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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 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

통상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고병원성] `15년 5월 현재 15개주 170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확인 : △상업용 가금류 154건, 소규모 가금류 16건 

발생 △총 170건 중 166건이 변종 바이러스 △최근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에 집중 발생, 가금 38백만 마리 살처분 

                * AI 발생에 따른 시장 동향 △ 닭, 전년대비 6.8% 수출 감소 전망 △ 칠면조, 공급 감소에 따른 가슴살 정육 가격 전월대비 

10% 상승 △ 계란, 전월대비 중서부지역 계란 가격 58% 상승

[원산지표시제]美육류 원산지표지제(Country-of-Origin Labeling) WTO 규정 위배 판정 (5.18) : △WTO Dispute Settlement 

Body는 5.29일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서 채택 예정 △캐나다·멕시코는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가능성 시사 △美하원 

농업위원회는 COOL제도 폐지를 위해 농산물유통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반면 美상원 조치는 불투명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미국 고병원성 AI 관련 동향

1 미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 (USDA-APHIS 발표내용 정리)

○ (발생건수) ‘14.12.19일 오레건 주를 시작으로 ‘15.5.18일 현재까지

15개 주 170개 농장에서 확인됨.

- 총 170건 중 상업용 가금(commercial poultry)에서 154건(닭 36,

칠면조 118), 소규모 가금(backyard poultry)에서 16건이 발생

* 이 밖에도 사육하는 사냥용 매 등에서 5건, 야생조류에서 72건이

추가로 확인됨.

- 총 170건 중 166건이 H5N2형 변종 바이러스(유라시아 바이러스와

미국 바이러스가 합쳐진 변종)이며, 나머지 4건은 H5N8형 바이러스

○ (발생지역) 미 대륙을 종단하는 4개 철새이동경로(flyway) 중 3개

flyway를 따라 발생하는 양상을 보임(최근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에

집중 발생).

* 미네소타는 칠면조 최대 생산지, 아이오와는 계란 최대 생산지로

알려짐.

① Pacific flyway : 오레건(2), 워싱턴(5), 아이다호(1), 캘리포니아(2)

② Central flyway : 캔자스(1), 몬태나(1), 사우스다코타(9), 노스다코타(2),

네브라스카(2)

③ Mississippi flyway : 미네소타(82), 미주리(3), 아칸소(1), 위스콘신(9), 아이오와(49),

인디애나(1)

④ Atlantic flyway : 현재까지 발생 없음.



<미 대륙 4개 Flyway> <고병원성 AI 발생州)>

○ (피해현황)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가금 38백만 마리 살처분

- 닭(산란계) 32백만 마리(총 사육마리수 362백만 마리의 약 9%)

- 칠면조 6백만 마리(연간 사육마리수 238백만 마리의 약 2.5%)

- backyard poultry 7천여 마리

2 미국내 가금육·계란 등 시장동향

□ 가금육·계란 생산규모(2013/2014)

(단위 : 백만 마리(개), 백만 달러)

연도 닭고기(Broiler) 칠면조 닭고기(기타) 계란 계

2013
생산량 8,534 240 186 97,555

생산액 30,762 4,840 88 8,679 48,368

2014
생산량 8,544 238 188 99,768

생산액 32,724 5,304 97 10,166 48,292

(출처 : USDA, Poultry - Production and Value, 2014 Summary, 2015.4월)

□ 농무부 생산 전망 (Livestock, Dairy, and Poultry Outlook,

2015.5.18)

○ (닭고기) 2015년 1분기 생산은 4,400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하였고, 2015년 전체 생산량은 18,230천톤으로 전년대비 4%

증가 전망

* AI로 인한 중국, 한국 등의 미국산 가금육 수입중단 및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2015년 닭고기 수출은 2014년 3,313천톤 대비 6.8% 감소한

3,086천톤 전망



○ (칠면조) 2015년 1분기 생산은 648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하였고, 2015년 전체 생산량은 2,712천톤으로 전년대비 3.9%

증가 전망

* AI로 인한 칠면조 6백만 마리 손실에 따라 2∼3분기 생산이 소폭

감소할 전망이나 병아리 생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연간 총 생산은

증가할 전망

○ (계란) 2015년 1분기 생산은 21,456백만개로 전년동기 대비 1% 증가하였으나,

2015년 전체 생산량은 86,400백만개로 전년대비 0.7% 감소 전망

* AI로 인해 5월초까지 산란계 26.8백만 마리 손실에 따른 영향(※5.18일

현재 32백만 마리)

□ 가격 관련 언론보도 동향

○ (닭고기) 육계(broiler)는 금번 AI 피해를 입지 않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수출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음(CNBC,

'15.5.6).

○ (칠면조) 칠면조 5.6백만 마리 살처분에 따라 공급이 다소 감소,

가슴살 정육 가격이 파운드 당 $3.37로 4월 중순 대비 10% 상승

(AP, '15.5.12)

○ (계란) 가장 피해가 큰 부문으로 전국 산란계의 10% 가량 피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중서부지역 계란 가격 상승(CBS, '15.5.19)

- 중서부지역 계란(large egg) 가격이 12개당 $1.88로, 아이오와州에

AI가 첫 발생한 지난달의 $1.19에 비해 58% 상승(CBS, '15.5.19)

/끝/

※ 내용 관련 문의 : 김준걸 수의검역관 (202-641-8698, bluepine31@gmail.com)



미국 육류 원산지표시제(COOL) 관련 분쟁 동향

미국 육류 원산지표시제(Country-of-Origin Labeling)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난 5.18일 WTO 판정과 관련, 미국내 관계기관 및 이해단체별 입장과 향후

조치에 대한 발표 및 언론보도 요지 정리

1 WTO 판정

○ WTO는 미국의 육류 원산지표시제(COOL)가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류 수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라고 판결함

- 2015.5.18일 WTO appellate panel은 미국의 육류 COOL 제도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하였고, WTO Dispute Settlement

Body는 5.29일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서 채택 예정

2 이해당사국 동향

○ DSB에서 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던 캐나다․

멕시코 측은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WTO

차원에서 절차를 개시할 예정

○ 캐나다 농업부 Gerry Ritz 장관은 미국산 농산물(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체리, 초콜릿, 냉동 오렌지주스 등)에 대해 빠르면 늦여름부터

연간 20억불에 달하는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함.

3 이해단체 및 관계기관별 입장 및 향후 조치

○ 미국내 COOL 반대단체들은 COOL 제도의 조속한 폐기를, COOL

지지단체들은 제도 폐지를 논하는 것을 너무 이르며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엇갈린 입장

- (COOL 반대단체) 북미육류협회(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축우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등 반대단체들은

무역장벽인 COOL 법률을 의회에서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성명서

발표



- (COOL 지지단체) 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농민연맹(National Farm Union) 등 COOL 지지단체들은 WTO

판결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실망감을 표하면서,

COOL 제도를 존속시키면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섣부른 의회의 개입에 우려를 표함.

○ 미농무부(USDA)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해결 방안을 모색중.

- (농무부) Tom Vilsack 농무장관은 농무부는 의회에서 입법된 COOL

관련 법률을 집행할 뿐이며, 현행 미국 법률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WTO를 만족시킬 방안을 농무부 차원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USTR) Tim Reif USTR General Counsel은 모든 대안을 검토중이며,

향후 대응방안을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과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힘.

- (미 하원) 미 하원 농업위원회는 육류 COOL 제도 폐지를 위해

Michael Conaway 의장이 발의한 농산물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ct) 개정법률안을 2015.5.20일 의결함.

- (미 상원) 상원 농업위원회 의장인 Pat Roberts(공화-캔자스)

의원은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 COOL 폐지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고려중이라고 언급한 반면, Dianne Feinstein(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수출장애를 해소하면서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할 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여 상원에서의 조치는 불투명

/끝/

※ 내용 관련 문의 : 김준걸 수의검역관 (202-641-8698, bluepine31@gmail.com)



<참고자료>

□ 원산지표시제(COOL) 개요

○ 식품소매점에서 농산물의 원산지 정보를 표시(Country-of-Origin

Labeling) 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한 제도

* 대상제품 : 육류, 어패류, 과채류, 견과류 및 인삼류 - 가공식품은

해당되지 않음.

* 대 상 자 : 농산물 거래에 관한 법률인 신선농산물법(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에서 규정한

식품소매점(retailer)

□ 도입 경위

○ 2002년 농업법(Farm Bill)에서 농산물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ct)을 개정하면서 도입, 2004년과 2005년 유예법안을 통해 두 차례

시행 연기

○ 2008년 농업법(Farm Bill)을 통해서 시행되었으며, 시행 세부규정

(연방규정 7 CFR Part 60 및 65, USDA AMS 소관)은 2009.3.16일에

발효됨.

- 특히, 육류의 경우 3가지 생산단계(출생, 사육, 도축)가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미국산(Product of the US)으로 표시 가능

<표시 사례>

* 미국에서 출생, 사육, 도축한 경우(완전 미국산) : Product of the US

* 외국에서 출생한 가축을 수입(사육)하여 도축한 경우 : Product of

the US and Canada 등으로 출생·사육국가를 병행 표기

* 수입육류의 경우 : Product of Canada 등 해당국가 표기

□ 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당사자별 입장

○ 특히 육류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 미국내 많은 축산단체와 식품업계가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한 제도라고 지속 반대



* COOL은 식품안전(food safety)과는 상관없는 소비자 정보

(consumer information)에 관한 사항일 뿐이며,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육류 구매시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COOL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책으로 볼 수 없음(American Meat

Institut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등).

○ 특히 캐나다․멕시코 등 미국으로 (도축용) 가축을 수출하는

수출국들은 COOL이 무역을 왜곡하는 제도라는 입장

○ 반면, 일부 축산단체와 소비자단체는 미국인들이 식품의 원산지를

알고 싶어 하고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COOL 제도 옹호 입장

* COOL이 식품안전을 목적으로 한 제도는 아니지만 식품의 품질과

잠재적인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National Farmers Union, R-CALF, Food & Water

Watch 등).

□ 2009년 COOL 규정에 대한 WTO 분쟁 (1차 분쟁)

○ 캐나다․멕시코는 COOL이 자국산 소와 돼지의 대미 수출을 감소시키는

무역왜곡 효과가 있다고 WTO에 분쟁 패널 설치 요구(2009.10월)

○ WTO DS panel 판정(2011.11월) - COOL은 ①수입산 가축에 대해

차별적이며, ②육류의 원산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WTO AB 판정(2012.6월) - ①캐나다․멕시코산 가축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DS panel의 판정은 지지. 다만, ②COOL이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판정은 기각

* 미국 정부는 WTO가 소비자들에게 육류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미국의 권리를 옹호하였다면서 AB의 판정을 환영하였으나, 미국

축산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임.

○ WTO DSB(2012.7.23) : AB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미측에 WTO의 판정과

권고에 따르도록 2013.5.23까지 이행 기한을 부여



□ 2013년 COOL 규정에 대한 WTO 분쟁 (2차 분쟁)

○ USDA는 WTO의 권고에 따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연방규정 중

육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여 시행(2013.5.23) * 6개월

계도기간 부여

- 주요 개정내용은 ①각 생산과정(born, raised, slaughtered)을 모두

표시토록 하고, ②원산지가 다른 제품들을 섞어서 표시·판매하지

않도록 함.

<표시방법(예시)>

적용사례 2009년 COOL 2013년 COOL

미국에서 출생, 사육, 도축한

경우(완전 미국산)
Product of the US

Born, Raised, and Slaughtered in

the US

외국에서 출생한 가축을

사육하여 도축한 경우

Product of the US and

Canada

Born in Canada, Raised and

Slaughtered in the US

도축용으로 가축을 수입하여

도축한 경우

Product of the US and

Canada

Born and Raised in Canada,

Slaughtered in the US

수입육류의 경우 Product of Canada Product of Canada

○ 이해당사자 반응

- COOL 지지자들은 원산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환영한 반면, 국내 반대자들은

이전의 규정보다 더 차별적이고 가공업체․유통업자들에게 기

록관리 부담을 가중하여 소비자의 추가부담을 야기한다며 비난

○ 캐나다․멕시코는 개정 규정에 실망을 표하고, 개정 규정이 WTO의

판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요청(2013.8월)

- 개정 규정은 WTO DSB 권고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TBT협정

제2.1조 및 GATT 제3.4조의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배되고, TBT협정

제2.2조에 위배되는 과도한 무역제한 조치(2013.10.31 캐나다 측

서면입장서)

○ WTO appellate panel은 미국의 육류 COOL 제도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2015.5.18)



[주가] 재경관실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5.20 5.21 5.22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6,576.66 17,983.07 17,416.85 18,214.42 17,976.31 18,312.39 18,285.40 18,285.74 0.00% 1.72% 1.68%

Nasdaq 4,176.59 4,777.44 4,683.41 4,987.89 4,947.44 5,070.03 5,071.74 5,090.79 0.38% 2.90% 6.56%

S&P 500 1,848.36 2,080.35 2,021.25 2,110.74 2,086.24 2,127.83 2,125.85 2,130.82 0.23% 2.14% 2.43%

KOSPI (한) 2,011.34 1,915.59 1,949.26 1,985.80 2,041.03 2,139.54 2,122.81 2,146.10 1.10% 5.15% 12.03%

NIKKEI (일) 16,291.31 17,450.77 17,674.39 18,797.94 19,206.99 20,196.56 20,202.87 20,264.41 0.30% 5.51% 16.12%

FTSE100 (영) 6,749.09 6,547.00 6,810.60 6,949.73 6,891.43 6,995.10 7,007.26 7,013.47 0.09% 1.77% 7.12%

DAX (독) 9,552.16 9,805.55 10,737.87 11,327.19 12,086.01 11,853.33 11,848.47 11,864.59 0.14% -1.83% 21.00%

[금리]  (단위: %)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5.20 5.21 5.22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년) 0.78 1.1 0.77 1.01 0.93 1.01 0.98 0.95 -0.03 0.02 -0.15

T/NOTE (10년) 2.99 2.20 1.77 2.03 1.96 2.27 2.26 2.19 -0.07 0.23 -0.01

T/NOTE (30년) 3.90 2.76 2.33 2.63 2.55 3.05 3.06 2.98 -0.08 0.43 0.22

LIBOR (Dollar,3월) 0.25 0.26 0.25 0.26 0.28 0.28 0.28 0.28 0.00 0.00 0.02

Mortgage Rate
(30년 고정)

4.63 3.86 3.55 3.77 3.73 4.01 4.00 3.98 -0.02 0.25 0.12

[환율]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5.20 5.21 5.22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55.40 1,090.95 1,093.50 1,098.40 1,109.50 1,096.00 1,094.00 1,090.10 -0.36% -1.75% -0.08%

Y / US$ 105.30 119.55 117.80 119.17 120.08 120.97 121.02 120.79 -0.19% 0.59% 1.04%

US$ / EUR 1.3736 1.2128 1.1338 1.1214 1.0780 1.1105 1.1112 1.1157 0.40% 3.50% -8.01%

CNY / US$ 6.0628 6.2184 6.2507 6.2696 6.2026 6.2051 6.2022 6.1962 -0.10% -0.10% -0.36%

[유가]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5.20 5.21 5.22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8.42 54.12 44.53 48.17 48.68 57.26 58.98 60.72 2.95% 24.73% 12.20%

Dubai ($/배럴) 107.88 53.62 44.63 58.42 53.95 62.79 61.75 62.68 1.51% 16.18% 16.90%

* 최종종가 기준 작성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5.5.22 금)

DOW(0% 상승) KOSPI(1.10% 상승) 달러 환율(0.36%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