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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21년 수급 및 가격 전망

∙ 2020/21년 세계 밀 생산량은 호주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0.7% 증가한 7억 6,973만 톤

으로 예측된다. 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3억 1,934만 톤, 기말재고율은 

1.4%p 상승한 42.3%가 전망된다. 2021년 밀 선물가격은 전년 대비 15.1% 상승한 233

달러/톤이 전망된다.

∙ 2020/21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남미의 건조한 날씨에 따른 작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11억 4,572만 톤으로 예측된다. 옥수수 기말재고

량은 전년 대비 5.3% 감소한 2억 9,181만 톤, 기말재고율은 2.0%p 하락한 25.3%가 전망

된다. 2021년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년 대비 25.6% 상승한 180달러/톤이 전망된다.

∙ 2020/21년 세계 콩 생산량은 미국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3억 6,018만 톤

으로 예측된다. 콩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12.7% 감소한 8,889만 톤, 기말재고율은 

4.7%p 하락한 24.1%가 전망된다. 2021년 콩 선물가격은 전년 대비 32.7% 상승한 464달

러/톤이 전망된다.

∙ 2020/21년 세계 쌀 생산량은 인도, 미국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억 360만 

톤으로 예측된다.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1억 6,055만 톤, 기말재고율은 

전년과 비슷한 32.2%로 전망된다. 2021년 쌀 선물가격은 전년 대비 7.3% 하락한 273달

러/톤이 전망된다.

2) 2021/22년 수급 및 가격 전망

∙ 2021/22년 세계 밀 생산량은 중국, 미국 등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7억 

8,099만 톤으로 예측된다. 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3억 2,677만 톤, 기말

재고율은 0.1%p 하락한 42.2%가 전망된다. 2022년 밀 선물가격은 전년 대비 2.1% 하락

한 228달러/톤이 전망된다.



∙ 2021/22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남미 국가와 우크라이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11억 6,182만 톤으로 예측된다.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억 

8,754만 톤, 기말재고율은 0.5%p 하락한 24.8%가 전망된다. 2022년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년 대비 4.3% 하락한 172달러/톤이 전망된다.

∙ 2021/22년 세계 콩 생산량은 남미 국가의 단수 회복 전망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3억 7,331만 톤으로 예측된다. 콩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8,551만 톤, 기말

재고율은 1.4%p 하락한 22.6%가 전망된다. 2022년 콩 선물가격은 전년 대비 8.4% 하락

한 425달러/톤이 전망된다.

∙ 2021/22년 세계 쌀 생산량은 인도, 중국, 태국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5억 815만 톤으로 예측된다.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1억 6,028만 톤, 기

말재고율은 전년 대비 0.4%p 하락한 31.7%로 전망된다. 2022년 쌀 선물가격은 전년 대

비 2.0% 상승한 278달러/톤이 전망된다.

3) 국제곡물 관련 국내 물가 전망 

∙ 2021년 주요 곡물 수입단가는 2020년 하반기 국제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용 곡물의 경우, 밀은 전년 대비 8.7% 상승한 301달러/톤이 

전망되고, 옥수수와 채유용 콩은 전년 대비 각각 15.8%와 27.8% 상승한 245달러/톤과 

518달러/톤으로 예측된다. 사료용 곡물의 경우, 밀은 전년 대비 16.9% 상승한 261달러/

톤이 전망되고, 옥수수와 대두박은 전년 대비 각각 21.0%와 28.0% 상승한 243달러/톤

과 471달러/톤으로 예측된다.

∙ 2021년 국제곡물 관련 국내물가는 주요 곡물 수입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물가는 식용 밀과 채유용 콩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배합사료 물가는 사료용 옥수수와 대두박 수입단가 강세로 전년 

대비 8.7%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2021년 사료용 옥수수 할당물량이 증가하였

고, 축산 관련 단체에서의 배합사료 가격 안정 촉구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 상승 폭이 제한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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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 시장 및 국내 동향01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1. 국제곡물 수급 동향

1.1.1. 생산

∙ 2020/21년 주요 곡물(밀, 옥수수, 콩, 쌀) 생산량은 2019/20년 대비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 밀은 기상악화로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등 EU의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호주

와 러시아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옥수수와 콩은 미국 중서부지역 이상기상 발생으로 인해 감소했던 생산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쌀은 미국의 생산량 회복과 인도의 카리프(Kharif)작기 벼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1.2. 소비

∙ 2020/21년 주요 곡물 소비량은 2019/20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밀과 콩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전 세계 식품소비 위축의 영향이 있었으나, 중국의 

수요확대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옥수수는 중국의 양돈업 회복에 따른 사료용 수요 확대와 브라질에서의 육류 수

요 지속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쌀은 중국 정부의 재고 소진 정책과 인도 정부의 공공 분배 시스템을 통한 식량 

배급 등이 소비량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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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수출

∙ 2020/21년 주요 곡물 수출량은 옥수수, 콩, 쌀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밀은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밀은 EU의 공급 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감소가 전망된다. 한편, 러시아의 

2020/21년 수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가 전망되나, 자국 내 식량 가격 안정을 위

한 수출세 부과 조치 발표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옥수수는 중국, EU 등의 수입 수요 지속으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브라질의 수

출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달러화 약세 현상 지속으로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 콩은 중국의 양돈업 회복과 미･중 1차 무역 합의에 따른 미국산 곡물 수입 이행으

로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 쌀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의 쌀 수출 금지 조치 등으로 2019/20년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나, 2020/21년에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 확대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1.1.4. 기말재고율

∙ 2020/21년 옥수수와 콩 기말재고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고 밀은 상승할 것으로 전

망된다.

- 밀은 생산량 증가로 인한 기말재고량 증가로 재고율 상승이 예측된다.

- 옥수수와 콩은 소비량 증가로 인한 기말재고량 감소로 재고율 하락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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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주요 곡물별 수급 전망치 변화

단위: 백만 톤

(밀) (옥수수)

(콩) (쌀)

자료: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1.2. 국제곡물 가격 동향

1.2.1. 2020년 국제곡물 가격

∙ 2020년 1･2분기 국제 곡물 가격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 주요 

생산지의 수출 제한 등으로 가격 변동성 컸다.

- 밀은 러시아 곡물 수출 제한 및 세계 밀가루 수요 증가 등으로 연초 상승세를 보

였으나, 세계 경기침체와 주요 생산국의 양호한 작황 등으로 3월 이후 6월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 옥수수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바이오에탄올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옥수수 

수요가 감소하면서 1월 152달러/톤에서 6월 129달러/톤으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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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은 세계 생산량 증가 전망과 미국 육류 관련 시설 폐쇄 등으로 1월 337달러/톤

에서 4월 311달러/톤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달러 약세로 인한 미국산 콩 수출

경쟁력 강화와 중국의 미국산 콩 구매 지속으로 상승하였다.

∙ 3분기 국제 곡물 가격은 주요국 기상악화 및 중국의 수입 수요 확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 밀은 러시아, 프랑스의 기상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전망과 미국 수출 증가 기대

감 등으로 7월 192달러/톤에서 9월 203달러/톤으로 상승하였다.

- 옥수수와 콩은 미국 중서부지역 건조 기상 및 태풍 피해,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 

영향 등으로 7월 130달러/톤과 327달러/톤에서 9월 144달러/톤과 366달러/톤

으로 상승하였다.

∙ 4분기 국제 곡물 가격은 주산지 건조한 날씨와 미국산 곡물 수출 증가 기대감 등으

로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 밀은 10월 223달러/톤에서 12월 220달러/톤으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러시아의 

수출세 부과 조치에 따른 미국산 밀의 수입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보였다.

- 옥수수와 콩은 남미 지역 기상악화와 중국의 수입 증가로 10월 157달러/톤과 

388달러/톤에서 12월 169달러/톤과 439달러/톤으로 상승하였다. 최근 아르헨

티나 콩 관련 노동자들의 장기파업에 따른 수출 선적 지연은 콩 가격 상승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그림 12－2.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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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곡물 관련 국내 동향

1.3.1. 주요 곡물 수입량과 수입단가

∙ 2020년 식용 곡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밀과 채유용 콩은 증가, 옥수수는 감소하였

다. 밀과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하락, 콩은 상승하였다.

[ 표 12－1 ]  식용 곡물 수입량과 수입단가 

단위: 천 톤, 달러/톤

구 분
밀 옥수수 식용 콩 채유용 콩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2020 2,501 276 2,124 212 241 590 1,048 406

2019 2,405 280 2,381 217 246 537 980 395

평년 2,375 271 2,349 219 219 556 1,005 416

주: 평년은 최근 3개년 평균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식용 곡물 수입 동향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밀과 콩은 수입국이 특정 국가로 제한

되어 있으나 옥수수는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다.

- 밀은 미국과 호주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다. 미국산 수입 비중은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하고 호주산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옥수수는 세르비아, 미국, 브라질, 우크라이나에서 소요 물량의 대부분이 수입되

었다. Non-GMO 수출국인 동유럽과 흑해 지역 국가, GMO 수출국인 미국과 남

미 국가에서의 생산량 변동에 따라 연도별 수입국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식용 콩은 미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채유용 콩은 브라질과 미국에서 소요 

물량의 대부분이 수입되는데, 기상악화로 인한 2019/20년산 미국산 콩 공급량 

감소의 영향으로 2020년 미국이 비중이 감소하고 브라질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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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주요국별 식용 곡물 수입 비중

(밀) (옥수수)

(식용 콩) (채유용 콩)

주: 평년은 최근 3개년 평균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2020년 사료용 곡물 수입량은 옥수수와 대두박은 전년 대비 증가, 밀은 감소하였

다. 수입단가는 모든 품목에서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 표 12－2 ]  사료용 곡물 수입 추이

단위: 천 톤, 달러/톤

구 분
밀 옥수수 대두박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2020 1,109 223 9,532 200 1,883 368

2019 1,193 229 8,974 203 1,874 394

평년 1,473 214 7,924 199 1,816 396

주: 평년은 최근 3개년 평균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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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용 곡물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대두박은 수입국이 한정되어 있으나, 밀과 옥

수수는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어 있다.

- 밀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에서 절반 이상이 수입되었고, 다음으로 캐나다, 불

가리아, 미국 등에서 수입된다.

-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와 미국에서 절반 정도를 수입하고, 우크라이나와 브라질, 

파라과이 등지에서 나머지를 수입하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미 국가에서의 수

입 비중이 감소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입은 증가하였다.

- 대두박은 소요 물량의 대부분을 브라질에서 수입하나, 2020년에는 아르헨티나

의 수입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양돈업 회복에 따른 브라질산 콩 

수입 수요 증가로 브라질의 대두박 공급 여건이 여의치 않아 아르헨티나로 수입

을 대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4.  주요국별 사료용 곡물 수입 비중

(밀) (옥수수)

(대두박)

주: 평년은 최근 3개년 평균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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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국제 곡물 관련 국내 물가1)

∙ 2020년 국제 곡물 관련 식품 물가지수는 108.9로 전년 대비 0.8% 상승하였다.

- 식용 밀 수입단가는 하락하였으나, 상반기 대미환율 강세와 국제곡물 이외에 식

품 원료로 사용되는 원당과 유지류 등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식품 물가지수가 상

승하였다. 

∙ 배합사료 물가지수는 103.3으로 전년 대비 1.8% 상승하였다.

-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대미환율 강세 지속과 팜박과 

같은 기타 박과류와 우지, 당밀 등 사료 부원료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양계용, 양

우용, 양돈용 배합사료 물가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그림 12－5.  식품･배합사료 물가 동향 

단위: 2015년=100

자료: KREI 식품･배합사료물가전망모형

1) 국제곡물 관련 식품 물가지수는 밀가루, 국수, 라면, 두부, 부침가루, 빵류, 과자류, 장류, 두유, 배합사료 물가지수는 양우용, 양

돈용, 양계용 배합사료로 구성된다. 배합사료 물가지수는 2020년 4/4분기의 경우 10~11월까지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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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이슈 및 거시경제 전망02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 바이드노믹스(Bidenomics)2) 

∙ 조 바이든(Joseph Biden)이 미국 제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가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자의 주요 정책 공약 중 국제 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대중국 무역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2.1.1. 신재생에너지 정책

∙ 바이든 당선자는 친환경 기조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결의안을 지지하며, ‘탄소 배출

량 감축’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등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바이든 당선자는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 혼합의무제도(RFS) 이

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미국은 2005년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의무혼합 규정(RFS1)’을 도입하여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에탄올 혼합을 의무화하였다. 2007년에는 ‘제2차 재생 연료 의무

사용 기준(RFS2)’을 도입하고 2022년까지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량 360억 갤런

을 목표하였으며, 매년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량(RVO)’을 확정하고 있다. 

- 2020년 RVO 확정이 2021년으로 연기되었는데, RFS2에서 목표하고 있는 

RVO만큼 증량된다면 바이오에탄올의 주요 원료인 옥수수 수요가 증가하여 단

기적으로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바이든 당선자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은 산업연구원(2020, 미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2020,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환경정책평

가연구원(2020,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기후･에너지 공약과 시사점)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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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바이든 당선자 에너지 정책의 주요 골자는 원자력, 수력 등 온실가스 무배

출 에너지원 이용의 지지 및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전기에너지 효율 제고 등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바이오에탄올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 중심의 정책 시

행은 옥수수 기반 바이오연료 산업의 정체로 이어져 국제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1.2. 대중국 무역정책

∙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은 334억 달러 수준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이

행을 주요 내용으로 1차 합의(2020.1.16.)가 이루어졌다.

- 2020년 여름 이후 중국의 미국산 콩･옥수수 등의 곡물 수입 확대로 11월 기준 목

표액(306억 달러)의 70% 수준을 이행하였고, 7월 이후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급증으로 12월까지 80%를 이행한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든은 무역 합의를 바로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1차 무역 합

의 내용에는 2021년 4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포함되어 있어 당분간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이 지속될 전망이며, 국제 곡물 가격은 강세를 지속할 것

으로 예측된다.

그림 12－6.  중국의 2020년 1차 합의 이행 상황

단위: 억 달러

자료: 김학수(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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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 및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있

으나, 대중국 통상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관세부과 등 직접적인 제재 방식은 미국 내 수입 제품 가

격을 상승시키고, 중국의 보복성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하였다. 

-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경제 및 기술 견제 등을 위해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간접적

인 대중국 견제 방식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중국 

관세부과는 단계적으로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전개 양상이 국제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2. 코로나19

2.2.1. 거시경제

∙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산업 침체, 봉쇄 조치에 따

른 고용 악화와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투자위축과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되면

서 크게 하락하였다.

∙ 2020년 상반기 달러화 가치는 강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기

대감으로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나타냈다.

- 상반기 달러화 가치는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 하반기에는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와 경기부양책 움직임 등으로 10월 이후 약세

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로 달러화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0년 국제유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와 수요둔화로 전년 대비 

31.1% 하락하였다.



334_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 상반기 국제유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과 경제성장 위축, 국제에너

지기구(IEA)의 세계 석유 수요전망 하향 조정 등으로 급락하였다. 

- 그러나 하반기 국제유가는 주요국의 이동 제한 완화, IEA의 석유 수요 회복 전망, 

OPEC+의 원활한 감산 이행 준수, 주요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 한편, 국제유가 하락으로 대체 연료인 바이오에탄올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이

는 주원료인 옥수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옥수수 가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

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소비량 감소폭이 가장 컸던 4월의 

옥수수 가격은 지난 12월 대비 14.5% 하락하였다. 

∙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각국의 경기 부양책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률 회복 전

망으로 국제유가 등 주요 거시 요인의 회복세가 전망된다.

-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백신 보급의 불확실성은 

향후 경제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2.2. 해운3)

∙ 2020년 컨테이너선의 물류 여건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되었다.

-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중국, 인도 등 주요국에서의 국가봉쇄조치, 공장 가

동 중단 등으로 2020년 상반기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주요 선사들은 컨

테이선 공급 감축으로 대응하였다. 

- 컨테이너선은 유럽-중국과 미국-중국을 왕복하는 항로에서 우리나라를 경유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2020년 2~3월 중국의 물류 장애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입 항구에서 계류, 적체 현상이 나타나 운송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

이었다.

3) 해운 관련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0, 2021년 세계 해운전망 국제세미나), 한국해양진흥공사(2020, 마리타임 컨퍼런

스)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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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화물선 중 곡물 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파나막스선의 코로나19 영향은 제한적이

었다.

- 2020년 상반기 파나막스 운임지수는 주요국 국가봉쇄로 인한 물류 수요 감소와 

저유가로 전년 대비 40% 이상 하락하였으나, 중국의 철광석과 곡물 수입 증가 등

으로 주요 원자재 교역의 감소 폭이 크지 않아 7월 이후 19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

되었다.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국의 검역 강화와 선원 교대 이슈 등 선박 운영

의 비효율성이 일부 확대되었다.

∙ 2021년 해운 시황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전망으로 상승이 예상

된다. 

-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저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곡물 등을 포함한 

원자재 물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특히, 곡물 교역에 주로 이용되는 파나막스급 건화물선은 선원 교대 및 이동과 입

항 전 2주 격리 등 검역 관련 이슈는 여전하지만, 저유가 기조 유지와 주요국 곡물 

수요 및 철광석 물동량 증가 전망 등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컨테이너선의 경우 주요 선사들은 선복량 확대, 선박 동맹을 통한 공급 효율성 제

고와 함께 중국발 컨테이너 적체 현상 경험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선 항로의 탈 중

국화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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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라니냐

∙ 국제기후사회연구소(IRI)에 따르면, 2021년 봄까지 강한 강도의 라니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열대 태평양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는 –1.0℃ 이하이며, 대류

와 바람 등 주요 대기 변수도 강한 라니냐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2021년 봄까지 

라니냐 발생 확률이 70% 이상이며, 5월 이후 라니냐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곡물 파종 및 생육기의 엘니뇨, 라니냐 등의 이상기상 발생은 곡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국제곡물 가격 급등 현상을 초래한다. 

- 2018년 겨울 남미 곡물 생육기에 발생한 라니냐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

고, 아르헨티나 콩 단수는 전년 대비 31.6%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 콩 가

격은 2019년 1월 346달러/톤에서 3월 392달러/톤까지 급등하였다.

그림 12－7.  라니냐 발생 확률 전망

단위: %

자료: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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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현재, 라니냐로 남미에서 고온･건조한 기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콩, 옥수수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브라질의 주요 곡물 주산지인 중서부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부와 남부지역 일부에 내린 소나기는 콩과 옥수수 생육에 도움이 되

었으나, 주산지에서는 여전히 수분이 부족하여 향후 단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 아르헨티나 역시 곡물 주산지인 중부지역에서 평년 대비 고온 건조한 기상 지속

으로 콩과 옥수수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12－8.  남미 주요국 평년 대비 누적 강수량 수준

(브라질) (아르헨티나)

주: 지난 60일 누적 강수량을 의미하며, 색이 진할수록 평년 대비 강수량이 적음을 나타냄.

자료: REFINITIV(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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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2.4.1. 러시아 밀 수출세 부과

∙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밀을 포함한 주요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하여 2021년 2월부

터 6월까지 밀에 대해 톤당 30.4달러의 수출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2020.12.15).

- 수출세는 수출할당량 1,750만 톤, 모든 종류의 밀에 적용될 것이다. 농업 컨설팅 

회사인 SovEcon은 밀 수출세 부과로 2020/21년 러시아 밀 수출량이 200~300

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한편, 호주의 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밀 수입 수요

가 일정 부분 호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산 밀에 대한 수입 수요 증가

는 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4.2. 아르헨티나 수출용 옥수수 판매 제한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내 공급량 확보를 위해 2021년 3월 1일까지 수출용 옥수

수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2020.12.30).

- 2019/20년 수출 가능 물량 3,850만 톤 중 3,423만 톤에 수출 허가를 발급하였

으며, 나머지 427만 톤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여름철 국내 소비용으

로 사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 아르헨티나 옥수수 수출 금지 발표로 구매자들은 3월 1일 이후의 선적 물량만 구

매 가능하여 미국 옥수수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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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거시경제 전망

2.5.1. 경제성장률

∙ (2020년 동향)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4.0%로 전년 대비 6.6%p 하락하였

다.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5.0%, –2.2%이며, 개발도상국은 전년 

대비 8.8%p 하락한 -6.6%이다. 

∙ (2021년 전망)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8.5%p 상승한 4.5%로 전망된다.

-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4.3%), 유로존(3.6%), 일본(2.6%)의 경기 회복으로 

전년보다 높은 3.7%,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투자 수요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으

로 전년보다 높은 5.7%로 전망된다. 

∙ (중장기 전망)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0.2%p 내외의 등락을 반복하며 

3.0%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상승 전망은 국제 곡물 수요 확대와 가격 강세 요

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2－9.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 IHS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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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달러화 가치

∙ (2020년 동향) 2020년 달러화 가치는 하반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에도 불

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전년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 (2021년 전망) 2021년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전망과 코

로나19 백신 보급 기대감으로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가 예측된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감,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

른 세계 경제 회복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 브렉시트 협상 타결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 전망) 중장기적으로 달러화 가치는 세계 경제 성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

으로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달러화 약세 전망은 향후 달러화로 표시된 실물자산인 곡물에 대한 구매력 증대

로 이어져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2－10.  통화가치 전망

단위: 2015년=100

자료: IHS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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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국제유가

∙ (2020년 동향) 2020년 국제유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와 수요

둔화로 전년 대비 31.1% 하락하였다.

∙ (2021년 전망) 2021년 국제유가(WTI 기준)는 세계 경제 회복과 OPEC+ 감산 지

속 전망 등으로 2020년 대비 16.6% 상승한 45.8달러/배럴이 전망된다.

- 그러나 세계 원유 재고량 증가 및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은 국제유가 상승 폭

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 (중장기 전망) 중장기적으로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성장률 회복과 함께 2030년까

지 연평균 3.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2－11.  국제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주: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WTI 현물가격이며, 세계은행은 주요 원유(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현물가격의 평

균임.

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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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 시장 및 국내물가 전망0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1. 주요 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

3.1.1. 밀

∙ (2020/21년 수급 전망) 2020/21년 세계 밀 수급은 생산량 증가와 수출량 감소로 

2019/20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밀 생산량은 EU의 가뭄 지속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도 호주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0.7% 증가한 7억 6,973만 톤이 예측된다.

- 세계 밀 소비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7억 5,496만 톤이 예상된다. 식용 및 

기타 소비와 사료용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각각 1.7%와 3.3% 증가가 전망된다.

- 세계 밀 수출량은 아르헨티나, EU 등의 수출량 감소로 전년 대비 0.8% 감소한 

1억 8,816만 톤이 예측된다.

- 세계 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3억 1,934만 톤이 전망되며, 기말

재고율은 전년 대비 1.4%p 상승한 42.3%가 전망된다.

∙ (2021/22년 수급 전망) 2021/22년 세계 밀 수급 여건은 소비량과 수출량 증가로 

2020/21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밀 생산량은 주요 밀 생산국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7억 

8,099만 톤이 전망된다.

- 세계 밀 소비량은 중국 등 사료용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7억 7,522만 

톤이 예측된다. 식용 및 기타 소비와 사료용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각각 2.6%와 

3.2% 증가가 전망된다.

- 세계 밀 수출량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1억 9,535만 톤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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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3억 2,677만 톤, 기말재고율은 

작년 대비 0.1%p 하락한 42.2%가 전망된다.

∙ (중장기 수급 전망) 2030/31년 세계 밀 생산량은 8억 6,065만 톤으로 2020/21년 

이후 연평균 1.1%의 증가 추세가 전망된다. 소비량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1.4% 증가하여 2030/31년 8억 6,546만 톤이 예측되며, 수출량은 연평균 2.0% 

증가하여 2억 2,976만 톤으로 전망된다.

- 세계 밀 기말재고량은 3억 2,223만 톤, 기말재고율은 2020/21년 이후 매년 하

락하여 2030/31년에는 37.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2－3 ]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그림 12－12.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20 20/21 21/22 25/26 30/31

생산량 764 770 781 815 861

소비량 740 755 775 807 865

수출량 190 188 195 209 230

기말 재고량 303 319 327 335 322

기말 재고율 40.9 42.3 42.2 41.6 37.2

자료: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 (가격 전망) 2021년 밀 선물가격은 러시아의 밀 수출세 부과로 미국산 밀 수요가 

증가하여 2020년 대비 15.1% 상승한 233달러/톤이 전망된다. 

- 2022년은 전년 대비 2.1% 하락한 228달러/톤, 2023년은 2022년 대비 1.6% 상

승한 231달러/톤이 전망된다. 

[ 표 12－4 ]  밀 선물가격 전망

단위: 달러/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82 202 233 228 231 235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KREI 국제곡물가격전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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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옥수수

∙ (2020/21년 수급 전망) 2020/21년 세계 옥수수 수급 여건은 소비량 및 수출량 증

가로 2019/20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남미의 건조한 날씨에 따른 작황 우려에도 미국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11억 4,572만 톤이 전망된다.

-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중국의 양돈업 회복에 따른 옥수수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11억 5,113만 톤이 예측된다. 식용 및 기타 소비량과 사료용 소비

량은 전년 대비 각각 2.8%와 1.4% 증가가 예측된다.

- 세계 옥수수 수출량은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 수요 지속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한 1억 8,487만 톤이 전망된다.

-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생산량 증가 전망에도  수출량 증가 폭이 커 전년 대비 

5.3% 감소한 2억 9,181만 톤이 예측되며, 기말재고율은 전년 대비 2.0%p 하락

한 25.3%가 전망된다.

∙ (2021/22년 수급 전망) 2021/22년 세계 옥수수 수급 여건은 이월재고량 감소 및 

수출량 증가로 2020/21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 주산지 생산량 증가 전

망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11억 6,182만 톤이 예측된다.

-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11억 5,802만 톤이 예측된다. 식

용 및 기타 소비량과 사료용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각각 0.5%,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옥수수 수출량은 남미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수출량 증가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1억 8,927만 톤이 전망된다.

-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억 8,754만 톤, 기말재고율

은 전년 대비 0.5%p 하락한 24.8%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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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수급 전망) 2030/31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13억 2,537만 톤으로 

2020/21년 이후 연평균 1.5% 증가 추세가 전망된다. 소비량은 13억 3,773만 톤, 

수출량은 2억 2,701만 톤으로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각각 1.5%, 2.1%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 2030/31년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생산량 증가에도 소비량과 수출량 증가 

폭이 커 연평균 0.3% 감소한 2억 8,398만 톤, 기말재고율은 20.3%로 전망된다.

[ 표 12－5 ]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그림 12－13.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20 20/21 21/22 25/26 30/31

생산량 1,116 1,146 1,162 1,245 1,325

소비량 1,129 1,151 1,158 1,247 1,338

수출량 172 185 189 210 227

기말 재고량 308 292 288 288 284

기말 재고율 27.3 25.3 24.8 23.1 21.2

자료: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 (가격 전망) 2021년 옥수수 가격은 남미 국가의 라니냐에 따른 작황 우려, 달러 

약세에 따른 미국의 수출 호조, 아르헨티나의 수출용 옥수수 판매 제한 등으로 

2020년 대비 25.6% 상승한 180달러가 전망된다. 

- 2022년은 전년 대비 4.3% 하락한 172달러/톤, 2023년은 2022년 대비 2.0% 상

승한 176달러/톤이 전망된다. 

[ 표 12－6 ]  옥수수 선물가격 전망

단위: 달러/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51 143 180 172 176 179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KREI 국제곡물가격전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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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콩

∙ (2020/21년 수급 전망) 2020/21년 세계 콩 수급 여건은 소비량 및 수출량 증가로 

2019/20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콩 생산량은 미국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3억 6,018만 톤

이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겨울 강한 강도의 라니냐 전망에 따른 남미의 건조한 

날씨로 주산지 콩 작황 부진 우려가 있다.

- 세계 콩 소비량은 중국 양돈업의 빠른 회복세에 따른 견조한 사료용 수요와 코로

나19 진정세에 따른 유지류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4.2% 증가한 3억 6,927만 톤

이 예측된다. 식용 및 기타 소비와 대두박 가공은 전년 대비 각각 5.1%와 4.0% 

증가가 전망된다.

- 세계 콩 수출량은 중국의 미국산 콩 수입 수요 지속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한 1

억 6,640만 톤이 예측된다.

- 세계 콩 기말재고량은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전년 대비 12.7% 감소

한 8,889만 톤이 예측되며, 재고율은 전년 대비 4.7%p 하락한 24.1%가 전망

된다.

∙ (2021/22년 수급 전망) 2021/22년 세계 콩 수급 여건은 소비량 증가세 지속으로 

2020/21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콩 생산량은 라니냐 영향을 받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단수 회복 전망에 따

라 전년 대비 3.6% 증가한 3억 7,331만 톤이 예측된다. 

- 세계 콩 소비량은 중국의 소비량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3억 

7,782만 톤이 예측된다. 식용 및 기타 소비와 대두박 가공은 전년 대비 각각 

1.4%와 2.4% 증가가 전망된다.

- 세계 콩 수출량은 중국의 수입 수요 지속에 따른 주요 콩 수출국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1.7% 증가한 1억 6,922만 톤으로 전망된다.

- 세계 콩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8,551만 톤이 예측되며, 기말재고

율은 전년 대비 1.4%p 하락한 22.6%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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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수급 전망) 2030/31년 세계 콩 생산량은 4억 3,302만 톤으로 2020/21년 

이후 연평균 1.9%의 증가 추세가 전망된다. 소비량은 4억 4,898만 톤, 수출량은 

2억 612만 톤으로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각각 2.0%와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 2030/31년 세계 콩 기말재고량은 생산량보다 소비량 증가 폭이 커 연평균 1.3% 

감소한 7,793만 톤이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17.4%로 전망된다.

[ 표 12－7 ]  세계 콩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그림 12－14.  세계 콩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20 20/21 21/22 25/26 30/31

생산량 336 360 373 406 433

소비량 355 369 378 414 449

수출량 162 166 169 185 206

기말 재고량 102 89 86 84 78

기말 재고율 28.7 24.1 22.6 20.2 17.4

자료: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 (가격 전망) 2021년 중국의 수입 수요 지속에 따른 세계 콩 수급 여건 악화로 

2020년 대비 32.7% 상승한 464달러가 전망된다. 2020년 12월 가격 급등으로 인

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 2022년은 가격 변동 폭이 예년 수준으로 회귀함에 따라 전년 대비 8.4% 하락한 

425달러/톤, 2023년은 2022년 대비 2.1% 상승한 434달러/톤이 전망된다. 

[ 표 12－8 ]  콩 선물가격 전망

단위: 달러/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327 350 464 425 434 443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KREI 국제곡물가격전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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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쌀

∙ (2020/21년 수급 전망) 2020/21년 세계 쌀 수급 여건은 2019/20년과 비슷할 것

으로 전망된다.

- 세계 쌀 생산량은 이상기상으로 2019/20년 급감했던 미국의 쌀 생산량이 회복

되고, 주요 생산국인 인도의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억 

360만 톤이 예측된다.

- 세계 쌀 소비량은 중국 정부의 재고 소진 정책 시행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공공 분배 시스템을 통한 식량 배급 등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한 

4억 9,913만 톤이 예측된다.

- 세계 쌀 수출량은 주요국의 쌀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한 2019/20년 수출량 하향 조

정 영향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40만 톤이 전망된다.

-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1억 6,055만 톤이 예측되며, 기말

재고율은 전년과 비슷한 32.2%가 전망된다.

∙ (2021/22년 수급 전망) 2021/22년 세계 쌀 수급 여건은 소비량 증가 폭 확대로 

2020/21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쌀 생산량은 주요 생산국인 인도와 중국, 태국에서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5억 815만 톤이 예측된다.

- 세계 쌀 소비량은 중국의 구곡 소진 행태 지속과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른 소비 

증가 전망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5억 515만 톤이 예측된다.

- 세계 쌀 수출량은 소비량 확대에 따른 인도와 베트남 등에서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4,877만 톤이 전망된다.

-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1억 6,028만 톤이 예측되며, 기말

재고율은 전년 대비 0.4%p 하락한 31.7%가 전망된다.

∙ (중장기 수급 전망) 2030/31년 세계 쌀 생산량은 5억 2,804만 톤으로 2020/21년 

이후 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5억 2,539만 톤, 수출량은 

5,151만 톤으로 연평균 각각 0.5%와 1.0%의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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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31년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1억 5,470만 톤이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29.4%로 전망된다.

[ 표 12－9 ]  세계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그림 12－15.  세계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20 20/21 21/22 25/26 30/31

생산량 498 504 508 521 528

소비량 496 499 505 518 525

수출량 44 46 49 54 52

기말 재고량 160 161 160 159 155

기말 재고율 32.2 32.2 31.7 30.6 29.4

자료: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 (가격 전망) 주요국의 쌀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2020년 가격 상승 영향으로 

2021년은 전년 대비 7.3% 하락한 273달러가 전망된다. 

- 2022년은 전년 대비 2.0% 상승한 278달러/톤, 2023년은 2022년 대비 2.0% 상

승한 284달러/톤이 전망된다. 

[ 표 12－10 ]  쌀 선물가격 전망

단위: 달러/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50 294 273 278 284 290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KREI 국제곡물가격전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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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입단가 및 국내물가 전망

3.2.1. 수입단가

∙ (2021년 전망) 2021년 주요 곡물 수입단가는 2020년 하반기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식용 곡물의 경우, 옥수수와 콩의 가격 강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밀은 주요 수출

국의 양호한 공급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제 옥수수와 

콩 가격의 동조 현상으로 전년 대비 8.7% 상승한 301달러/톤이 전망된다. 옥수수와 

채유용 콩은 중국의 수입 수요 지속에 따른 수급 여건 악화로 국제가격이 급등하

면서 전년 대비 15.8%와 27.8% 상승한 245달러/톤과 518달러/톤이 예측된다.

- 사료용 곡물의 경우 밀은 2020년 대비 16.9% 상승한 261달러/톤으로 전망되며, 

옥수수와 콩은 전년 대비 각각 21.0%와 28.0% 상승한 243달러/톤과 471달러/

톤이 예측된다. 콩 가격 강세로 주요 콩 생산국에서는 콩 가공보다 수출을 확대하

고 있어 대두박 수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두박 가격 상승 폭이 커질 전망이다.

∙ (중장기 전망) 2030년 식용 밀과 옥수수, 채유용 콩은 연평균 2.0%, 1.8%,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용 밀과 옥수수, 대두박은 연평균 1.9%, 2.4%,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2－16.  용도별 주요 곡물 수입단가 전망

단위: 달러/톤

(식용) (사료용)

자료: KREI 식품･배합사료물가전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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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국제곡물 관련 국내물가

∙ (2021년 전망) 2021년 국제 곡물 관련 식품 물가는 주요 곡물 수입단가 상승 영향

으로 2020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식품 물가는 식용 밀과 콩, 채유용 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빵류, 과자류, 식용

유, 장류 등의 물가가 상승하여 전년 대비 2.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식품제

조업체의 두부 가격 인상 고시에 따라 주요 제조업체에서의 식품 가격 인상 발표

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밀가루 출고가 인상이 단행될 경우, 밀가루를 

이용한 빵류, 라면 등 다양한 식품군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배합사료 물가는 사료용 옥수수와 대두박 가격 강세로 인해 전년 대비 8.7% 상승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2021년 사료용 옥수수 할당 물량이 증가하였고, 아

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 질병이 연이어 발생하면

서 축산 관련 단체의 배합 사료 가격 안정 촉구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 상승 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 (중장기 전망) 2030년까지 식품 및 배합사료 물가는 연평균 2.0%와 2.1%의 상승 

추세가 전망된다. 

- 배합사료 물가 상승률은 식품 물가 상승률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배합

사료 원가에서 수입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식품 원가 비중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림 12－17.  식품 및 배합사료 물가 전망

단위: 2015년=100

자료: KREI 식품･배합사료물가전망모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