웨이 0.4 0.3 0.3 0.3 0.0 0.0 0.0 0.0 △0.3

스 스 0.2 0.3 0.4 0.4 0.0 0.0 0.0 0.0 △0.4

유럽 주요 수입국의 경우,알바니아 등이 있으며,이들의 수

입량은 평균 으로 0.3백 만 톤 정도이고 주로 주변 유럽 국가들로

부터 을 수 하고 있다.<부표 1-14>

<부표 1-14>유럽 주요 수입국의 수출입 동향(1999~2009)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유럽에서 가장 많은 양의 을 생산하는 랑스의 주요국 별

수출량 액을 살펴보면,유럽 내부 거래 비 과 아 리카 국

가 거래 비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랑스는 이탈리아,벨기에,네

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에 많은 양의 을 수출하고 있으며,아 리

카 국가 에서도 알제리와 모로코에 량의 을 수출하고 있다.

<부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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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유럽 지역 국가

그리스
물량 178.6 164.2 112.9 231.3 261.5 201.5 300.0

액 45.6 38.9 43.6 63.8 45.8 30.8 36.5

네덜란드
물량 1,637.6 1,606.7 2,036.9 2,280.0 2,228.6 2,007.0 2,217.6

액 300.9 324.0 657.3 500.3 337.9 279.4 249.8

덴마크
물량 14.4 9.2 12.3 11.6 4.4 1.0 4.9

액 4.4 3.5 4.3 3.9 1.0 0.2 0.6

독일
물량 627.4 359.1 521.5 505.5 504.9 484.1 934.1

액 146.7 85.3 200.2 125.8 82.6 76.3 118.2

루마니아
물량 3.6 0.3 0.3 0.1 0.1 0.2 0.1

액 1.1 0.2 0.3 0.1 0.1 0.1 0.1

룩셈부르크
물량 56.0 36.0 36.7 26.9 21.7 39.7 44.5

액 12.4 10.2 14.7 7.4 5.0 6.8 6.3

리투아니아
물량 1.3 0.1 0.0 0.0 0.1 ‧ ‧

액 0.5 0.1 0.0 0.0 0.1 ‧ ‧

몰타
물량 14.4 10.2 9.2 ‧ 14.3 8.0 8.3

액 3.4 2.3 3.7 ‧ 2.9 1.1 0.8

벨기에
물량 1,716.2 1,457.8 1,404.5 1,791.7 1,934.7 1,925.7 1,847.4

액 318.9 298.5 448.5 423.1 292.8 266.6 210.5

스웨덴
물량 8.3 0.1 4.0 ‧ 4.8 3.0 0.1

액 2.1 0.1 1.7 ‧ 1.1 0.7 0.1

스 스
물량 87.4 104.1 146.3 85.8 56.8 67.8 114.9

액 21.6 26.5 47.0 25.7 12.0 13.7 14.0

스페인
물량 948.0 847.7 846.4 867.1 1,344.5 1,922.2 1,265.1

액 199.1 189.5 285.2 204.9 217.5 293.9 153.3

국
물량 159.9 140.8 161.3 167.4 151.4 135.3 349.2

액 42.0 38.0 62.8 50.1 30.0 25.2 46.0

아일랜드
물량 28.4 26.8 51.7 68.8 60.8 46.1 54.8

액 6.6 7.9 18.7 19.6 11.7 8.2 6.1

<부표 1-15> 랑스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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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유럽 지역 국가(계속)

이탈리아
물량 2,080.7 1,926.9 1,990.3 2,170.7 2,171.1 1,903.4 3,144.3

액 448.5 439.6 758.3 567.2 370.6 304.6 383.0

체코
물량 8.7 3.4 0.1 0.1 0.0 0.1 0.1

액 1.8 1.0 0.1 0.1 0.0 0.1 0.1

키 로스
물량 87.6 95.2 50.9 60.6 60.2 8.9 7.2

액 23.3 23.0 20.2 18.3 11.3 1.6 0.7

포르투갈
물량 639.6 746.2 570.2 611.1 618.3 709.1 732.0

액 145.7 164.3 200.2 160.7 103.1 102.6 88.9

폴란드
물량 9.8 6.9 28.6 0.1 0.1 0.0 43.1

액 3.5 1.7 9.4 0.1 0.1 0.0 5.2

非 유럽 지역 국가

가나
물량 72.2 54.1 43.1 57.8 90.2 69.9 7.9

액 16.9 10.5 13.8 14.9 14.3 9.6 0.9

가
물량 89.6 91.7 81.1 80.6 75.6 79.1 34.2

액 21.3 19.4 26.2 22.2 12.3 12.1 4.4

가이아나
물량 28.7 12.1 38.7 27.4 91.6 67.2 87.1

액 5.6 2.3 13.5 6.1 14.8 8.8 9.0

나이지리아
물량 200.1 60.0 89.0 33.0 141.8 102.2 38.6

액 38.9 10.9 23.3 7.4 21.8 13.9 4.5

리비아
물량 321.6 43.4 92.4 36.9 3.1 22.2 ‧

액 83.3 9.1 27.0 8.9 0.6 3.7 ‧

말리
물량 99.7 80.3 58.5 63.4 67.1 67.9 31.5

액 21.7 18.6 20.7 18.1 10.8 9.1 3.7

모로코
물량 2,047.3 1,003.7 1,925.4 1,181.5 568.0 988.0 1,825.6

액 468.7 219.1 646.2 296.1 82.2 141.3 189.7

모리셔스
물량 131.1 106.3 70.2 105.9 125.8 48.8 100.2

액 31.6 22.2 25.7 25.0 20.1 6.8 9.7

<부표 1-15> 랑스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계속)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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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非 유럽 지역 국가(계속)

모리타니
물량 336.7 236.3 235.9 193.0 132.6 112.8 31.7

액 75.1 47.6 78.3 52.6 21.6 15.1 3.7

베닝
물량 8.6 13.5 8.4 21.9 28.1 29.4 16.1

액 2.4 2.8 2.8 5.1 4.4 4.0 1.8

부르키나

소

물량 48.9 6.2 53.4 49.1 25.9 2.5 12.8

액 11.2 1.4 18.5 13.5 4.4 0.4 1.4

세네갈
물량 389.4 357.2 291.2 307.5 333.5 332.4 205.8

액 93.3 76.5 96.3 89.3 58.2 52.1 26.3

시리아
물량 20.8 167.5 42.6 ‧ ‧ ‧ 11.0

액 6.3 35.9 19.6 ‧ ‧ ‧ 0.1

아 가니

스탄

물량 0.3 36.1 0.1 0.1 0.1 ‧ ‧

액 0.3 9.2 0.1 0.1 0.1 ‧ ‧

알제리
물량 4,177.5 3,549.1 3,165.0 2,287.2 2,749.9 2,485.1 1,159.6

액 870.3 927.5 1,165.2 532.6 461.9 391.9 121.6

멘
물량 693.6 511.5 235.4 ‧ 101.8 ‧ 339.7

액 143.3 100.1 74.6 ‧ 14.6 ‧ 35.1

이스라엘
물량 43.3 23.5 21.8 32.2 19.3 18.4 10.6

액 10.3 4.6 9.1 9.5 3.1 2.8 1.1

이집트
물량 ‧ 1,757.2 493.6 190.4 1,284.9 1,077.6 290.1

액 ‧ 329.7 141.7 40.2 192.4 145.8 29.4

일본
물량 4.3 2.1 3.4 3.6 4.5 3.0 1.9

액 2.0 1.0 2.1 1.9 1.6 1.1 0.4

카메룬
물량 297.7 282.3 234.8 249.8 242.3 218.1 104.1

액 70.3 60.9 84.6 70.9 41.9 33.5 14.1

카보베르데
물량 19.3 5.0 27.1 22.5 16.2 12.8 11.0

액 5.1 1.0 9.3 6.4 2.7 1.8 1.5

<부표 1-15> 랑스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계속)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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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非 유럽 지역 국가(계속)

코트디부

아르

물량 538.9 394.3 230.1 250.4 261.1 226.1 214.8

액 128.6 85.5 75.2 69.1 44.6 33.7 26.8

콩고
물량 66.0 51.2 18.2 2.5 22.9 29.7 8.2

액 15.0 9.7 4.8 0.6 3.6 4.1 1.0

쿠바
물량 296.3 54.0 98.0 ‧ 16.5 ‧ 597.5

액 72.9 12.0 29.8 ‧ 2.3 ‧ 66.2

태국
물량 66.0 ‧ ‧ ‧ ‧ 0.1 0.1

액 13.7 ‧ ‧ ‧ ‧ 0.1 0.1

토고
물량 36.5 34.0 29.0 56.1 68.2 62.9 7.9

액 9.1 7.3 8.7 14.4 10.9 8.5 1.0

튀니지
물량 284.3 98.1 118.3 78.1 245.6 86.7 565.4

액 67.7 20.7 35.2 18.9 39.2 11.3 57.4

키스탄
물량 ‧ 42.9 35.0 ‧ ‧ ‧ 7.0

액 ‧ 9.1 9.8 ‧ ‧ ‧ 0.8

<부표 1-15> 랑스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계속)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5) 남미

남미 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라질이 주요 생산국이다.

2010년 재,아르헨티나는 14.9백만 톤의 을 생산했으며 라질

은 6.0백만 톤의 을 생산했다.<부표 1-16> 하지만 이들 국가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2009년 재 아르헨티나는 6.5백만 톤

을 수출하는데 반해 라질은 오히려 5.9백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

즉,아르헨티나와 라질 양국 모두 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국내 수요량을 과함으로써 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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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아르헨티나 15.9 16.5 16.0 14.0 16.5 8.5 8.9 14.9

라 질 3.3 1.7 5.2 2.5 4.1 6.0 5.1 6.0

구 분
수 입 수 출

(수출-

수입)

1999 2007 2008 2009 1999 2007 2008 2009 2009

아르헨티나 0.0 0.0 0.0 0.0 9.3 10.9 10.2 6.5 6.5

라 질 7.2 7.5 7.0 6.3 0.0 0.1 0.6 0.4 △5.9

라과이 0.1 0.0 0.0 0.0 0.0 0.3 0.6 0.9 0.9

우루과이 0.0 0.1 0.1 0.1 0.1 0.1 0.5 1.1 1.0

을 비롯한 주변 남미 국가에 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오히려

우루과이와 라과이의 2009년 수출량이 각각 1.2백만 톤,0.8백만

톤을 보이고 있다.<부표 1-17>

<부표 1-16> 남미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1996~2010)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부표 1-17> 남미 주요 생산국의 수출입 동향(1999~2009)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부분의 남미 국가들은

에 한 수입의존도가 으로 높은 편이다.국가 별로 차이가

있지만 남미 수입국들의 경우,평균 으로 0.5백만 톤의 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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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입 수 출

(수출-

수입)

1999 2007 2008 2009 1999 2007 2008 2009 2009

볼리비아 0.3 0.4 0.4 0.5 0.0 0.0 0.0 0.0 △0.5

칠 0.6 1.1 0.8 0.7 0.0 0.0 0.0 0.0 △0.7

콜롬비아 1.1 1.3 1.4 1.4 0.0 0.0 0.0 0.0 △1.4

코스타리카 0.2 0.2 0.2 0.3 0.1 0.1 0.1 0.1 △0.2

쿠 바 1.0 0.8 0.9 0.8 0.0 0.0 0.0 0.0 △0.8

에콰도르 0.5 0.5 0.5 0.5 0.0 0.0 0.0 0.0 △0.5

엘살바도르 0.2 0.2 0.2 0.2 0.0 0.0 0.0 0.0 △0.2

도미니카공화국 0.4 0.4 0.4 0.4 0.0 0.0 0.0 0.0 △0.4

과테말라 0.3 0.5 0.5 0.5 0.0 0.0 0.0 0.0 △0.5

아 이 티 0.3 0.2 0.2 0.2 0.0 0.0 0.0 0.0 △0.2

온두라스 0.2 0.2 0.1 0.2 0.0 0.0 0.0 0.0 △0.2

자메이카 0.2 0.2 0.2 0.2 0.0 0.0 0.0 0.0 △0.2

페 루 1.3 1.5 1.5 1.5 0.0 0.0 0.1 0.1 △1.4

베네수엘라 1.2 1.5 1.5 1.2 0.0 0.0 0.0 0.0 △1.2

트리니나드토바고 0.1 0.1 0.1 0.1 0.0 0.1 0.0 0.0 △0.1

<부표 1-18> 남미 주요 수입국의 수출입 동향(1999~2009)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아르헨티나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을 살펴보면, 라질의

수요가 2010년 재,3,442.2천 톤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인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질 이외에도 콜롬비아,

페루 등 주변 남미 국가로 수출하고 있고,이집트,남아 리카공

화국 등 다른 륙으로도 수출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며, 체 수출

량 비 극히 일부만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부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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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나이지리아
물량 27.3 191.3 240.0 199.3 175.5 164.7 74.4

액 5.9 36.0 68.1 39.6 28.1 21.0 7.2

남아 리

카공화국

물량 75.7 179.1 709.7 419.1 446.9 610.6 239.1

액 15.8 31.6 211.6 95.4 67.4 73.6 25.0

마다가스

카르

물량 ‧ 22.0 57.6 26.7 ‧ ‧ ‧

액 ‧ 3.8 13.7 6.9 ‧ ‧ ‧

말라
물량 ‧ 11.9 14.4 34.8 22.0 9.9 ‧

액 ‧ 2.1 4.5 8.5 4.0 1.0 ‧

말 이시아
물량 ‧ 17.0 8.2 153.0 32.9 92.2 31.4

액 ‧ 2.9 2.6 29.7 5.7 11.6 3.2

모잠비크
물량 29.3 40.8 98.9 184.2 119.8 205.0 23.0

액 5.9 7.1 29.5 39.4 17.8 24.5 2.4

벨기에
물량 0.5 0.3 5.7 1.6 1.2 1.7 ‧

액 0.2 0.2 3.0 0.5 0.4 0.4 ‧

볼리비아
물량 14.3 27.9 47.7 62.7 59.9 96.6 146.6

액 3.3 5.7 13.1 11.6 8.7 12.3 15.2

라질
물량 3,444.2 3,370.0 4,168.0 5,620.0 6,107.8 4,730.1 7,282.3

액 777.1 674.7 1,212.1 1135.7 913.9 609.4 836.2

스 스
물량 15.7 1.5 1.6 ‧ ‧ 0.2 1.0

액 0.5 0.5 0.9 ‧ ‧ 0.1 0.2

아랍

에미리트

물량 11.4 12.6 174.5 405.1 32.8 221.1 245.4

액 2.5 2.2 53.0 16.8 5.5 25.2 24.4

알제리
물량 ‧ ‧ 346.3 288.6 ‧ 180.9 1.2

액 ‧ ‧ 105.0 79.9 ‧ 19.6 0.2

에콰도르
물량 3.1 5.2 52.8 31.2 97.9 38.7 ‧

액 1.1 1.2 16.0 7.1 16.0 4.7 ‧

멘
물량 28.4 54.1 ‧ 141.1 83.9 163.1 ‧

액 5.9 9.3 ‧ 31.7 15.2 17.8 ‧

<부표 1-19>아르헨티나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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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우간다
물량 19.6 15.4 19.0 19.2 10.8 4.3 ‧

액 4.6 2.7 5.7 5.6 1.6 0.5 ‧

우루과이
물량 5.1 27.5 34.9 46.5 1.0 26.2 6.1

액 1.7 6.7 12.6 10.3 0.3 3.6 0.7

이란
물량 ‧ 291.4 72.8 ‧ ‧ ‧ 437.8

액 ‧ 52.2 12.8 ‧ ‧ ‧ 44.3

이집트
물량 45.7 ‧ 35.6 57.8 ‧ 709.8 69.3

액 10.9 ‧ 8.4 95.1 ‧ 78.5 7.4

칠
물량 16.3 62.2 252.6 337.1 630.0 106.1 191.2

액 3.7 11.6 70.6 67.6 96.3 14.4 19.8

냐
물량 9.0 67.1 289.1 206.0 42.1 168.4 345.1

액 2.6 11.8 80.5 40.7 6.7 18.8 36.3

콜롬비아
물량 172.9 303.3 152.9 107.8 496.5 117.4 39.1

액 37.4 62.5 43.2 21.1 73.3 14.4 4.0

콩고
물량 4.1 8.8 72.6 86.0 47.2 117.9 10.5

액 1.0 1.6 19.5 18.3 6.9 15.2 1.1

쿠바
물량 ‧ ‧ ‧ 118.5 26.3 98.6 ‧

액 ‧ ‧ ‧ 17.1 3.8 12.1 ‧

탄자니아
물량 33.7 69.6 113.3 168.2 98.8 206.5 18.9

액 6.7 12.2 32.0 38.5 17.2 23.9 2.1

페루
물량 69.3 276.4 568.6 438.6 603.1 545.8 520.4

액 14.5 51.3 166.1 96.5 91.0 66.2 53.9

<부표 1-19>아르헨티나의 주요 국 별 수출량 액(2000~2010)(계속)

단 :천 톤,백 만 US$

자료 :FAOSTATwheattrading자료를 정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SEARCH_DATA

6)아 리카

아 리카의 경우,이집트,모로코,아 가니스탄,알제리,에티오피

아가 을 생산하고 있다.<부표 1-20> 하지만 이들 국가 모두 생

산량이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외로부터 을 조달하고

있다.오히려 개별국가들로만 비교했을 때,아 리카 주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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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이 집 트 5.7 6.6 8.1 8.3 7.4 8.0 8.5 7.2

모 로 코 · 2.2 5.5 3.0 6.3 3.8 6.4 4.9

아 가니스탄 2.3 1.5 4.3 3.2 4.5 2.6 5.1 4.5

알 제 리 3.0 0.8 2.4 2.7 2.3 1.1 3.0 3.0

에티오피아 1.6 2.5 1.7 2.8 2.2 2.5 3.1 3.0

구 분
수 입 수 출

(수출-

수입)

1999 2007 2008 2009 1999 2007 2008 2009 2009

이 집 트 4.3 5.9 8.3 4.1 0.1 0.0 0.0 0.1 △4.0

모 로 코 2.8 3.7 4.1 2.4 0.1 0.1 0.1 0.1 △2.3

아 카니스탄 · · · · · · · · ·

알 제 리 4.4 4.9 6.9 5.7 0.0 0.0 0.0 0.0 △5.7

에티오피아 0.6 0.6 1.1 1.9 0.0 0.0. 0.0 0.0 △1.9

국의 (수출-수입)수치는 아시아 주요 수입국들인 일본(5.2백만

톤)이나 한국(3.8백만 톤)만큼이나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부표

1-21>특히 이집트의 경우, 세계에서 유일하게 1만 여개의 국

빵집을 운 하며 ‘아에쉬’라는 통 빵을 국민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제공해 왔지만 최근 가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폐 기에 몰

려 있다.

<부표 1-20>아 리카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1996~2010)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부표 1-21>아 리카 주요 생산국의 수출입 동향(1999~2009)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아 리카의 수입국 경우 평균 으로 0.9백만 톤의 을 수입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출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분의 아 리카 국가들이 에 한 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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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입 수 출

(수출-

수입)

1999 2007 2008 2009 1999 2007 2008 2009 2009

리 비 아 1.2 1.4 1.5 1.5 0.0 0.0 0.0 0.0 △1.5

튀 니 지 1.1 1.7 1.8 1.2 0.1 0.1 0.1 0.1 △1.1

앙 골 라 0.3 0.5 0.5 0.5 0.0 0.0 0.0 0.0 △0.5

카 메 룬 0.2 0.2 0.4 0.4 0.0 0.0 0.0 0.0 △0.4

콩 고 0.2 0.1 0.1 0.1 0.0 0.0 0.0 0.0 △0.1

콩 고 Rep. 0.3 0.4 0.3 0.5 0.0 0.1 0.1 0.1 △0.4

가 나 0.2 0.4 0.4 0.4 0.1 0.0 0.0 0.0 △0.4

기 니 0.1 0.1 0.1 0.1 0.0 0.0 0.0 0.0 △0.1

냐 0.6 0.7 0.6 0.8 0.0 0.0 0.0 0.0 △0.8

나이지리아 1.6 7.8 1.1 3.8 0.0 0.0 0.0 0.0 △3.8

소말리아 0.1 0.1 0.1 0.1 0.0 0.0 0.0 0.0 △0.1

수 단 0.7 1.2 1.3 1.9 0.0 0.0 0.0 0.0 △1.9

남아 리카공화국 0.5 1.1 1.4 1.3 0.2 0.1 0.2 0.1 △1.2

탄자니아 0.1 0.8 0.5 0.9 0.0 0.2 0.1 0.1 △0.8

우 간 다 0.1 0.3 0.3 0.4 0.0 0.1 0.0 0.0 △0.4

<부표 1-22>아 리카 주요 수입국의 수출입 동향(1999~2009)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7)종합 시사

륙별로 보았을 때,아시아와 남미,아 리카는 수입 륙이

라고 볼 수 있으며,특히 아시아와 아 리카는 수 에 있어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반면에 북미,오세아니아,유럽의 경우

수출 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여기에서 요한 은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의 수출 비 이 거의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유럽의 경우에도 EU가 공동농

업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으로 이들을 하나의 지역공

동체로 보는 것이 무방하다.요약하건 국제 수 시장은 생산

국가는 소수,수요 국가는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생산과 시장’이라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부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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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입 수 출

(수출-

수입)

1999 2007 2008 2009 1999 2007 2008 2009 2009

체 123.9 141.7 142.8 155.8 126.7 147.2 146.0 165.2 9.4

아 시 아 49.2 49.3 52.6 63.2 7.3 17.0 11.4 11.2 △52.0

북 미 2.6 3.0 3.1 3.1 46.2 51.3 46.5 41.8 38.7

오세아니아 0.3 0.5 0.5 0.3 16.9 15.0 8.9 18.0 17.7

유 럽 31.4 32.5 32.8 38.8 45.8 51.0 65.1 83.4 44.6

남 미 18.4 20.7 19.9 18.4 9.9 12.2 13.5 10.2 △8.2

아 리카 22.0 35.7 33.9 32.0 0.6 0.7 0.6 0.6 △31.4

<부표 1-23>세계 륙 별 수출입 동향(1999~2009)

단 :백만 톤

자료 :FAOSTAT(2012)자료를 정리

혹자는 세계 체의 수 량 만을 보고 수 측면에 있어 당

장은 지구 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하지만 최

근 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2012/13년 세계 소비량이 생산

량을 과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부그림 1-1> 이와 더불어 올

해 농사 작황 상황이 좋지 않음에 따라 수출국의 재고량

은 최근 5년 만에 최 수 으로 떨어질 것으로 상되고 있다.23)

<부그림 1-2> 따라서 향후 국제 수 사정이 낙 이라고 보

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볼 수 있다.

23)세계 곡물시장 망 수 망(국제심포지엄).농 경제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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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1-1>세계 생산량과 소비량 황 망 (2006~2013)

자료 :USDA

<부그림 1-2> 수출국의 수출 재고량 황 망 (2008~2013)

자료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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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미국 호주 캐나다
우크라

이나
국 소계 기타 합계

2000
물량 1,427.2 1,250.7 281.8 109.9 0.1 3,069.7 260.3 3,330.0

비 42.86 37.56 6.46 3.30 0.0.00 92.18 7.82 100.00

2001
물량 1,421.9 975.1 341.9 254.4 339.3 3,332.6 297.1 3,629.7

비 39.17 26.86 9.42 7.01 9.35 91.81 8.19 100.00

2002
물량 1,252.9 1,045.9 115.8 616.6 570.5 3,601.7 261.5 3,863.2

비 32.43 27.07 3.00 15.96 14.77 93.23 6.77 100.00

2003
물량 1,364.3 882.9 146.4 246.9 801.9 3,442.4 326.6 3,769.0

비 36.20 23.43 3.89 6.55 21.28 91.33 8.67 100.00

2004
물량 1,334.3 1,256.0 191.5 106.4 334.6 3,222.8 159.1 3,381.9

비 39.46 37.14 5.66 3.15 9.89 95.30 4.70 100.00

2005
물량 1,261.8 998.3 1280.0 106.9 13.1 3,660.1 11.6 3,671.7

비 34.37 27.19 34.86 2.91 0.36 99.69 0.31 100.00

2006
물량 1,111.4 1,042.6 626.3 357.0 332.5 3,469.8 89.1 3,558.9

비 31.23 29.30 17.60 10.03 9.34 97.49 2.51 100.00

2007
물량 1,215.2 824.7 127.1 0.0 1,073.7 3,240.7 10.3 3,251.0

비 37.38 25.37 3.91 0.00 33.03 99.69 0.31 100.00

2008
물량 1,505.4 663.9 172.1 352.9 24.5 2,718.8 24.0 2,742.8

비 54.89 24.21 6.27 12.87 0.89 99.12 0.88 100.00

2009
물량 1,057.8 779.1 165.5 1,761.6 0.7 3,764.7 113.2 3,877.9

비 27.28 20.09 4.27 45.43 0.00 97.10 2.90 100.00

2010
물량 1,430.7 917.4 763.4 674.5 1.9 3,787.9 669.7 4,457.6

비 32.10 20.59 17.14 15.13 0.01 84.97 15.03 100.00

2011
물량 1,281.1 1,798.6 1,510.9 30.9 0.0 4,621.5 82.1 4,703.6

비 27.24 38.24 32.12 0.66 0.00 98.26 1.74 100.00

계
물량 15,664.0 12,435.2 5,722.7 4,618.0 3,492.8 41,932.7 2,304.6 44,237.3

비 35.41 28.11 12.93 10.44 7.90 94.79 5.21 100.00

부록 2.한국의 국별 수입량 비 (2000~2011)

단 :천 톤,%

주 1) 의 자료는 식용 과 사료용 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을 총 계산한 것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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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생산 수입 수출 소비 식품가공

AVG

09-11
2021

AVG

09-11
2021

AVG

09-11
2021

AVG

09-11
2021

AVG

09-11
2021

한국 0.0 0.0 4.7 4.0 0.1 0.1 4.4 3.9 2.3 2.4

미국 58.2 55.6 3.0 3.5 28.5 24.3 31.1 34.8 25.2 27.7

캐나다 25.0 28.6 0.1 0.0 17.3 19.6 7.7 8.5 2.7 2.9

EU(27) 136.5 149.3 5.9 5.6 19.6 17.3 127.2 137.2 55.6 57.0

러시아 54.5 69.5 0.0 0.1 13.9 26.1 39.7 43.5 11.9 11.7

우크라이나 19.6 27.1 0.0 0.0 6.9 13.8 12.4 13.2 5.5 5.1

호주 25.1 24.7 0.0 0.0 17.8 16.2 5.6 8.4 1.5 2.2

뉴질랜드 0.3 0.4 0.3 0.3 0.0 0.0 0.6 0.7 0.2 0.3

일본 0.6 0.9 5.7 5.5 0.0 0.0 6.5 6.4 5.4 5.4

남아 리카 1.7 2.0 1.4 1.7 0.2 0.1 3.0 3.6 2.8 3.4

알제리 2.9 4.4 5.8 5.4 0.0 0.0 8.4 9.8 7.2 8.4

이집트 8.0 9.9 10.2 11.9 0.0 0.0 17.4 21.7 15.4 19.2

아르헨티나 12.2 16.3 0.0 0.0 6.7 9.3 4.5 6.9 3.6 5.9

라질 5.4 5.6 5.9 6.9 0.5 0.7 10.5 11.7 10.1 11.2

칠 1.5 1.6 0.7 0.9 0.0 0.0 2.2 2.6 2.0 2.3

멕시코 4.1 4.6 3.2 3.1 0.6 0.9 6.7 6.7 5.0 5.2

우루과이 1.5 2.4 0.0 0.0 1.0 1.7 0.6 0.6 0.3 0.4

방 라데시 0.9 0.9 3.3 3.5 0.0 0.0 3.5 4.4 3.3 4.2

국 115.6 119.4 1.3 5.3 0.0 0.0 116.0 125.3 86.6 75.7

인도 82.4 88.7 0.1 4.2 0.6 1.2 82.2 91.6 75.7 84.4

인도네시아 0.0 0.0 5.4 6.7 0.0 0.0 5.2 6.5 4.4 5.5

이란 13.3 15.3 2.0 2.4 0.5 0.1 15.4 17.5 12.3 13.8

말 이시아 0.0 0.0 1.1 1.4 0.0 0.0 1.0 1.3 0.8 1.0

키스탄 23.8 26.7 0.2 1.3 0.7 0.1 23.3 27.8 21.0 25.6

사우디 1.1 1.0 1.9 2.6 0.0 0.0 2.7 3.5 2.5 3.3

터키 20.6 23.7 3.0 2.5 3.5 3.7 19.9 22.5 14.9 16.6

LDC 11.3 16.2 15.8 19.1 0.1 0.0 26.3 35.1 23.5 32.1

OECD 273.5 291.0 29.3 28.3 87.5 82.5 216.0 236.1 117.4 124.6

Non-OECD 403.1 469.8 99.2 123.7 42.4 69.9 452.2 522.5 345.1 381.2

세계 676.7 760.9 128.5 152.1 129.9 152.4 668.2 758.6 462.5 505.9

부록 3.주요국 한국의 수출 수입 망치

단 :백만 톤,%

자료 :OECD-FAOAgriculturalOutlook2012-2021Highlights(2012.2)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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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GSM-102Program 상 품목 황

1.GSM-102Program 상 품목 정의

-"미국 농업 상품"의 정의에 따라 미국에서 100% 생산된 제품

2.GSM-102기본 품목 (2005.10.1.업데이트 기 )

-“미국 농업 상품”의 정의에 따라 미국에서 100% 생산된 제품

‧동물사료,단백질 보충제 채소류 (알갱이 는 식사 형태의

곡물 건조품,화합물 사료,우유 체품과 송아지 스타터 믹스,

둥품;콩 사료 제품,가 류 사료)

‧동물 유 제품 (배아 정액)

‧녹용,농장 사육품

‧보리 맥아와 보리 맥아 추출물

‧개종 가축 (우유와 쇠고기를 포함한 소,돼지,양,염소,말과 나귀)

‧염수 새우 달걀,농장 제기

‧메 과 메 제품 (기울, 가루,거칠게 탄 옥수수와 거칠게 탄 )

‧소 제품,사육 는 도살품

‧옥수수 제품 ( 가루,거칠게 탄 옥수수, 이크,녹말,식사

루텐 피드)

‧면화,목화 섬유,직물 니트,표백하지 않은 /표백 / /염

색 는 인쇄,면화 제품,linters를 포함한 헤더 원사 (최 10

% 폴리 에스테르)를 포함하여 면사

‧유제품 (버터,버터 오일,버터 기름,지방 무수 우유, 지방

체 분유,유청 분말과 단백질 집 ,유당,unsweetened농축 우유,

액체 우유 치즈 등 체다,고다,모짜 라,크림,feta,뮌스터 ,몬

테 이 잭, 랑, 로 볼 로네,스 스,오두막 처리 아메리칸 치즈)

‧달걀 달걀 제품 (달걀 노른자,달걀 횐자 껍질 없는 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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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곡물 (흰색과 황색 옥수수,수수,그리고 귀리,보리 등)

‧생선과 조개 -Fresh,냉장,냉동,통조림,소 임 /건조

는 훈제 (생선,성게알,생선기름,그리고 새우,생선 양식 사료를

포함한 모든 제품)

‧과일 – freshordried(사과,살구,아보카도,블루베리,체리,

clementines, 추,무화과,자몽,포도,키 ,수박,멜론,허니듀,

천도,오 지,복숭아,배,매실,자두,건포도,산딸기,딸기,감귤

그것의 혼합물)

‧과일과 야채,농축물,가루,과육,퓌

‧100% 과일 주스 (사과,살구,크랜베리,포도,자몽,오 지,배,

라즈베리와 그것의 혼합물 포함)

‧곡물 자연 증류수

‧건 -사각,더미,식사 는 알갱이 형태 (알팔 ,건 혼

합물을 포함하며, 짚,시리얼 건 짚과 껍데기)

‧ 피 가죽 ( 피는 소가죽 포함,Wetblues불포함/가죽은

송아지 어린짐승 가죽,돼지,양,어린양 분할 가죽 포함)

‧꿀 (벌집 포함여부 무 )

‧꿀벌,농장 사육

‧맥과 맥 추출물

‧ 시틴

‧육류,냉동 는 냉장 (쇠고기,가 류,돼지고기,양,offals에

한 부분제품 포함 – 근육,천연 소시지)

‧보육 제품 (SectionII,Chapter6,oftheU.S.CensusSchedule

B ExportCodes,HarmonizedSystem Code(HS)0602200000

의 제품 -나무, 목과 목,이식여부 무 ,식용 과일이나 견

과류, 는 (HS)0602909010의 제품 -나무 / 목,뿌리에 흙

이 뭍지 않은 다년생 풀)

‧식물성 지방에서 만들어진 HumanConsumption을 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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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비

‧Oilseeds(콩,해바라기,면화,땅콩)

‧땅콩 가루

‧애완 동물 음식,상품 (개와 고양이)

‧팝콘,벌크

‧단백질 식사 (콩,해바라기,목화씨,땅콩,옥수수 루텐,고기와

,깃털,생선, 액)

‧펄스 (마른 콩,완두 즈콩)

‧

‧씨앗,모종용

‧콩 단백질 제품,가공품 ( 가루,빻은 옥수수,단백질 농축

분리액)

‧수지,기름,돼지기름,지방 그 조합물

‧견과류 (아몬드,피칸,피스타치오,호두,hazelnuts)

‧식물성 기름과 부산물 (완 정제된 콩,해바라기씨,목화씨,옥

수수,땅콩,이러한 오일과 soapstocks의 조합물)

‧야채 -통조림,말린 것,Fresh 는 냉동 (아스 라거스,콩,

로콜리,당근,콜리 라워,샐러리,마늘,상추,버섯,양 ,완두

콩,고추,감자,시 치,호박,사탕옥수수,토마토와 그 혼합물)

‧ , 가루,거친 가루

‧와인 랜디

‧고체 나무 제품 (목재,한척,패 제품,유틸리티 기둥,다른 기

둥과 게시물 철도의 침목)

‧나무 제품,가공품 혼합품 (나무 casks;densified나무,사진

과 거울 임;건축목공품, 층 문,창문, 제품 기타 가

공 구조용품,맛춤못과 못핀,PencilSlats 유사품)

‧나무 조각,목재 펄 유사 최소 가공 목재 제품 (lyocell,화

학,기계,semichemical나무 펄 단추로 SectionX,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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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oftheU.S.CensusScheduleB ExportCodes제품,단

Headings4706.10cottonlinterpulp,4707.10,4707.20,4707.30,

4707.90recoveredpaper제외

‧양모,양모 직물,울 원사,모헤어

‧퇴비용 지 이,농장 사육

3.GSM-102고부가가치 품목(2005.10.1.업데이트 기 )

-“미국 농업 상품”의 정의에 따라 포장 추가된 물의 무게를 제

외한 체 제품 무게의 90% 이상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맥주 증류 음료 (보드카와 스키를 포함)

‧낙농 유제품 가공품 (낙농 지방제품,고체품에서 만들어

진 HumanConsumption을 한 양 음료 비 포함)

‧과일,통조림 는 냉동 (사과,살구,블랙베리,블루베리,체

리,자몽,maraschino체리,오 지,복숭아,배,매실,자두,

산딸기,딸기 혼합물 포함)

‧수산 제품 ( 구류의 Pollack 는 Hake가공된 Surimi)

‧꿀 주요 원료의 벌꿀 제품

‧아이스크림

‧가공 육류 제품 (소고기,돼지고기,가 류,양,offals 그

혼합품.제품은 반드시 간단한 cutting/slicing/grinding/

rolling/ skewering 이상 가공되거나 canning/ cooking/

curing/brining/salting/pickling/smoking이상 보존되어야

함. 를 들어 베이컨,델리 샌드 치,frankfurters,살라미와

소시지 등)

‧반죽 는 분말,냉장 는 냉동 (빵,피자, 이크 도넛 용)

‧ 임,양념 는 소스 ( 인 오이 는 다른 야채,조미료,

첩,겨자,마요네즈,매운소스,살사,바베큐와 스타 소스,

샌드 치속,땅콩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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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음식 ( 녁 식사,앙트 그리고 반찬을 포함)

‧선반용 음식 ( 스타 는 칠리 통조림,건조 스타와 국수,

치즈 소스의 패킷과 마카로니 등의 조합 제품,스 와 국물,

아침 식사용 시리얼)

‧포장 스낵 식품 (빵과 감자 튀김,베이 ,옥수수,과일,감자,

멀티 그 인 등 칩,고기 간식, 는 자 인지 팝콘,과일

스낵,양 링;돼지껍질, 즐, 이크,스낵 과자,과자

샌드 치 등,치즈,크래커 는 치즈, 심 식사 세트,스낵

견과류 트 일 믹스)

‧소 트 드링크,과일 펀치,옥수수 시럽이나 과일 주스와 우

유 연유 기반의 음료와 기타 음료

‧펄 제품 가공 목재 제품,(SectionX,Chapter48,ofthe

U.S.Census Schedule B ExportCodes,Heading 4801–

newsprint;Headings4802-4805– 코 되지 않은 인쇄

필기용 종이와 지,조직과 조직 Stock;작업 linerboard,자

루 용지 포장 종이,물 흡수 종이,그리고 아황산 포장지

골 지 미디어)

자료 :http://www.fas.usda.gov/excredits/gsmcommodit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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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한제분 인천공장으로의 가루 수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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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법원의 CJ·삼양사를 상 로 한

‘가격담합 과징 부과 결’기사 문

간생산자로서 부당한 공동행 로 인상된 가루 가격 일부를 생

산된 제빵,제과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가하 음을 이유로 손해

의 일부 공제를 주장하는 이른바 ‘손해 가의 항변(Passing on

Defence)’은 인정하지 않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

을 수 있다는 법원 첫 결이 나왔다.

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법 )는 지난달 29일,제빵업체 (주)삼

립식품이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 3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가루

공 업체인 씨제이제일제당(주)과 (주)삼양사를 상 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3790)에서 “각각 12억여원과 2억여원을 지

하라”며 원고일부승소 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 부는 “담합에 의해 인상된 가격으로 가루를 매수한 원고가

수요자에게 제조· 매하는 제빵,제과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더라도

가루 가격 인상을 자동 으로 제품 가격에 반 하기로 하는 약정

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가루 가격 인상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제품 가격은 원고가 당시의

제품 시장 상황,다른 원료나 인건비 등의 변화,가격 인상으로 인

한 매 감소 가능성,원고의 업상황 고객 보호 련 업상의

신인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례”라며 “ 가루

가격 인상과 제품 가격 인상 사이에 직 인 인과 계가 있다거나

인상된 제품 가격폭이 가루 가격 인상을 그 로 반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시했다.

이어 재 부는 “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 인상은 제품 수요 감소 요

인으로 작용하여 체 으로 매출액 는 업이익의 감소가 래

될 수 있고 이 역시 법한 담합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 할 수 있

다”며 “이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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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인상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가 바로 감소되거나 회복되는 상당인

과 계가 있다고 쉽게 추정하거나 단정하기도 부족하다”고 설시했

다.

하지만 재 부는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부분 으로 손해가 감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 인 상당인과 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 참작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시했다.

재 부는 “계량경제학 분석방법인 회귀분석을 통해 담합 후 더미

변수와 3개월 의 원맥도입가 실질국내총생산 등을 각각 설명

변수로 하고 가루 입고단가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방정식을 추정

한 다음 이를 근거로 계산한 가루의 가상 경쟁가격을 제로 원

고의 손해액을 산정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의

단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시했다.

앞서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등 7개의 가루 제조· 매회사들은

2000년부터,주식회사 삼양사는 2002년 2월 하순경부터 각각 2005년

경까지 가루 공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 방지를

하여 국내 가루 시장에서의 공 량을 제한·할당하는 합의를 했고

업임원회의 업부장회의를 개최하여 합의의 세부 인 실행방

안, 검방안 등을 마련한 후 각 회사별 연간,월별 반출량을 정하

고 합의 수 여부를 검하면서 공동으로 가루의 생산,출고,수

송 는 거래를 제한했다.

이후 이들 회사들은 업임원회의 업부장회의를 통해 주요

가루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가

루 가격을 인상하는 등 공동으로 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했

다.

이에 이들 회사로부터 가루를 구입하여 빵 등의 제품을 제조·

매하는 주식회사 삼립식품은 이들을 상 로 가루 가격 담합 등으

로 경쟁가격보다 상승된 가격으로 가루를 구입하는 손해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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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공정거래 원회는 2006년 4월 가루 생산량 제한 합의와 가

격인상 합의를 이유로 이들 공 사들에 해 시정·공표명령 과징

납부명령 등의 처분한 바 있다.

자료 :“원재료 담합하면 간생산자도 손배청구 가능”법률 .2012년 12월 2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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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analysisaboutthefactorthat

domesticfloutmillingenterprises

don’tproceedtotheoverseas

markets

HyunwooDoe

Dept.ofAgriculturalEconomicsandRuralDevelopment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globalfoodsecurityproblem becomesmoreserious.Atthe

beginningof21century,thedemandforbio-ethanolenergygoes

high and globalabnormalclimatemakesthesupply ofgrain

down.Becausetheself-supportofgrainsinKoreaisverylow,

thatglobalissuebadlyeffectsonthefoodsecurityofKorea.

From 2009,theKoreagovernmentproceed‘Overseasagriculture

developmentplan’to providegrainsstably toKorea domestic

area.TheKoreagovernmentalsointerestsinwheat.Sothere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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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much effortto makesystemswhich beableto keep the

balance ofsupply and demand ofwheat.Butdomestic flour

milling enterprises don’t have any concerns about those

businessesoftheKoreagovernment.

Therearesomany reasons.Butmostofall,domesticflour

millingmarketisanoligopolisticeconomy.Andtheyhavebeen

making barriers(such as union chartering institution)thatthe

otherenterprisescan’tenterintheirsector.

Ifdomesticflourmillingenterprisesarecameintotheplanof

theKoreagovernment,theKoreagovernmentwillneedtomake

thecircumstanceofdomesticflourmillingmarketbecomeperfect

competitionmarket.(NudgeEffect)Now thereisnomotiveto

stimulatedomesticflourmillingenterprisestoparticipateinthe

planoftheKoreagovernment.

Key Words :Overseas agriculture development

plan,Floutmillingbusiness,Foodsecurity

StudentID:2010-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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