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안정적인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전략

▣ 연구책임자

부연구위원 문진영

과제구분 정책

구분 선정
사유

곡물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곡물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신흥국의 소득 향상에 따른 식생활 변화 등으로 식량 수

요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농업 수출국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농업 보조 정책의 일환으로 바이

오연료 생산을 장려하면서 연료용 곡물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공급은 일부 국가에 의존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의 불

확실성은 더욱 점증하고 있음.

- 곡물 생산국에서의 작황 악화, 수출 규제 등이 발생할 경우 국제 곡물 수급 불

안과 가격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2010년 러시아의 밀 생산 지역 가뭄과 2012년 미국 곡창지대의 가뭄 등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기상이변은 곡물 생산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한국은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 향후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연구목적

□ 세계 각국의 곡물 수급 및 농업생산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곡

물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함.

- 향후 곡물 도입에 있어 전략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와 작물을 선정하고 식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과제명: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향 모색

-연구자(연도): 배민식(2012)

-연구목적: 안정적인 곡물수급 확보를
위한 현황 파악

-문헌연구
-사례분석

- 곡물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안정적인
곡물 확보를 위한 정부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분석

2

-과제명: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

-연구자(연도): 김용택 외(2011)

-연구목적: 식량자원 확보 위한 
해외농업개발전략 수립

-문헌연구
-사례분석

- 해외 농업개발 실태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위한 진출전략 제시

3

-과제명: 국가 식량안보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연도): 서진교 외(2011)

-연구목적: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출
방안 제시

-문헌연구 
-통계분석
-사례분석

-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조달
시스템 구축과 국제 곡물 유통사업의
국가별 진출 방안 분석

본 연구

-과제명: 안정적인 해외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전략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현지조사
- 모형분석

- 각국의 곡물 수급 여건 분석  
통해 한국과의 잠재적인 협력 
가능한 국가 분석

- 상황별 식량 수급 변화와 한국의
식량 확보 방안 분석

량수급 상황변화를 가정한 한국의 식량 확보 방안을 분석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주요 연구내용

□ 첫째, 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곡물의 세계 수급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함.

□ 둘째, 기존 해외 농업개발 사업과 국가조달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



□ 셋째, 전 세계 국가의 식량안보 기반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잠재적인 농업협

력 및 곡물 도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분석

- 전 세계 국가의 주요 농업생산 및 식량 안보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잠재

적인 농업협력 국가를 선정.

□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별로 식량 공급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식량 확보 방안을 

분석

- 한국의 주요 수입 곡물(옥수수, 대두, 콩)의 도입 구조를 모형화하여 상황별 수

급 변화에 따른 한국의 곡물 도입 방안에 대해 모색고자 함.

□ 목차 

1. 서론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범위와 구성

2. 세계 곡물시장의 수급 현황과 전망

가. 주요 곡물 생산국 동향

나. 주요 곡물 수입국 동향

다. 향후 곡물시장에 대한 수급 전망

3. 한국의 해외농업개발 사례 및 곡물조달시스템 현황

가. 기존 해외농업개발 사례 현황과 문제점

나. 곡물조달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4. 한국의 잠재적인 곡물도입 협력 국가 선정

가. 전세계 국가별 농업생산 기반 현황 분석

나. 한국의 곡물별 잠재 협력 국가 분석

5. 곡물 수급 변화와 한국의 대응

가. 최적화 수송 모형의 설정

나. 시나리오별 한국의 곡물도입 분석

6. 결론 및 시사점

가. 안정적인 곡물도입을 위한 과제 

나. 정책적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3 민생경제 39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 문헌연구, 통계 조사

- 세계 곡물 수급 파악 및 각국의 농업생산 기반 조사

□ 문헌연구, 현지지역조사, 사례조사

- 기존 해외농업개발 사례 및 곡물조달시스템 현황 파악

□ 최적화 모형을 통한 시나리오별 곡물 도입방안 분석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월 

- 연구중간심의회: 6월

- 연구결과심의회: 9월

- 전문가 초청 간담회: 3월, 7월 2차례 간담회 추진 예정 

- 관련 해외 출장: 4월, 5월 출장 예정(출장지는 추가 검토)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대외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최적화 수송모형을 국가간 곡물 수송에 적용.

ㅇ 기타 기대효과

- 해외 곡물 도입이 가능한 잠재적인 국가 발굴 및 조사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