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가격 이면의 사실들

에너지가격 곡물 저장량 감소

글로벌 수요

정치적 소요사태는 곡물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급 및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주요 
소맥 수입국인 이집트에서 2012
년에 발생한 시위의 직접적인 결
과로 소맥 가격이 급등했다. 

고유가로 인해 식품
의 유통비용이 상승
하며 이 비용은 고스
란히 소비자에게 전
가된다.

곡물의 비축/사용 비율은 
2012년에도 최저치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세계 곡물재고가 감소하
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고 있
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많은 곡물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뭄과 홍수, 한파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면 
필수 농작물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지난 
50여 년 이래 최악의 
2012년 미국 가뭄으로 
옥수수, 대두 등의 주
요 곡물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되
며 그 결과로 이들 상
품의 가격이 역대 최고
치를 경신했다.

유로 및 기타 통화 대비 
미국달러의 강세는 모든 
상품 가격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친다.  유럽의 경제
위기상황과 중국의 성장 
둔화가 2012년 상품시장
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개발 등의 요인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경
작지가 사라지고 있
다. 그와 동시에 비
식품 재배 용도로 전
용된 농지가 늘어남
에 따라 식품가격이 
오르고 있다. 

한정적인 경작지
바이오연료 정책

정부정책
질병

미 정부의 바이오연
료 사용 의무화로 인
해 옥수수 전체 수
확량의 40.6%에 해
당하는 50억 부셸이 
에탄올 생산에 사용
되어 다른 용도로의 
공급이 15년만에 최
저치로 하락했다.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등 각국의 정부정책으로 
인해 경쟁이 위축되고 국제교
역을 위한 식품 공급량이 감소
하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러시아가 소맥수출 금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2010/11
년 전세계 공급량이 1,500만톤 
감소하였다. 

질병 및 감염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과 가축 개
체수가 줄어들면 식품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
다. 평균적으로 전세계 
곡물 생산의 약 35%가 
질병과 감염의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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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의 중산
층이 늘어나면 쇠고
기와 곡물의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된
다.  2040년쯤 세계
인구가 9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
운데 점차 늘어나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
하려면 2030년까지 
식품 생산량이 UN 
추정 50퍼센트 증가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