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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들어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등 곡물가
격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여기에 빈번히 발생되는 이상기후로 중장
기 세계 곡물수급에 대한 우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곡물 수급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확인
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1년 해외곡물시장 동향과 해외곡물시장 정
보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KREI 해외곡물시장 정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해외곡물시장 관련 상세한 시장 정보를 단계적으로 추가·보완하여 관련 정보
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국제곡물과 관련된 해
외시장 정보들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해외곡물시장의 기
본적인 정보를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해외곡물시장의 기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해외곡물시장 분석을 통
해 독자적인 분석과 전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능
동적인 정보 제공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
이 향후 곡물시장의 변동 상황에 대해 사전적으로 활용되고 단계적으로 확충·
보완되어 우리나라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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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세계 곡물가격이 2008~2009년,
2010~2011년에 급등한 바 있다. 국제 곡물가격에 미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다양해질 뿐 아니라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주기 또한 빨라져 가격 추
세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러한 곡물가격의 급격한 변동 추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식량불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에 대한 대
응 방안으로서 분산되어 있는 해외곡물시장에 관련한 정보를 한데 모아 신속
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는 2012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해외곡물 통계 DB 및 관련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필요
한 정보를 적정한 시점에 제공해 왔다. 최근 3개월간 방문자 분석을 통해 해외
곡물시장정보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찾는 콘텐츠 및 자료를 위주로 홈페이지
방문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를 개편하였다.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은 홈페이지 운영 외에 ｢해외곡물시장동향｣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월간지에는 해외곡물시장 관련 수급, 가격, 정책, 원
자재 및 금융시장, 기후작황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세계 곡물
시장 동향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곡물시장에 대한 동향과 전망은
세계식량기구(FAO), 국제곡물위원회(IGC), 미국 농무부(USDA)에서 월간 단
위로 제공하는 곡물시장 전망자료를 비교 제시하며, 주요 곡물의 선물‧현물가
격 변화 추이와 요인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농산물 수입 및 유통 관련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고,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과 물가 관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

iv
는 데 기반을 구축하였다. 세계 각국의 식량수급 모니터링, 전 세계의 곡물 생
산 및 재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국제 곡물시장
변동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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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세계 곡물가격이 2008~2009년, 2010~2011년 급등함으로써 가격 변동 폭
이 확대되었다. 주요 생산국가에서 소비 후 남은 일부를 해외에 수출하는 국제
곡물시장의 특성상 교역량 비중은 낮다. 쌀의 교역량은 생산량 대비 7~8% 수준
에 불과하고 밀과 옥수수는 20% 수준이며, 대두와 같은 유지작물은 25~30% 수
준이다. 농산물이 아닌 일반제품의 교역 비중이 45~6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곡물의 교역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는 곡물이 자국민의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재
로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국의 공급과 생산을 우선적으로 중시하기 때
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수요에 대해 가격 반응이 비탄력적인 낮은 수급탄력
성을 가지고 있어 적은 공급량 변화에도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곡물 생산국은 소수인 반면 곡물 수입국은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
의 공급량이 차질이 생기게 되면 국제 곡물시장 가격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게 된다. 또한 곡물 교역은 주로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회사들에 집중되어 독과
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곡물시장은 주요 생산국과 곡물 메이저사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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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제곡물가격의 불확실성으로 그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이를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 해외 관련 기관
으로부터 곡물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마저도 신속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이 부족한 실정으로 해외 곡물 시장의 변화에 따른 발 빠른 대처가 부족하다.
해외에서는 FAO, 미국 농무부에서는 국제 곡물시장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
축해 운영하고 있다. FAO 식량조기경보시스템(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GIEWS)은 세계 식량위기를 겪은 1970년 초 이후 세계 각국
의 식량 안보 및 생산에 관련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
불어 곡물 전망과 식량 상황(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세계식량 가
격 모니터(Global Food Price Monitor), GIEWS 국가별보고(GIEWS Country
Briefs), 식량 관측(Food Outlook) 등 식량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함께 제공한다.
미국 농무부(USDA)의 세계 농업 정보 네트워크(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 GAIN)는 미국 농업의 생산 및 무역에 관련한 세계 시장 상황에 대한 양
질의 정보를 미국 농가와 수출업자,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한다. GAIN은 월간지
로 세계농업수급전망을 발간하고 있으며, 세계원자재 및 생산 시장, 국가별·지역
별 뉴스 및 분석 전망, 교역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웹사이트이다.
국내 비슷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삼성선물과 NH선물,
aT국제곡물시장정보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농산물 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시장 상황을 일단위 혹은 월단위로 업로드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선물과 NH선물의 경우 농산물 관련 시황 정보뿐 아니라
에너지, 비철금속에 관련한 시황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2년부터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을 구
축하여 해외곡물시장과 관련한 통계 DB 및 관련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
다. 곡물 수입국으로서 해외곡물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정
적인 곡물 공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곡물에 관련된 해외시
장정보를 꾸준하게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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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과 범위

2.1. 연구목적
이 연구사업의 목적은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으로부터 야기되는 가격 결정과
정에서 국제 곡물시장 동향 및 전망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국제 곡물시장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곡물 수
입 및 유통 관련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고,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과 물가 관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12년부터 구축·운영하기 시작한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은 해외곡물시
장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장으로 운영되어 왔다. 해외곡물시장
정보시스템은 분산된 세계 곡물 시장의 가격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에 관련된
정보, 거시경제 지표로서 환율과 국제유가, 원자재시장 등의 정보를 함께 취합
하여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분석으로 시장 전망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은 해외 사이트의 정보
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원자재 시장의 정보를 전달
해 해외 곡물 관련 방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자체적인 한국형 국제
곡물관측 연계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4

2.2. 연구범위
이 연구사업은 2011년 연구한 해외곡물시장 동향과 해외곡물시장 정보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국제곡물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
를 바탕으로 자세한 곡물 시장 정보를 점진적으로 추가 및 보완 발전해 왔다.
정보시스템의 점진적인 구축방안은 최근 국제곡물 가격의 변동성에 대해 다
음 표를 기준으로 중·장기적 수급 요인 외에 곡물시장 외적인 요소인 금융자본
의 시장유입과 바이오에너지 활용 확대 등의 영향이 변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
하였음을 바탕으로 한다. 이외에도 국제 곡물 가격은 수급영향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공급량뿐만 아니라 각국의 무역정책 변화와 통화변동, 운송비용
등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세계은행을 비롯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
견을 반영한다.
표 1-1. 곡물가격 급등과 변동성 확대의 요인
중·장기
변동요인

최근의 변동요인

공급측 요인

수요측 요인

농업 투자와 생산성의
지속적 저하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곡물소비의 지속적 증가

기상 및 작황, 재고량의 변동성
증대

금융자본의 선물시장 유입

환율 및 에너지비용의 변동

바이오에너지의 확대

선박 운송운임 비용 및 무역 정책의 변화
자료: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 운영사업(2012).

국제곡물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동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 이러한 정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더불어 관련 정보를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국제곡물시장
을 전망하고 농산물 수입 및 유통 관련 업계 종사자, 소비자들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해왔다. 다음
장에 소개될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이러한 추진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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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구축·운영되고 있는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 홈페이지가 방
문자로 하여금 신뢰를 얻고 자주 찾는 정보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이 필요하다. 주요 정보들을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변동요인들과 관련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공신력 있는 정
보를 전달하도록 개발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3~2015년 현재까지 3년간 홈페이지 방문자 추이를 분석하고 최근 3개월
간 방문자의 로그를 분석하여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찾는 콘
텐츠 및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더욱 편리하고 접근성 쉬운 홈페이지 구성
을 위해 개편·보완해 왔다.

제

2

장

해외곡물시장정보 운영 실태

1.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현황

1.1.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의 개선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는 2012년 개장한 이래 해외곡물 통계DB 및
관련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연구원의 대외 위상 제고와 인지도 향상
에 기여했다. 방문자가 보다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디자인을 구성하게 되었다.
현재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는 해외 사이트의 정보를 정확히 분석함
으로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곡물시장의 정보를 전달하고 해외 곡물 관련 방
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방문자의 활용도 제고를 위
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정보전달 방법을 유지하되 주요 콘텐츠 및 웹 표준
에 맞는 사이트를 리뉴얼함으로써 국제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국제 곡물가격
및 수급 동향, 국제곡물수급 전망 정보, 주요 수출입국의 곡물시장 정책 및 제
도변화 등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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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 로그분석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는 2012년 개장하여 2015년 11월까지 누적 방
문자수는 19만 8,314명으로 2015년 현재 월평균 방문자수는 6,071명 정도이며,
실제 방문자수는 2,334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 방문자 추세는 2013년에
비해 높고 2014년에 비해 낮으나 2015년 9월을 기점으로 오름세에 있어 방문
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 월별 홈페이지 방문자 추이
단위: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월평균

2013년
방문자
실방문자
2,876
1,235
2,842
1,149
3,315
1,362
3,782
1,770
4,142
1,889
4,106
1,883
4,586
1,964
4,510
2,147
4,555
2,129
4,630
2,236
4,425
2,318
4,498
2,293
48,267
22,375
4,022
1,865

2014년
방문자
실방문자
5,459
2,619
4,922
2,257
5,966
2,693
6,150
2,703
6,861
2,912
6,581
2,529
6,669
2,818
4,922
2,325
4,961
2,400
5,134
2,451
5,387
2,468
5,355
2,303
68,367
30,478
5,697
2,540

2015년
방문자
실방문자
4,990
2,158
4,055
1,765
4,719
2,161
4,437
2,040
4,377
2,222
5,726
2,492
8,125
2,603
7,965
2,568
6,770
2,300
7,629
2,573
7,985
2,796
44,394
6,071

25,67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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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월별 홈페이지 방문자 추이
단위: 명

최근 3개월간(2015년 9~11월) 해외곡물시장정보 웹사이트에 접속 후 서핑을
하거나 방문 직후 이탈자를 포함한 방문자 수는 2만 2,384건이다. 방문자 중
주로 찾는 콘텐츠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일일시황과 해외곡물시장 뉴스였다. 반
면 방문자 빈도가 낮은 콘텐츠는 업데이트 빈도가 잦지 않은 콘텐츠들로서 특
히 주간시황 및 국내곡물 동향은 각각 2013년과 2012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
아 활용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시황 및 해외곡물시장 뉴스에 대
한 빈도수가 높은 점은 해외곡물시장정보 목적에 맞게 방문자에게 이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인화면 방문자 수가 6,567건인 데 반해 콘텐츠 서핑이 상대적으로 낮아 방
문 직후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방문자들의 기호 및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웹디자인 및 데이터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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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최근 3개월간 콘텐츠별 방문자수 비교
단위: 명

메뉴
메인

방문수

기타

6,567

세계곡물가격 동향

578

세계곡물수급 동향

215

세계곡물수급 전망
- 국제곡물 관측 월보
세계 곡물 관련 정보

134

공지사항

36

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

2,604

해외곡물시장 주간시황

262

해외곡물시장 뉴스 및 브리핑

2013.11.26. 이후 업데이트 없음

4,114

해외곡물 동향 및 정책
기후작황 동향

641
800

해외곡물시장 동향 월간지

188

해외곡물시장 동향 최신자료

614

2015.5.16 이후 업데이트 없음

1.3. 주요 개선 사항
1.3.1. 디자인 개편
위 홈페이지 로그분석을 바탕으로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 방문자가
주로 찾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본원 홈페이지와 유사한 분위기로
패밀리사이트의 통일성을 갖추고 메인 페이지에 주요 곡물 가격 및 변동 추이
를 노출해 방문 즉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뿐 아니라 페이지
글씨체, 이미지 등을 간소화시켜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업데이트
가 어렵거나 방문자가 자주 찾지 않는 콘텐츠는 수정보완을 우선으로 하되 불
가피한 경우 삭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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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홈페이지 개편 메인화면

1.3.2. 업데이트 빈도 저조한 콘텐츠 이용 제고
일일시황과 별도로 한 주간의 곡물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곡물시장 주간
시황의 경우 2013년 11월 이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곡물시
장동향 최신자료 또한 2015년 5월 이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두 콘텐츠는 방문자의 로그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곡물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이용자의 방문이 잦
다는 방증이며 일일시황 및 월보와 더불어 주간 시황 제공의 필요성이 제고된
다. 따라서 방문자로 하여금 찾고자 하는 내용 구성 및 홍보 등을 통해 해외곡
물시장정보의 운영 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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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 운영 실태

｢해외곡물시장정보｣ 웹사이트는 밀/옥수수/대두/쌀의 선물가격 및 그래프, 선
물시장 일일시황, 해외곡물시장 뉴스 및 브리핑, 해외곡물 시장 동향, 해외곡물
동향 및 정책, 기후작황 동향, KREI 국제곡물 관측월보를 메인화면에 노출시
켜 주요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선물가격 동향은 주요 곡물의 선물 가격을 시
카고 상품거래소로부터 매일 업데이트해줌으로써 가격변화와 변동 추이를 그
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곡물시장 일일 시황이 작성
된다. 일일시황 보고서에는 곡물의 선물가격 정보뿐 아니라 곡물 수출가격, 국
제환율, 국제유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며 장중 곡물 거래의 흐름과 기후,
주요 국가 정세 및 투기 요인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곡물시장에 연관된 정보
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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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메인화면 구성 요약
구분
선물가격 동향

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

해외곡물시장
뉴스 및 브리핑
해외곡물시장
동향 월간지
해외곡물
동향 및 이슈
기후작황 동향
KREI국제곡물
관측월보
해외곡물시장
관련지표

주요 내용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의 근월물가격 정보 일일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주요 곡물 가격의 전일 가격과 등락률 비교 제공
-CBOT에서 제공한 밀/옥수수/대두의 가격과 Thomson Reuters
의 장마감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여 매일 제공
-곡물수출가격(FOB), 국제환율(원/달러,달러/유로), 국제유가(WTI,
Dubai) 가격도 함께 제공해 국제곡물과 관련된 시사점 및 세계
경제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줌.
-Thomson Reuters에 업데이트된 국제곡물과 관련된 최근 기사
및 이슈를 바탕으로 매일 제공
-월간지 해외곡물시장동향의 국제곡물 자료 및 정보를 PDF 파
일로 제공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WASDE)의
이슈 및 정보를 발췌하여 매월 요약·정리 제공
-USDA의 기후작황보고서(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를
발췌 매주 요약·정리 제공
-본원 관측센터에서 매월 발행하는 KREI 국제곡물관측 월보
제공
-국제환율정보(원/달러, 달러/유로, 원/위안, 원/엔), 국제유가(WTI, Brent,
Dubai), 원료당·원면·커피선물가격, 선임 BDI지수, FAO식량·곡물
가격지수, CRB지수, 밀/옥수수/대두비상업선물포지션 정보 제공

2.1. 메인 화면
□ 선물가격 동향
｢해외곡물시장정보｣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방문자
의 수요가 높은 선물가격 동향이다. 선물가격 동향은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근월
물 가격을 체결가(Settlement Price)로 매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접속시 밀,
옥수수, 대두의 2013년 선물가격부터 현재까지의 선물가격 그래프를 노출시켜
3개년 가격 등락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전일 가격과 비교한 등락률
을 함께 제공하여 손쉽게 가격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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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해외곡물시장정보 선물가격 동향

□ 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
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은 ｢해외곡물시장정보｣ 웹사이트의 주요 업무로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밀/옥수수/대두의 장 마감에 따른 시장소식 자료를 요약
및 분석하여 정보를 매일 제공한다. 장 마감 시황(Market recap report)은 당일
장이 마감된 후 장중의 상황을 브리핑한 보고서로서 곡물시장 동향을 파악하
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은 전일가격과의 등락 비교, 전월 평균가격과 전년도
평균가격을 함께 제시하여 가격 변화 추이를 비교할 수 있다. 특히 밀과 옥수
수, 대두에 대한 시황을 요약·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어 곡물가격 변동 요인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국제곡물시장 가격 형
성에 영향을 미치는 곡물 수출가격(FOB)과 국제 유가 및 환율 정보를 함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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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어 한눈에 곡물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곡물
수출가격과 국제 유가, 환율 정보의 출처는 각각 국제곡물이사회(International
Grain Council), 한국석유공사, 한국은행이다.
그림 2-4. 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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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해외곡물시장정보 일일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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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곡물시장 뉴스 및 브리핑
해외곡물시장 뉴스 및 브리핑은 블룸버그(Bloomberg)와 톰슨 로이터
(Thomson Reuters) 등 해외 언론기관에 업데이트된 국제곡물과 관련된 최근
기사 및 이슈를 바탕으로 매일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지역별로 주요 곡물 뉴
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해외곡물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파
악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2-6. 해외곡물시장 뉴스 및 브리핑(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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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해외곡물시장 뉴스 및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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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곡물 동향 및 이슈
해외곡물 동향 및 이슈는 매월 USDA의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WASDE)의 이슈 및 정보를 발췌하
여 요약 및 정리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곡물 수급 동향 전망과 해외곡
물시장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품목인 쌀, 밀, 옥수수, 대두 위주로
수급 동향을 살피고 있으며 생산량과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기말재고량에 대
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망을 제공한다.
그림 2-8. 해외곡물 동향 및 이슈(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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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해외곡물 동향 및 이슈

□ 기후작황 동향
기후작황 동향은 USDA의 기후작황보고서(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를 발췌하여 기상 전망과 그에 따른 작황 정보를 매주 요약하고 정리
하여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기후 현황을 바탕으로 작황 동향을 제공하고 있지
만 주요 곡물 생산국가들인 EU와 동유럽국가, 동아시아, 호주, 남미지역까지
아우르며 기후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곡물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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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기후작황 동향(메인)

그림 2-11. 기후작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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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해외곡물시장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해외곡물시장 동향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국제곡
물 수급, 가격, 세계경제, 환율, 해상운임, 에너지 등에 관련한 전문가의 원고를
취합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수준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2-12. 해외곡물시장 동향 월간지(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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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해외곡물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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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I 국제곡물 관측월보
KREI 국제곡물 관측월보는 본원 관측센터에서 매월 발간되는 KREI 국제곡
물 관측월보로서 국제곡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REI 국제곡
물 관측월보는 국제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세계곡물관측시스템(KOWGOS)으
로 분석해 밀, 옥수수 대두, 쌀의 수급 및 가격 동향과 전망, 환율, 세계경제, 국
제 유가, 해상운임 등의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을 중심으로 작성된 발간물
이다. 국제적인 수급 변화에 따른 국내 곡물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적합하다.
그림 2-14. KREI 국제곡물 관측월보(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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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KREI 국제곡물 관측월보(예: 201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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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브 화면
｢해외곡물시장정보｣의 서브화면은 세계곡물 가격동향, 수급동향, 관련지표,
관련정보로 나누어진다.
표 2-4. 서브화면 구성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시카고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밀, 옥수수, 대두, 쌀의 선물가격을

세계곡물 가격동향

1972년부터 그래프로 제공
-화면 하단 곡물별 전일가격과 당일가격, 등락률 제공
-USDA PSD 원데이터를 통해 주요곡물별/국가별/연도별 재배

세계곡물 수급동향

면적, 생산량, 수입량, 전월이월재고량, 공급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재고율 커스텀 가능

세계곡물 관련지표

-해외곡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된 정보 제공
-공지사항, 해외곡물 일일시황, 주간시황, 해외곡물시장 뉴스 및

세계곡물 관련정보

브리핑, 해외곡물 동향 및 정책, 국내곡물 동향, 기후작황 동향,
해외곡물시장 동향 월간지, 해외곡물시장 동향 최신자료 분류

□ 세계곡물 가격 동향
세계곡물 가격 동향은 메인화면의 밀/옥수수/대두/쌀의 선물가격 동향을 1, 3,
6개월, 1년 및 현재까지 누적된 가격의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시카고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밀, 옥수수, 대두, 쌀의 선물가격을 1972년부터 그
래프로 제공하고, 화면 하단 곡물별 전일가격과 당일가격, 등락률을 제공해 방
문자로 하여금 과거부터 누적된 가격 변동 추이 확인이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
다. 또한 그래프 상단에 밀, 옥수수, 대두, 쌀로 아이콘을 선택해 품목별로 가격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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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세계곡물 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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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곡물 수급 동향
세계곡물 수급 동향에서는 USDA PSD Online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문자
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세계지도 하단 테이블에서 쌀, 밀,
옥수수, 대두 품목 중 하나를 선택 후 검색하고자 하는 곡물의 재배면적, 생산
량, 수입량, 재고량, 공급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및 재고율을 정보를 제
공받을 수 있으며 기간 또한 196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
어 커스텀한 자료의 원자료뿐 아니라 Graph Open 기능을 통해 곡물의 품목별
수급 추이를 국가별, 기간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세계곡물 수급 동향은 쌀 135
개국, 밀 138개국, 옥수수 139개국, 대두 90개국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데
이터는 양곡년도 기준으로 USDA의 전망치의 수급자료를 제공한다.
그림 2-17. 세계곡물 수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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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세계곡물 수급 동향 그래프(예: 중국)

□ 세계곡물 관련지표
｢해외곡물시장정보｣ 사이트의 해외곡물시장 관련지표는 해외곡물 가격 형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보가
일일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 가격 변화와 전망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돼 있다. 해외곡물 가격과 원자재, 국제 환율의 연관성과 국
제 경제 정세, 1, 3, 6, 12개월 및 전체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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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해외곡물시장 관련 지표
구분

주요 내용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원/달러, 달러/유로, 원/위안,

환율정보

원/엔 가격 정보 제공
- 전일과 당일 가격 및 등락률 및 2001년부터 일일자료로 제공
-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WTI유, Brent유, Dubai유의 배럴당 달러기준으

국제유가

로 일일 가격정보 제공
- 전일과 당일 가격 및 등락률, 유가 등락에 대한 브리핑 및 2001년부터 일일자료
로 제공
- 뉴욕거래소 거래 가격을 Thomson Reuters에서 제공받아 파운드당 센트 기준

원료당·원면·
커피선물가격

선임 BDI
지수
FAO 식량·
곡물가격지수

으로 제공
- 전일과 당일 가격 및 등락률을 2008년부터 일일자료로 제공
- 커피 품종은 아라비카종
- Baltic Dry Index(BDI)는 런던 발틱거래소에서 철광, 원유, 석탄, 곡물 운임을
거래하는 지수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
- 전일과 당일 가격 및 등락률을 2000년부터 일일자료로 제공
- FAO(http://www.fao.org/worldfoodsituation/)의 자료를 바탕으로 1990년부터
월 단위로 제공
- 원자재상품연구국(Commodity Research Bearau)에서 만든 지수로 1956년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지수

CRB 지수

- 곡물, 원유, 귀금속 등 주요 21개 상품선물 가격에 2005년 결정된 비중에 따라
가중치 적용 계산
-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
- 2008년부터 일일자료로 제공

국내수입단가
곡물선물
포지션(비상업)

- aT의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곡물별 국내 수입실적 제공
- 2000년부터 월간자료로 제공
- 미국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주간자료로 제공
- 실제 구매한 상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산업 종사자들의 포지션을 상업용, 상업용
이외의 숏/롱포지션을 비상업용이라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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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정보
환율 정보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원/달러, 달러
/유로, 원/위안, 원/엔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일과 당일 가격 및 등락
률을 2001년부터 일일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9. 환율정보 그래프(원/달러, 달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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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환율정보 그래프(원/위안)

그림 2-21. 환율정보 그래프(원/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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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서부산텍사스유(WTI), Brent
유, Dubai유의 배럴당 달러기준으로 일일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일
과 당일 가격 및 등락률 그리고 유가 등락에 대한 브리핑을 국제곡물 선물시황
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06년 국제 유가 원자료를 누적시켜 국제유가의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1, 3, 6, 12개월 단위로 방문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2. 국제유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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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gar, Cotton, Coffee 선물가격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산물 품목으로 밀, 옥수수,
대두, 쌀 외에 뉴욕상품선물시장(ICE)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품목으로 원료당,
원면, 커피 등이 있는데 해외곡물시장정보에서는 원료당, 원면, 커피의 선물 가
격을 제공하고 있다. 원료당 및 원면 선물가격은 뉴욕거래소 거래 가격을
Thomson Reuters를 통해 가격을 확인하여 파운드당 센트 기준으로 제공한다.
전일과 당일 가격 및 등락률을 2008년부터 일일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커피 품
종은 아라비카종이다.
그림 2-23. 원료당, 원면 선물가격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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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커피 선물가격 그래프

▪ 선임 BDI 지수
선임 BDI 지수는 Baltic Dry Index(BDI)로써 런던 발틱거래소에서 철광, 원
유, 석탄, 곡물 운임을 거래하는 지수이다. 세계 26개 주요 항로 화물 운임을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써 세계 경기 상황이나 교역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해외곡물시장정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
공하고 있으며 전일과 당일 가격 및 등락률을 2000년부터 일일자료로 제공하
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BDI 지수뿐 아니라 BCI, BPI, BSI, BHSI 지수를 함
께 제공하고 있으나 지수만을 제시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의 추이 파악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해외곡물시장정보는 2000년 자료부터 누적된 BDI 지수를
그래프를 제공하여 동향 및 추이 분석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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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선임 BDI지수 그래프

▪ FAO 식량·곡물가격지수
FAO 식량·곡물가격지수는 FAO(http://www.fao.org/worldfoodsituation/)의 자
료를 바탕으로 1990년부터 월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FAO는 1990년부터 곡물
을 비롯한 육류, 유지류 등 55개의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을 모니터링하여 매
달 발표한다. 계절에 따른 소비 성향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주기적으로 가중치를
조정하며, 2002~2004년 평균 식량 가격을 기준으로 잡아 100포인트로 설정했
다. 식량가격지수는 식품 가격의 전반적인 변동 추이를 보여준다. FAO 식량가
격지수는 식량가격의 단순한 변화 추이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따른 물가와 소비자 심리 변화를 예측하여 사용하는 데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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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FAO 식량·곡물가격지수 그래프

▪ CRB지수
CRB지수는 원자재상품연구국(Commodity Research Bearau)에서 만든 지수
로 1956년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지수이다. 곡물, 원유, 귀금속 등 주요 21개
상품선물 가격에 2005년 결정된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
중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1967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삼
는다. 해외곡물시장정보는 CRB지수에 대해 2008년부터 일일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CRB지수는 원자재가격의 동향을 매일 파악할 수 있어 물가의 변동을 분
석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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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CRB지수 그래프

▪ 국내수입단가
국내수입단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곡물별 국내 수입실적을 2000년부터 월간자료로 제공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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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국내수입단가 그래프

▪ 곡물 선물 포지션(비상업)
곡물 선물 비상업 포지션은 미국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주간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투기성을 지닌 투자자들로부터의 순매
수 포지션을 순매수 선물 포지션이라 한다. 이는 비상업용 롱포지션에서 비상
업용 숏포지션을 뺀 값이다. 비상업 선물 포지션이란 실제 구매한 상품과 관련
된 일을 하는 산업 종사자들의 포지션을 상업용이라 일컬으며, 상업용 이외의
숏/롱포지션을 비상업용이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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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선물 포지션(비상업) 그래프(예: 밀)

□ 세계곡물 관련 정보
세계곡물 관련 정보에서는 메인화면에 노출된 정보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
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정리된 카테고리는 공지사항, 해
외곡물 일일시황, 주간시황, 해외곡물시장 뉴스 및 브리핑, 해외곡물 동향 및
정책, 국내곡물 동향, 기후작황 동향, 해외곡물시장 동향 월간지, 해외곡물시장
동향 최신자료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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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세계곡물 관련 정보

제

3

장

(월간) 해외곡물시장 동향

1. (월간) 해외곡물시장 동향의 구성

｢해외곡물시장동향｣은 해외곡물시장의 이해 제고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해외곡물시장과 관련된 정보, 주요 지표를 정리‧분석하여 월
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해외곡물시장동향｣은 3차년도의 기본 틀을 토대로 편집자문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전망을 추가하였다. 세
계 곡물시장 동향과 전망은 세계식량기구(FAO), 국제곡물위원회(IGC), 미국
농무부(USDA)에서 월간 단위로 제공하는 곡물시장 전망자료를 비교 제시하
며, 주요 곡물의 선물‧현물가격 변화 추이와 요인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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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월간 해외곡물시장 동향 주요 내용
구분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전망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
시장 동향

곡물 선물가격
동향과 전망
국제 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주요 내용
FAO, IGC, USDA의 월간 단위로 제공되는 곡물수급 전망자
료 비교 및 주요 곡물의 선물‧현물가격 변화 추이와 요인을
분석하여 제공
미국 농무부 ｢세계 곡물수급 전망 보고서(WASDE)｣를 토대로
주요 4대 곡물(쌀, 밀, 옥수수, 대두)의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교역량 등 수급 동향과 전망 정보 제공
국제선물거래소의 주요 상품선물(옥수수, 대두, 소맥, 생우 등)
가격을 중심으로 최근 가격동향 정보를 제공
세계 금융시장 동향과 환율 변화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국제 원자재 및 에탄올 가격 정보 제공
세계 및 주요국의 곡물 물동량 및 운임가격 정보 제공
해외 각국의 곡물 관련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곡물 수급에 영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향을 미치는 각국의 곡물관련 정책과 제도, 국제 원유시장 등
관련 시장 동향, 세계경제 전망 등을 분석하여 제공

해외곡물
시장
브리핑

FAO 곡물시장뉴스

전 세계 곡물과 관련된 주요 이슈의 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관
련 정보를 FAO 곡물시장뉴스와 해외곡물시장 뉴스의 형태로

해외곡물시장뉴스

세계 농업기상 정보

제공
지역별‧국가별로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을 정리하
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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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월간 해외곡물시장 동향 콘텐츠 구성 변화

해외곡물
시장동향

해외곡물
시장 브리핑

구분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전망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곡물 선물가격 동향과 전망
국제 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특별기고
FAO 곡물시장뉴스
해외곡물시장뉴스
세계 농업기상 정보
세계 곡물 통계

3차년도(2014년)
●
●
●
●
●
●
●
●
●
●
●

2015년
●
●
●
●
●
●
●
●
●
●
●
●

2. 해외곡물시장 동향의 주요 내용

2.1. 세계 곡물시장 관련 동향과 전망1
2.1.1.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전망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전망은 세계식량기구(FAO), 국제곡물위원회(IGC), 미
국 농무부(USDA)에서 발표하는 월간 곡물수급 전망자료를 비교하고, 주요 곡
물의 선물‧현물가격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이다. 제4권 제10호
에 실린 주요 내용은 10월 밀 선물가격은 톤당 181달러로 전월대비 1.5%, 옥수
수는 톤당 151달러로 전월 대비 1.3%, 대두는 톤당 329달러로 전월대비 2.2%
상승하는 등 주요 곡물의 선물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생산량 감소 전망

1

해외곡물시장 동향 주요 내용은 2015년 제4권 제10호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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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국의 곡물 수요 증가, 남미 날씨에 대한 우려 등의 요인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수확에 우호적인 날씨가 예보로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세가
예상된다. 쌀의 현물가격은 전월대비 1.9% 상승하였는데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태국 쌀 수출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이며 태국 쌀은 역대 최대 수출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1.2.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미국 농무부 ｢세계 곡물수급 전망 보고서(WASDE)｣를 토대로 주요 4대 곡
물(쌀, 밀, 옥수수, 대두)의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교역량 등 수급 동향과 전
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4권 제10호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곡물의 가격 및 생산은 주요 곡물 생산국의 날씨 변화에 달려 있다. 옥수
수의 생산량은 전월대비 감소하는 반면, 소맥과 대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최근에 일부 생산국에서의 기상 악화로 작황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세계
곡물 수요의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므로
펀더멘털 변화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1.3. 곡물 선물가격 동향과 전망
국제선물거래소의 주요 상품선물인 옥수수, 대두, 소맥, 생우 등 가격을 중심
으로 최근 선물가격 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10월에 발행된 제4권
제10호에 실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9월 곡물선물 시장은 옥수수와 대두의 기
말재고율 하향 조정의 영향으로 곡물 선물가격은 반등세를 보였으며, 중국 위
안화 평가 절하와 이머징 국가들의 경기 둔화 우려, 유럽중앙은행의 금융완화
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로 금리가 동결되어 미국 달러화 강세 흐름이 완화되면
서 9월 중반 이후 곡물 가격 반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10월 선물시장은 9월 고
용지표 전망치 하회에 따른 FOMC의 연내금리인상 가능성 축소에 대한 기대
가 확대됨에 따라 달러화 강세 흐름이 완화되어 곡물 가격 하락의 제한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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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엘리뇨 영향으로 급격한 기후 변화가 발생하지 않
는 이상 가격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 흐름이 기대된다.

2.1.4. 국제 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곡물가격과의 연관성이 증가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동향과 환율 변화가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4권 제10호에서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QE) 종료, 유로존의 경기침체
우려, 중국의 경착륙 우려, 기업실적이나 체감경기에서 최악의 수준이라 할 국
내 상황 등으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달러 강세와
원자재 약세(Strong Dollar & Weak commodity)라는 시장 구도는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1.5.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주요 국제 원자재 및 옥수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에탄올 가격 정보를 제공
한다. 제4권 제10호에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월 국제 원자재시장
은 6월부터 지속된 약세장을 벗어나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원유, 곡물,
비철금속 등 대부분의 원자재 품목이 강세를 보였다. 다만 원자재시장의 펀더
멘털 측면의 개선보다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저가인식의 확산에 따른 매수세
유입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발 경제위기와 미국의 금리인상 불확실성
등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과거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원자재시장의 추가하락보다는 반등 내지 박스권 움직임이 전망된다. 옥수수시
장 강세와 함께 미국 에탄올 시장은 반등했으며, 추후 원유 및 옥수수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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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세계 및 주요국의 곡물 물동량 및 운임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이
다. 제4권 제10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2015/16년 곡물 물동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4.4억 톤으로 전망되며, 엘니뇨에 따른 영향으로 곡물
운송 패턴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곡물
운임은 건화물선 시황 하락과 유가 약세의 영향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기 침체로 철광석과 석탄 수요 감소로 운임 약세가 지
속될 전망이다.

2.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포커스는 세계 각국의 곡물 관련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의 곡물 수급현황 및 정책동향, 국제 원유시장 등
원자재시장 동향, 세계경제 전망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곡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코너이다. <표 3-3>은 2015년에 발간된 ｢해외
곡물시장 동향｣의 “해외곡물산업 포커스”에서 다룬 이슈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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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발행 자료 주제
발간 호

주 제

제4권 제1호

수출제한 조치의 동향과 파급 영향

(2015. 1. 발간)

국제곡물위원회(IGC)의 5개년 국제 곡물 수급 전망

제4권 제2호

유전자 변형 작물의 현황과 R&D 이슈

(2015. 2. 발간)

중국의 밀 무역 현황 및 전망
작물보험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보조가 곡물농가의 보험 수요에

제4권 제3호

미치는 효과

(2015. 3. 발간)

USDA 2015년 곡물 및 유지작물 전망
ABARES 2015년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

제4권 제4호

인도의 2013년 식량안보법에 관한 주요 쟁점들

(2015. 4. 발간)

미농무부(USDA)의 곡물 수급보고서에 대한 이해

제4권 제5호

2015·16년 중국의 곡물 시장 및 정책 동향

(2015. 5. 발간)

중국 식량안보 전략과 정책

제4권 제6호

곡물시장의 Fundamental 분석에 유용한 수급 정보

(2015. 6. 발간)

기후변화 적응 작물 유전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

제4권 제7호

2015년 엘니뇨 발생과 세계 곡물시장 동향 및 전망

(2015. 7. 발간)

중국 식량 최저가수매정책 평가와 문제점

제4권 제8호

개방시장 하에서의 중국의 대두산업

(2015. 8. 발간)

브라질의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제4권 제9호

곡물 유기농업 수익성 있나

(2015. 9. 발간)

중국 식량 유통과 정부정책의 변화

제4권 제10호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과 중국 간 농산물교역 전망

(2015. 10. 발간)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제4권 제11호
(2015. 11. 발간)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이 미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세계 바이오연료 교역 현황과 전망
GSM 프로그램의 형태와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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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간된 해외곡물 산업 포커스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4권 제1호 수출제한 조치의 동향과 파급영향에서 수출국에 의해 이루어진
수출제한 조치로 수입국은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고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언제나 주목해야 할 부
분이다. 하지만 WTO의 미흡한 규율과 DDA와 같은 다자 협상에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 과
정을 통해 관련 조항과 개념 확립, 의무요건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개도국의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권 제2호 유전자 변형 작물의 현황과 R&D 이슈에서는 삶의 질 개선으로
유기농업을 찾는 수요가 늘고 그 수요에 맞추어 유기농식품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세계 인구 증가와 영양 개선 등 국가별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생산성 향상이 매우 절실한 요즈음 기존의 식량 생산 방식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성 개선을 위해 신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조건을 극복하고
인구증가에 발맞추어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권 제3호 작물보험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보조가 곡물농가의 보험 수요
에 미치는 효과에서 생산효율성 및 생산 증대 그리고 비용 감소 등에 관심이
많았던 과거 농업과 달리, 최근에는 농가 경영에 있어 효율적인 위험관리 방법
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온난화를 비롯한 자연재해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인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작물 보험
이 농가경영 관리의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관련된
농업법을 농가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가에
맞는 위험관리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그 시사점을 찾는다.
제4권 제4호 인도의 2013년 식량안보법에 대한 주요 쟁점들에서 2013년 인
도가 제정한 식량안보법은 인권의 관점에서 식량안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도
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식량부족으로 불안에 직면한
개도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제도의 연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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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현재까지 마주한 문제점들을 지혜롭게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 큰 숙제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위급 위원회는 현재 67%에 육박하는 공공배급제도
수혜대상자를 빈곤선 아래 수준인 40%로 낮출 계획과 곡물이 아닌 현금으로
보조를 대신할 것은 추진하고자 하며, 인도의 제안 수락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부분이다.
제4권 제5호 중국의 개방개혁 이후 식량안보 전략과 정책은 비교적 원만하
게 관리되어 왔으나 앞으로 주변국인 일본과 한국 등의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식량수요는 줄고 식량에 대한 품질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된다. 중국은 새로운 식량 안보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수입보다는 국내 농업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한 식량안보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제4권 제6호 기후변화 적응 작물 유전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방안에서 우리
나라의 6월까지 누적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78%에 미치지 못한 점을 예로 보
이며 가뭄에 대한 심각성으로 국내 농산물 생산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
다. 가뭄뿐 아니라 고온과 병해충의 피해도 지속될 것을 전망하며 해결책 중
하나로 이상기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작물 개발을 제안하였다. 사
회 경제적 편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은 현 상황에서 다양한 유
전자원이 과거 어떻게 쓰였고, 개선·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유전
자원 활용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을 논의했다.
제4권 제7호 2015년 엘니뇨(el Nino) 발생과 세계 곡물시장 동향 및 전망에
서 많은 기상학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엘니뇨 발생으로 국제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밀, 옥수수와 같은 주요곡물 외
에도 코코아, 팜유, 커피 생산에도 피해를 전망했고 비용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
격 상승분이 맞물려 내년도 곡물가격은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된다. 현재까지
엘니뇨의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기후 변화와 엘니뇨로 국제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제4권 제8호 브라질의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에서 넓은 국토 면적과 다양한
기후대로 풍부한 곡물 생산이 가능하여 세계의 곡창으로 불리는 브라질은 주
요 곡물인 대두, 옥수수를 비롯해 밀, 쌀 등을 생산해 국제 곡물시장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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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로부터 대두박과 옥수수를 주로 수입해
왔으나 최근 헤알의 평가절하로 브라질 곡물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전망돼, 브라질의 곡물 수급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다양한 품종
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4권 제9호 곡물 유기농업 수익성 분석에서는 화학비료 등과 같은 합성물
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자연자재만을 사용하는 유기
농업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환경보전과 건강한 먹거리 확보, 지속 가능한 농업
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유기농업이지만 생산비가 높고 생산 단수가 낮아 소득
을 보전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유기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
행되었으나 상업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다소 미흡한 현실이다. 유기농업의 공익
적 기능에 대한 홍보만이 아니라 수익성 부분에 초점을 맞춘 동기부여가 필요
하며, 높은 생산비 혹은 낮은 소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직불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제4권 제10호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과 중국 간 농산물교역 전망에서
는 최근 중국은 경제 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돌파구로
지난 8월 사상 최대 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를 감행했다. 이로 인해 미국
농산물의 큰손인 중국의 구매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 농산물 시장
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많은 양의 중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또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4권 제11호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이 미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2014년 후반기부터 주요 에너지인 원유가 40%, 천연가스가 20% 이상씩 하락
하며 에너지 하락세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비용의
하락은 농업분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바이오연료 시
장에도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 생산면적과 농산물 가격에 대한 효
과는 가시적이지 않더라도 투입재로 작용하는 농업 생산 비용이 하락세를 지
속하고 있는 2015~2016년 동안 매년 약 5억 달러씩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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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 관련 정보
2.3.1.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해외곡물시장 브리핑은 전 세계 곡물과 관련된 주요 이슈의 기사들을 수집
하여 제공하는 코너로, FAO 곡물시장뉴스와 해외곡물시장 뉴스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에서 주요 인용되는 자료의 출처는 USDA,
Bloomberg, The Guardian, The Western Producer, The Financial Times,
Hellenic Shipping News, The Gulf Today, Black Sea Grain, Agrimoney, Merco
Press,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ehran
Times, West Australian Regional Newspapers, World Grain, Emerging Markets,
The Crop Site, Economist 등이다.

2.3.2. 세계 농업기상 정보
세계 농업기상 정보는 주간 단위로 발간되는 미 농무부(USDA)의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을 참고하여 주요 곡물 생산지역 및 국가의 농업기
상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코너이다.
그림 3-1. 2015년 기상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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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공 정보
9월 초순 고온현상으로 북부 및 대평원 중부지역의 평균 기온 5～10℉ 상

미국

승함. 9월 중순 중부, 남부, 동부 등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서 건조한 날
씨가 이어진 가운데, 여름작물의 수확 작업이 활발히 진행됨. 9월 하순 건
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여름작물의 수확이 차질 없이 진행됨.
9월 초순 중부와 북부 지역의 강우로 인해 여름작물 수확과 겨울밀 파종작

유럽

업이 지연됨. 남동부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옥수수 수확이 원활이
진행됨. 9월 중순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및 북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
를 기록함. 9월 하순 남동부 지역에 비가 내려 겨울밀 파종이 지연됨.
9월 초순 대부분 지역에서 덥고 건조한 날씨로 작물 수확 및 파종이 원활

구소련
(서부)

하게 진행됨. 9월 중순 서부와 북부 곡창지대는 화창한 날씨가 지속된 반
면, 남부 일대는 비가 내려 파종작업이 지연됨. 9월 하순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가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
9월 초순 중국 북부 평원에 25～50㎜ 내외의 비가 내려 옥수수 등 작물

동아시
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9월 중순 중국 북동부의 옥수수와 대두 재배
지역에 10㎜ 미만의 비가 내림. 9월 하순 중국 전역에 소나기가 내려 여름
작물의 수확이 앞당겨짐.
9월 초순 서부와 동부 지역의 강우로 밀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호주

9월 중순과 하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어 밀과 보리 등의 빠른 성숙
을 도움.

아르헨
티나

9월 초순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Misiones 일대
에만 10㎜ 내외의 비가 내림. 9월 중순 주요 곡창지대 지역은 화창한 날씨
가 지속됨. 9월 하순 남부 지역에 최고 25～50㎜의 강우를 기록함.
9월 초순 남동부 지역은 맑은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밀 수확작업이 시작

브라질

됨. 9월 중순 남부 지역은 맑은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평년보다 평균기온
이 3～5℃ 상승함. 9월 하순 남부 지역에 비가 내려 수확작업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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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2008년 이후부터 국제곡물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점차 확대되고 그 주기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곡물 수출국은 4~5개국으로 제한적인 데 반해
수입국은 30~40여 개국으로 다양해 소수의 수출국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독과점 형태의 곡물 시장의 특징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머징국가로 대표
되는 중국과 인도 등 인구가 많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육류 소비가 늘
어남에 따라 사료곡물로 사용되는 옥수수 수요가 늘어나고, 바이오에너지 생산
용 곡물 생산 급증 등 곡물 가격 사이의 연동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현재 공급이 수요를 다소 상회하고 있어 수급상황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정
도로 절대적 부족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구증가와 생산 농
지 축소 등의 문제로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엘니뇨, 라니냐로
인해 발생되는 온난화와 고온현상, 강우량 증가로 인해 점차 국제곡물 생산 수
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
결정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쌀을 제외한 대두,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곡물자급률은 2014년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2014년 기준 쌀 자급률
은 95.7%로 높은 데 반해 타 곡물 자급률 평균은 4~5%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
다. 주요 곡물인 옥수수는 0.8%, 밀은 0.7%로 사실상 자급기반을 상실한 상황

56
이며 대두의 자급률은 11.3%이나 식용을 제외하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낮다 보니 국제 곡물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영
향을 받기 쉽다. 더불어 세계 각국은 수출을 축소하거나 금지해 식량난을 대비
하는 식량 민족주의가 점차 확산될 조짐이다.
국제 곡물가격에 미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다양해지면서 변동추
이는 큰 폭으로 변화하고 주기 또한 빨라져 가격 추세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곡물가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와 같이 곡물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곡물가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시의성 있고 체계적이며 능동적인 정
보를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국제곡물시장에 관련한 정보를 한데 모아 신속
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여 정부와 관련업체에 시장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관측
시스템이 필요하다. 2011년 해외곡물시장 동향과 해외곡물시장정보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2012년 구축한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은 해를 거듭하며 보완 개
선되어 오며 이용자에게 시의 적절한 정보들을 제공해 왔다. 그뿐 아니라 해외곡
물시장동향 월간지를 통해 해외곡물시장과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 및 전
망을 함께 제공해 양질의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부터 개선·운영되는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곡물시장정보 방문자의 로그를 분석해 수요가 가장 많은 콘텐츠
를 확인하였다. 해외곡물시장정보에서는 주로 주요 곡물의 선물가격 동향을 파
악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한 시황을 찾는 방문자가 많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에 따라 선물가격 동향과 일일시황을 보다 가시적인 디자인을 통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재배치해 방문자가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곡물시장 뉴스 및 브리핑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높아 메인화면에
함께 배치해 급변하는 국제곡물시장 혹은 관련 시장 동향 파악에 풍부한 뉴스
거리를 전달해 국제곡물시장 정보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디자인 개선 이외에도 보다 발전적인 해외곡물시장정보 활용을 위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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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일단위와 월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시황 외에
주간 시황 콘텐츠를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곡물시장의 최근 이슈
들의 업로드의 빈도를 보다 잦게 추진하여 방문자의 정보 수집을 도움과 동시
에 웹사이트의 활용도를 높인다.
매월 2,500명 안팎의 방문자가 찾는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함으
로써 기존의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다양
한 정보 분석 및 전망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정확
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농산물 수입 및 유통 관련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고,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과 물가 관리의 기초자료로
서 활용하는 데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세계 각국의 식량수급을 확인하고 전 세계의 곡물 생산 및 재고 등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식량위기의 발생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춘 정보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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