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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제 곡물가격 일제히 상승
<< FAO 식량가격 모니터링 및 분석 3월호1) 발표>>
❙ 주요 내용 ❙
▸ (국제 곡물가격 동향) 2월 국제 곡물가격은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상승
- 미국의 밀(No.2, 적색종 경질 겨울밀, fob) 수출가격은 톤당 210달러로 1월 수준에서 5% 상승
- 미국의 옥수수(No.2, 황색종, fob) 수출가격은 톤당 163달러로 1월 대비 2.2% 상승
- 1월 FAO 쌀 가격지수(2002-04=100)는 194포인트로 1월 대비 2% 상승
▸ (지역별 가격 동향)
- 동아프리카 : 곡물가격 혼조세, 그러나 강우량 부족에 따른 2016년 이기작 생산량 급감으로 기록적인 수준 유지
- 동아시아 : 2월 수출국의 쌀 가격은 상승, 밀은 안정적
- 서아프리카 : 역내 잡곡가격 혼조세, 나이지라에서는 급등
- 독립국가연합(CIS) : 역내 밀과 밀가루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 남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 중앙아메리카‧카리브 : 2월 옥수수 가격은 혼조세를 보이며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콩 가격은 상승
- 남아메리카 : 2월 옥수수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반면, 밀·밀가루 가격은 혼조세

2월 국제 곡물가격 동향 : 곡물가격 상승세
➲ 2월 밀 수출가격은 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
• 미국의 밀(No.2, 적색종 경질 겨울밀, fob) 수출가격은 톤당 210달러로 1월 수준에서 5% 상승, 1년 전 수준을 약간
상회. 가격 상승은 교역량 증가, 미국의 주요 생산지의 건조한 날씨에 따른 피해에 대한 우려 지속에 기인
- 흑해지역의 밀 수출가격은 현지 통화 가치 강세, 아르헨티나는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상승
- 풍부한 공급량과 북반구의 2017년 수확에 대한 양호한 조기 전망으로 인해 가격 상승폭이 제한됨

➲ 2월 옥수수 가격은 전반적인 상승세 유지
• 미국의 옥수수(No.2, 황색종, fob) 수출가격은 톤당 163달러로 1월 대비 소폭, 전년 대비 2% 상승
- 미국과 흑해지역의 옥수수 가격 상승은 수요 강세에 기인
• 남반구 국가들의 양호한 옥수수 생산량 전망은 상승세를 일부 제한
-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수출가격은 1년 전의 기록적인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2017년도 옥수수 수확의 조기
개시에 따라 하락
1) 동 자료는 FAO가 3월 10일 발표한 ‘FAO Food Price Monitoring and Analysis’를 번역·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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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FAO 쌀 가격지수(2002-04=100)는 194포인트로 1월 대비 2%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
• 지수 상승은 주로 비스마티 가격 상승을 반영
-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對)이란 수출 전망은 비스마티 가격 상승에 기여
- 인도의 비(非)향미 가격 또한 상승했으며, 이는 현지 통화 가치 강세 및 빠른 정부 수매 추이에 기인
• 2월 베트남의 쌀(25% 쇄미) 가격은 톤당 326.25달러로 전월 대비 1.5% 상승, 이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공급량 부
족, 폭우 등에 기인
• 반면, 2월 태국의 쌀(100% B등급) 가격은 톤당 384달러로 수입 수요 둔화, 정부재고 방출 재개에 따른 공급량 증
대 전망에 힘입어 1월 수준에서 2% 하락

지역별 주요 동향
➲ 동아프리카 : 곡물가격 혼조세, 그러나 강우량 부족에 따른 2016년 이기작 생산량 급감으로 기록적인 수준 유지
•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남동부의 목초지에서는 광범위한 가뭄으로 목초와 물 가용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
면서 최근 몇 달간 가축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2월 에티오피아의 옥수수, 수단의 수수와 기장 가격은 계절적
인 요인으로 인해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1년 전과 비슷 또는 낮은 수준이다. 2월 탄자니아의 옥수수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평년치에 못 미치는 생산량, 5월부터 시작되는 수확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한 것이다. 2월 케냐의 옥수수 가격 또한 가뭄 피해, 차기 수확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 밖에, 남수단의 옥수수·수수 가격은 급등(현지 통화 가치 급락이 주요 원인)한 반면, 소말리아의 잡곡
가격은 하락(최근 종료된 수확에 따른 공급량 증대, 긴급식량원조 배급에 기인)했다.

➲ 서아프리카 : 역내 잡곡가격 혼조세, 나이지라에서는 급등
• 2월 사헬지역 잡곡가격은 풍부한 공급량과 재고량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거나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주로 교역업자 등의 강력한 수요에 기인한다. 말리(수수, 기장)와 차드(기장, 수수)의 잡곡가격은 비교적 변동
이 없었던 반면, 니제르(잡곡)와 부르키나파소(수수, 기장)에서는 상승하며 1년 전 수준을 상회했다. 1월 토고의 옥
수수 가격은 이기작 수확이 완료됨에 따라 전월 대비 하락했으나, 나이지리아의 잡곡 및 근황작물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는 현지 통화 가치 약세, 정세 불안 등에 기인한 것이다.

➲ 남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 역내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전반적으로 1년 전 대비 높은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생
산량 양호 전망은 일부 국가의 가격 하락에 기여하였다. 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가격은 2개월 연속 급락
하며 1년 전 수준을 크게 하회했으며, 이는 옥수수 생산량 증대 전망, 현지 통화 가치 강세 등에 기인한다. 수입국인
짐바브웨의 1월 옥수수박 가격은 전월 수준에서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 달러 대비 현지 통화 가치가 상승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식품의 수입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2월 모잠비크의 옥수수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으
나, 남부 지역에서는 열대사이클론 피해(인프라 및 작물 파괴)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전월·전년 대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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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 2월 수출국의 쌀 가격은 상승, 밀은 안정적
• 2월 역내 일부 수출국(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의 쌀 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이는 수출량 증가에 기
인한다. 반면, 태국의 쌀 가격은 하락했는데, 이는 2016년 양호한 생산량에 따른 공급량 증가와 수요 둔화를 반영
한 것이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쌀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며 1년 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풍부한 가
용량에 기인한다.
• 역내 밀과 밀가루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2월 인도의 밀 가격은 소폭 상승한 반면, 파키스탄, 중국
(이하 풍부한 공급량에 기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이하 풍부한 수입량에 기인)의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 독립국가연합(CIS) : 역내 밀과 밀가루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 2월 역내 수출국 제분밀 수출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했으나, 카자흐스탄에서는 예외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우크라
이나의 밀·밀가루 국내·수출가격은 강력한 수요와 공급량 부족에 힘입어 상승했다. 러시아의 밀 수출가격은 현지
통화 가치 상승에 따라 상승한 반면, 국내가격은 풍부한 공급량을 반영하여 하락하였다.
• 수입의존국의 밀·밀가루 가격은 풍작(타지키스탄), 풍부한 시장 공급량(아르메니아), 수입세 폐지(키르기즈스탄),
정부 개입(우즈베키스탄)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 1월 아제르바이잔의 수입 밀가루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이는 풍부한 공급량을 반영한 것이다.

➲ 중앙아메리카‧카리브 : 2월 옥수수 가격은 혼조세를 보이며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콩 가격은 상승
• 2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역내 몇몇 국가들의 백색옥수수 가격은 전월 수준에서 하락하였으며,
2016/17년의 양호한 수확량을 반영하며 1년 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반면, 니카라과와 멕시코의 백색옥수
수 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했다.
• 2월 역내 팥 가격은 계절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전월 대비 상승했다.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팥 가격은 전월 수준에
서 급등하여 전년 동기 수준을 10% 웃돌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팥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풍부한 수입
량과 양호한 수확량에 따라 1년 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콩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멕시코는 상승했다.

➲ 남아메리카 : 2월 옥수수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반면, 밀·밀가루 가격은 혼조세
• 2월 역내 황색옥수수 가격은 1월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양호한 2017년 생산량 전망을 반영한 것
이다. 아르헨티나(기록적 수확량에 기인), 브라질(신규 공급량에 기인),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의 황색옥수수 가
격은 전월 수준에서 하락한 반면, 에콰도르는 공급량 부족에 따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 역내 밀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밀 가격은 수출시장의 상황과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전월 대비 상
승하며 1년 전 수준을 30%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가루 가격의 경우 몇 달간의 상승세가 반전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1년 전 대비 60% 높은 수준이다. 반면, 브라질의 밀가루 가격은 풍부한 수입량과 공급량으로 인해 전월 대
비 하락하며 1년 전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밀가루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월 역내 국가들의 쌀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며 전년 수준을 하회·유지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2017년
수확량 양호 전망을 반영하며 쌀 가격이 전월 수준에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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