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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09, the world dairy industry had the most impressive experience throughout all the experiences it had. The milk 

price in major regions fell to their lowest level for decades. Including Korea, the world economy is obviously slowing. The 

nations' export plunged due to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in result reduced industrial output and domestic demand. In 

Korea, the intake of liquid milk slightly decreased from 45 kg per capita in 2005 to 44.3 kg per capita in 2008. However,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milk increased fast in China and India. According to 2008 statistics, total milk volume of 

the world trade reached 42 million tonnes and the major exporters of dairy products were EU, New Zealand, USA and 

Autralia. The tropical countries has traditionally consumed buffalo milk. The production of buffalo milk is increasing faster 

than cow milk. IDF expected that EU milk production would recover the medium term displaying a gradual growth over 

the milk quotas phasing-out period, while constantly remaining below the quota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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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 낙농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격한 변화를 맞이하

고 있는데, 이러한 낙농 분야의 세계시장에서의 변화는 농

산품과 식품생산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 기에세계 으로기록된높은우유가격은경제수

의 상승에 따른 낙농제품의수요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보

다 렴한유제품 유가공원료의 선호 상으로낙농제품

의 국가간 교역을 증진시킬 것이다. IDF에 소속된 각 국가

들의 낙농제품 가격은 각 정부의 낙농정책에서 제시한 것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2008년 반

이 까지의높은원유 가격은우유생산을 진시킨반면에

유제품가격의 상승은 낙농산업의 성장에제약이되기도 하

다. 세계경제는 2009년도에 2.6% 하락한것으로 UN이

측하 지만, 낙농산업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하락하 다. 

2010년 세계경제 성장은어느 정도회복되리라 상되지만, 

최근 10년 동안 보여주었던 고성장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UN은 보고 있다.

과거 2～3년 동안 낙농산업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많

은 경제 변화를경험하 다. 2007년까지 아시아국가에서

의 낙농제품 수요 증가로 인하여 유제품 가격이 상승하

고, 더욱이 세계 제1의 우유 생산을 보이는 EU에서는 우유

쿼터제와 보조 의 철폐로 정부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 폭등은 우유 생산을 가속화시켰다. 

랑스에서의 2009년우유 업은 이러한구조 모순을

나타낸 것으로 2008년 1톤당 310 유로 정도이던 우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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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9년 4월에 220 유로로 약 30%가 하락하 다. 석유가

격과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우유 가격의 상승에도 불

구하고 실제 우유 가격은폭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

문제로인하여독일과 랑스에서 2009년 규모낙농가

들이 EU의 유제품 정책에 하여 규모 업을 하기도하

다.

우유산업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자리를 잡아갈 것이지만, 

2009년은국제낙농산업으로볼 때결코희망 인 해는 아니

었으며, 단지 국제 낙농 규모의 확 에 따른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는 요한 기간이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국가별, 제품별 방 한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IDF 보고서의 일부분만을 발췌하 다. 보다 자세한내

용에 해서는 IDF 보고서 원본(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438/2009)을 참조하길 바란다. 

본 론

1. 용어의 정의

용어의 표 은 보(김 등, 2009)에서 사용한 용어를 동

일하게 사용하 다(Table 1). 

즉, 문장 내에 국문인우유로 하지 않고 어 Milk로 표

한경우에는 소와 산양의 젖을 총칭하는의미로 사용하 으

며, 우유(cow milk)와 구분하 다. 

2. 축종별 Milk 생산 황

2009년도 세계 Milk 생산량은〈Fig.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09년세계 우유 생산량의 합계는 6억9천5백만 톤으

로, 2008년보다 0.8% 증가된 620만 톤으로집계되었다. 2005

년에 3.1% 증가 후, 2007년과 2008년의 연간 우유 생산 증

가율은 2.1%에서 1.6%를 보 다.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에 세계 우유 생산은 1억3천4백만 톤으로 24% 증가되었는

데, 이것은 매년 2.3%의 성장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 Definition of terms used in this paper1)

Term Definition Remark

Milk
소, 버팔로 젖 산양에서 채취한 젖의

총칭
젖

우유
젖소에서 생산한 젖으로 산업 처리과

정을 거치지 않은 것
원유(原乳)

액상우유

우유를 상업 으로 매할 목 으로 우

유처리 공장에서 표 화 는 균질

살균과 포장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

시유( 乳),

market milk,

liquid milk,

fluid milk
1)

 김 등, 2009.

Fig. 1. World milk production. Redrawn from Bulletin No.438/ 

2009-The World Dairy Situation 2009, by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우유(cow milk) 생산은 여 히 세계 Milk 생산에 있어서

84%를 차지하 지만 2009년에 들어와서는 다소 감소하

다. 2009년에우유 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로인도

에서 많은 생산이 있었다. 국에서는 멜라민 동 이후수

요량의 감소로 인해 성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과 일본의 경우, 우유 생산량은 2008년에 속한 변화가

없었고, 2009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상된다. 

미국의 경우, 우유 생산은 2008년의 상반기부터 감소하

기 시작하여 2008년 하반기에는 우유 생산의 성장률이크게

둔화되었다. 

2009년 우유 생산의 감소는 낮은 원유 가격과 상 으

로 높은 생산 비용에 한 결과로서 2001년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상이다. 2008년 EU에서는 2007년보다 200만 톤

더 많은 1억4천9백만 톤의우유가 생산되었다. 특히 랑스

에서는 2008년의 1/4분기 우유 생산량이 증가하 고, 이는

2007년 반 이래로 높은 우유 가격으로 인한 생산량의 증

가로 생각된다. 그러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우유 생산

량의 증가율은 차감소하 다. 2008년 4월 1일부터 EU 회

원국가의 우유 쿼터량이 2% 정도 증가하 는데, 이것은 생

산량증가에 요한역할을 하지못하 고, 2008년부터 2009

년도까지 우유 쿼터는 증가하지 않았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의 2009년 우

유 생산은 하게 증가되었으나, 랑스, 아일랜드, 국

그리고 동유럽 국가의 생산량은 감소하 다. 체 으로 유

럽연합에서는 격한 변화보다는 안정된 우유 생산이 이루

어졌다.

국 스웨덴, 핀란드 신흥 EU 편입 국가들에 있어서

우유 생산은 자신들의 생산 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우유 생산 쿼터가 일부 EU 국가에 있어서 더 이

상 우유 생산 지침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남미 지역의 경우, 2008년 우유 생산량은 2007년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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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라질과 칠 의 우유

생산량은 자가 충족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하 으

며, 최근에 수출량이 증가되어 우유 생산량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한 기후와 비싼 우유 가격으로 인하여

작년보다 더 많은 우유가 생산되었다. 우유 생산량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기후, 사용가능한토양, 기타 생산요

소 등을 들 수 있는데, 2009년 에 남미 지역의 가뭄으로

남미 국가들의 2009년 체 우유 총생산량에 향을 미칠

것으로 악되었다. 

스 스에서 우유 생산량은 3% 더 증가되었고, 2009년 5

월에 이미 2008년의 생산량에 도달하 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부터 우유생산량은감소되기시작하 다. 이는 가격

하락과 심각한재정 기가스 스낙농분야에서 향을미

쳤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생산량은 감소되고 있는 반

면, 러시아와 벨로루시의 생산량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뉴질랜드와 오스트 일리아의 우유 생산량은 2009년과

2010년에 회복될 것으로 상되었으나, 2009년 7월부터 다

시 침체 양상을 보 다. 이는 오스트 일리아에서 엘리뇨

상이 일어나 결과 으로 우유 생산량이 감소되었기 때문

이다. 우유 생산량의 감소는 우유 가격이 높아지는 결과를

래하기도 하 다.

버팔로유의생산량은 우유보다더 빠르게 증가하고있었

다. 세계 버팔로유의 생산량은 8,750만 톤으로 집계되었

고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

년 동안 해마다 평균 으로 3.5% 증가하 다. 버팔로유는

1998년 체 세계 총 Milk 생산의 11%를 차지하 으나, 지

은 체 세계 총 Milk 생산의 13%로 나타나 증가하는 추

세를 보 다. 버팔로유 생산은 90%가 인도, 키스탄에서

생산되었고, 소량은 이집트, 국, 이태리에서 생산되었다. 

버팔로 종은 젖소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사육이 잘 되어 착

유가가능하기때문에더운지역에서 생산량이많은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IDF의 통계치에는 젖소와 버팔로종 이외의 다른동물의

젖(염소, 양, 낙타)도 포함되어 있다. 선진 낙농 국가에서는

기타 젖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 가공기술이 잘 발달되었

는데, 바로 뉴질랜드, 랑스, 서부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여기에해당된다. 유럽에서기타젖의총 생산량은 400～500

만 톤이고, 600만 톤은 인도와 국에서 생산되었다. 기타

품종의젖은 주로 북아 리카, 라틴아메리카 서부지역이

주요 생산 지역으로 총 2,600백만 톤이 생산되었다(FAO의

수치 근거). 염소젖의 경우, 1,500백만 톤으로 집계되었고, 

양젖은 900만 톤, 그리고 낙타 젖은 160만 톤 생산되었다. 

Fig. 2. Liquid milk products. Redrawn from Bulletin No.438/ 

2009-The World Dairy Situation 2009, by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3. 액상우유 생산 황

액상우유 생산은 세계 으로 증가하 지만, 세계 Milk 생

산량과 같은 성장률을보이지 않았다.〈Fig. 2〉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액상우유는 2008년에 3억6천6백만 톤이 생산되어, 

2007년보다 500만 톤 더 증가하 다. 이 양은 총 세계 Milk

생산량의 53%에 이른다. 

〈Fig. 2〉에서 제시된 2009년 액상우유 생산량은 추정치

이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상되

었다. 

4. 유가공 회사 매출 규모

〈Table 2〉는 세계 유가공 회사 에서 2008년 회계연

도 기 매출규모상 20개회사를 나타낸것이다. 2008년

과 비교하여 2009년의 세계 인 낙농회사 상 20(Global 

Dairy Top 20)에서순 에 큰변화는 없었다. 국가별로보면

미국이 5개 회사가 순 에 포함되었고, 랑스는 3개 회사, 

독일이 2개 회사, 일본이 2개 회사가 각각 순 에포함되었

다. 

2009년 유가공 회사에서 흥미로운 사건은 액상 우유를

문으로 생산하는 Dean Food(미국)가 두유를 문 으로

매하는 Alpro를 통하여 유럽 시장에 진출한 이다. 그러

나 상 20의 순 가 유제품에 을 두었기 때문에 Dean 

Food가상 20에서의순 에 향을미치지 못했지만두유

산업은 지난 십년간 스페인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Dean 

Food를 유럽시장에서 시장 유를 확 하는 계기가되었다. 

다른 사건은 2008년도에 국 회사가 상 20 안에처

음으로 진입한 것이다. 최근 빠른 성장을 이룩한 Mengniu

( 국)는 빠르게 10 내로진입을향해성장할 것으로보인

다. 지난 해의 멜라민 동은이회사의성장에 일시 인 감

소만을 나타냈을 뿐 큰 향을 미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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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world's top 20 dairy companies in 2009. 

Company Country

Dairy 
turnover
in USD 
billion, 
2008

Dairy 
turnover
in EUR 
billon, 
2008

1 Nestlé Switzerland 27.2 18.5

2 Danone France 15.7 10.7

3 Lactalis France 13.7  9.3

4 FrieslandCampia Netherlands 13.7  9.3

5 Fonterra New Zealand 12.0  8.2

6 Dean Foods USA 11.8  8.1

7 DairyFarmersof America USA 10.1  6.9

8 Arla Foods Denmark/Sweden 10.1  6.9

9 Kraft Foods USA  7.5  5.1

10 Unilever Netherlands/UK  6.6  4.5

11 Parmalat Italy  5.4  3.7

12 Saputo Canada  5.3  3.6

13 Bongrain France  5.2  3.6

14 Meiji Dairies Japan  4.7  3.2

15 Morinaga Milk Industry Japan  4.3  3.0

16 Land O'lakes USA  4.1  2.8

17 Nordmilch Germany  3.7  2.5

18 Schreiber Foods USA  3.7  2.5

19 Mengniu China  3.4  2.4

20 Muller Germany  3.4  2.3

Redrawn from Bulletin No.438/2009-The World Dairy Situation 

2009, by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내년에는 아마도 독일 회사들이 자국 시장의 확 로 인해

서독일은결국상 10 에가깝게성장할것으로 망된다. 

지난 1년 동안 매우 극 인 인수합병을 한 회사는 Lactalis 

( 랑스), Arla Food(덴마크/스웨덴), Saputo(캐나다)로 나타

났다. Lactalis는 랑스, 크로아티아, 스 스, 폴란드, 루마

니아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 으며, Arla Food는 Friesland 

Food(네덜란드)의 Nijkerk 공장을인수하여네덜란드에서확

고한 지 를 확보하 다. Saputo는 Alto(미국), F&A Dairy of 

California(미국), Neilson(캐나다)를 각각 인수하 다. 

아직 체 인 규모면에서는 국내 유업체의 매출 규모가

지만 최근 2～3년 동안높은 성장을 지속해 왔고, 일본의

유가공회사가 각각 14 , 15 에 올라섰으며, 국 유가공

회사가 20 권에 포함된 것으로볼 때 조만간 세계 상 기

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5. 유제품 생산 황

액상우유 생산은 2007년까지 지속 으로 성장하 고, 발

효유와유음료의생산은액상우유보다 더빠르게 증가하

다. EU와 미국과 같이 액상 우유성장이 정체된 나라에서는

발효 유제품과 유음료의 시장이 지속 으로 증가하 다. 

신흥 국가들에서 발효유제품과 유음료들은 빠른 성장률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8년은 발효유제품과유음료들

의 성장이 잠시 주춤하 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2008년의

우유 가격 폭등 때문으로 악되고 있다. 실제로 조사된모

든 나라에서 액상우유 가격이증가하 고, 2009년에 들어와

서는 몇몇 국가의 경우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

다. 향후 액상 유제품 소비는 침체된 경제와 구매력감소에

기인하여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수 년 동안 국의 신선 유제품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

지만, 2008년 멜라민 동으로 일시 으로 유제품 시장의

성장률은 감소하 다. 멜라민 동은 액상우유와 가공우유

의 소비를 속히감소시켰고, 두유(soy milk)와곡물유(grain 

milk)의 소비가 확 되었다. 그러나 액상우유와 다른 유제

품의소비는 2009년 후반부에들어와서는멜라민 동이

수 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 되었다. 

2008년 크림의 생산과 소비는 계속 해서 증가하 다. 크

림은 10～40%의 지방을 함유하는 유제품으로 다양한 종류

가 있다. 크림 소비가높은몇몇국가들에 있어서지방을 기

피하는다른국가들과 다르게크림생산은지속 으로성장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터 생산량은 2008년에 450만 톤이 50개국의 나라에서

생산되었고, 이것은 2007년보다 15만 톤 더 많은 양이지만, 

최근 10년간가장낮은 생산량을기록했던 2003년보다는 40

만 톤 더 많은 양이다. 20세기 반 이후로 미국은 더 많은

버터를 생산하 고, 같은 기간 동안 EU에서의 버터 생산은

감소하여 세계 으로 볼 때 비교 안정 인 생산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2009년 세계 버터 생산은 격한변화

가 없을 것으로 상된다. 27개 EU 국가의 버터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50% 정도 으나, 1990년 하반기에 버터

시장 유율은 50% 이상이었다. 2009년에는 버터 과잉 공

상으로 재고가 증가하 다.

2008년세계치즈생산은지속 으로 성장을하 으나성

장 증가율은 감소하 다. 2005년 4.3%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2008년 1.1%의 증가율은 2003년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

율이다. 2009년에는 세계 치즈 생산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상되었다. 치즈의 주요 생산 지역은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이다. 이들 지역의 치즈 소비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로

외식 산업과 피자소비의 향을 받아 2008년에 1% 이하의

낮은 생산율을 나타내었다. 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유럽연

합에 가입한후 가계수입 증가로인한 구매력의 증가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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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치즈가 소비되었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 우유 가

격의상승과 경제의 축으로 동부유럽시장의치즈유통이

감소되었다.  

치즈 생산력의 둔화는 EU의 치즈 생산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한 제 3국으로의 수출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조 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의 치즈 생산은 증가하 다.

2008년 농축유(연유; condensed milk) 생산은 안정된 상태

를 보 다. 유럽연합과 북미는 여 히 농축유의 주요한 생

산 국가이다. 2008년 미국에서의 농축유 생산은 10% 더 증

가한반면유럽연합은 년도와 비교하여 거의변하지 않았

다.

가당연유는 디 트로 소비되기도 하는데, 몇몇 독립국가

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991년까지

소련 연방의 일원이던 독립 국가들)국가에서 주로 생산된

다. 동유럽에서의 연유 생산은최근몇 년동안변하지않은

반면에 페루, 국, 싱가포르, 타이, 남아 리카에서 상당량

의 연유가 생산되었다(FAO 보고서).

분유의 생산은 년도보다 증가하 다. 지분유의 생산

은 2008년도에 약 9% 성장하 고, 탈지분유는 약 8% 증가

하 다. 이러한 분유 생산의 증가는 으로분유 수요 증

가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잉여 우유의처리를 하여 분유

로 제조된 측면이 있다.

최근몇 년 동안탈지분유의 생산은 감소된 반면, 지분

유의생산은 계속해서 증가하 다. 2008년 에 지분유의

생산량은국제 인 수요와높은 가격에의해 국을제외한

여러 지역에서 증가하 다. 이것은 유럽연합에서 9년 동안

지속 으로 지분유 생산이 감소한 후에 증가된 것이다. 

라질, 칠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분유의생산이 격

히 증가하 다. 2004년 이후로 국은 지분유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이다. 

탈지분유의 경우 2008년 생산량은 25만 톤으로 7.8% 증

가하 다. 이러한증가의 주된 원인은미국에서탈지분유의

제조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탈

지분유를 제조한다. 그러나 2008년 미국 탈지분유생산은

EU 수 에 도달하 다. 2008년 오세아니아와 스 스에서

탈지분유생산이증가되었으나 EU, 동유럽과일본의생산량

은 감소하 다. 

6. 소비 황

2008년액상우유의소비량은〈Fig. 3〉과 같다. 액상우유의

소비는 서유럽, 북미, 일본과 같은 정체된 시장에서는 감소

하고있으나,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동 지역 그리고인도

에서는소비량이증가하고있다. 발효유와유음료(milk drink)

Fig. 3. Consumption of liquid milk (kg per capita). Bulletin 

No.438/2009-The World Dairy Situation 2009, by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의 소비는최근에여러지역에서증가하고있다. 그러나 2008

년 소비는 감소되었는데, 그것은 높은 가격과 악화된 경제

상황 때문이다.

2008년버터 소비량는〈Fig. 4〉에나타내었다. 랑스, 독

일, 오스트리아 스 스의 버터 소비량은 높지만, 북미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소비량은 매우 낮다. 인도와 러시아 지

역은 지방성 유제품인 버터를 선호한다. EU에서 버터의 소

비는 최근까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8년 러시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에서 일인당 버터의 소비량은 증가

하 다. 우리나라는 버터 소비량이 2004년과 2007년 동안

일정한 소비량이 유지되다가 2008년 0.1 kg(per capita)이 감

소되었다. 

2008년세계치즈소비량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Fig. 

5), 이는 외식산업의 축으로 인한결과이다. 독일과 네덜

란드의치즈소비량이감소한반면, 랑스의치즈소비량은

다소 증가하 다. 미국은 경제 상태가 악화되어 일인당 치

즈 소비량이 감소 한 반면 아르헨티나와 러시아의 치즈 소

비는 오히려 증가하 다. 일본의 치즈 소비량은 다소 감소

하 는데, 이는 화폐의 가치 감소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보

Fig. 4. Consumption of butter (kg per capita). Bulletin No.438/ 

2009-The World Dairy Situation 2009, by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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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sumption of cheese (kg per capita). Bulletin No.438/ 

2009-The World Dairy Situation 2009, by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인다. 우리나라에서의 치즈 소비량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2008년 지분유의 소비량은 증가한 반면에 탈지분유의

소비량은 증가하지 않았다. EU에서의 탈지분유 소비량의

경우, 2006년까지 송아지 사료로 소비하는 양이 유럽 생산

량의 1/3을 차지했다. 그러나 사료를 통한 탈지분유 소비가

50% 정도감소되었기 때문에 체 탈지분유의 소비량은감

소한것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에들어와서도송아지사료

로사용되는 탈지분유소비량은 계속해서 낮아탈지분유소

비량의 증가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 유제품 교역 황

세계 유제품 교역의 체 인 양은 2008년에 4,200만 톤

으로 조사되었다. 이 년도에 비해 120만 톤 더 은 양이

다. 이 세계 교역량은 EU 회원국 사이의 교역을 제외한 수

치이다. 2009년 기에 유제품의 국제 인 교역은 재정

기와 경제 불황에 의해 더 축되었다. 

유럽연합과뉴질랜드는 가장 큰낙농품 수출국으로국제

인 교역의 60% 이상의 시장 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6). 2008년에 뉴질랜드의 시장 유율은 다

소 감소하 는데, 그것은 2007/08 시즌의 우유 생산이 낮았

고, 재고품의 부재와 2008년 하반기의 구매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에 뉴질랜드는 시장 유율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미국의 시장 유율은 계속해서 확 되었는데, 우

유생산, 탈지분유, 버터, 치즈제품의 생산이증가되었기때

문이다. 미국은 2007년과 2008년에 오스트 일리아보다 더

많은유제품을 수출하여 EU와뉴질랜드에이어 3 의 유제

품 수출국이 되었다. 라질과 벨로루시 한 2008년에 수

출량이증가하 고, 국은멜라민 동 까지유제품시장

에서 지분유의 주요한 수출 국가 다.

유제품의 주요수입 국가들은 미국, 멕시코, 러시아, 일본

Fig. 6. Export of dairy products to third contries. Redrawn from 

Bulletin No.438/2009-The World Dairy Situation 2009, by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은 2008년보다 수입량이 감소하

는데, 그것은 엔화의 가치감소 때문이며, 국은 멜라민

동으로 년도보다 더 많은 유제품을 수입하 다. 

결 론

향후 우유 생산량은 OECD에가입하지않은 국가의 생산

량에의해큰 변화가있을것이다. 이들국가들의총 생산량

은 체 증가량의 81%을 차지할 것이다. 이 증가량의 부

분은 인도, 국 키스탄에서 생산될 것이며, 지분유

와 버터 역시 인도, 키스탄, 국에서 많이 생산될 것이

다. 라질 한높은 지분유 생산을통하여 세계 낙농 산

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상된다.  

EU는 우유 생산 국가를 확 시키기 하여 2015년에 우

유 생산 쿼터 제도 폐지를 결정하여 우유 생산 가격 변

동이 심화될 것으로 상되며, 향후 미국의 우유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으로, 2009년세계낙농상황은변동의어두운측면

이라고할수있다. 지난 2년을거쳐유가공산업은매우어려

운상황을경험하고있는 이다. 2007년우유가격이정 에

도달한 이래로, 2009년 반의 우유 가격은 지난 십년간 가

장 낮은 수 으로 떨어져많은변동폭을보 다. 특히, 2008

년에는 소비량보다 더 많은 우유가 생산되어 버터와 분유와

같은유제품의재고가증가하기도 하 다. 향후유가공시장

은경제회복과함께성장의길로다시 어들것이고, 장기

으로는이러한큰변화가없이안정 인시장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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