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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산과 국산 간의 경쟁

은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세계 인 시장 개방은 우리 농

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확 하고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해 2008년에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

하고 련 정책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정부의 농식품 

수출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해 3월에 ‘농식품 수출 T/F'를 구성하고 정책지원

연구를 시작하 다. 

  정부의 수출확 정책과 외여건에 힘입어 2008년 농식품 수출은 44억 달러

로 년 비 17% 증가하 다. 년에는 정부를 심으로 농식품 수출을 해 

지속 으로 노력해 왔으나 4월까지 14억 달러를 수출하여 년 비 0.1% 감소

하 다. 하지만 동기간에 국가 체 수출액이 23%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어려운 

내외여건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선 했다고 평가된다.

   우리 농산물의 품질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검역 등 통 의 

문제, 수출 농산물 생산에 한 경험의 부족, 분산된 소규모 생산 농가의 문제 

등을 극복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각 받는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

능성을 실 시키기 해서는 품질 리, 소규모 생산자의 조직화, 시설투자, 해외

시장 개척 등 생산에서 해외 매  사후 리에 이르기까지 제반 문제에 한 

검과 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연구원에서 운 한 농식품 수출 T/F 활동을 마무리한 것으로 지

난 6월에 개최한 ‘농식품 수출의 실진단과 정책방향’이란 심포지엄의 발표내

용을 수정⋅보완하 다. 이 연구는 농식품 수출확 를 한 세부 이고 구체

인 정책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농식품 수출의 실과 재 추진 인 사업들을 



검하고 정부의 농식품 수출목표달성을 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 을 

두었다. 이 연구결과가 농식품 수출목표 달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 하

며, 짧은 기간에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2009. 6.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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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우리나라 수출유망 농축산물의 국제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5～18배

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크다. 사과와 닭고기의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18배에 이르고 토마토와 돼지고기는 각각 12배와 10배 수

이다. 가장 큰 시장은 유럽이나  EU 회원국 간의 교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수출 증  가능성은 시장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그

러나 러시아 시장은 과일, 채소, 육류 등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마 은 수출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아시아와 북미 그리고 러시아 시장에 집 될 필요가 있다. 가격경쟁력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 수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선호 소비계층을 창출하기 해

서는 지리  이 , 품질과 품종의 차이 등을 이용한 마 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1995년 34억2천만 달러에서 2008년 44억 달러로 연

평균 1.9% 증가하 다. 그러나 농식품 수출 품목  신선식품 수출이 차지하

는 비 이 낮아 수출을 통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

과 생산자의 수출계약 기문제, 수출물량 확 에 따른 국내 수 불안문제, 

정부와 지자체부의 농식품 수출지원의 유사․ 복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

다. 단기 인 수출목표 달성을 해 무리하게 여러 정책이나 지원을 추진할 

경우 도덕  해이나 산낭비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  

에서 수출을 한 인 라를 구축하고, 농식품 수출의 여러 정책들이 유기

으로 결합하고 추진속도를 조 하여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내 농업의 생산과 수출규모의 세성은 고품질 수출물량의 안정 인 확보 

어려움, 체계 인 품질 리시스템 미약, 가격경쟁력 향상 어려움, 수출 수익 

변동성 증가 험 등을 래하고 있다. 수출을 지속 , 안정 으로 증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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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는 이들 장애요인들을 구조 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수출증 의 주요 장애요인들을 구조 으로 해결할 수 있는「국가 수출

표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국가 수출 표조직」 운 은 재 정책

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 문생산단지,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농

축수산물 품목별 표조직 육성사업과 연계시켜 단계별 기능들을 일원화해

야 한다.

◦ 수출을 지속 으로 증 시키기 해서는 일정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리

온실 등의 시설이용률을 높이거나 신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시설원

 농산물의 수출 확 를 해 종자비와 열비 감 책이 필요하며 신재

생에 지 개발  이용방법에 한 교육 체제를 갖춰야 한다.

◦ 우리나라 가공식품 수출 실 은 2008년 22억 달러로 체 농식품 수출액의 

반 수 이다. 식재료 수출은 2008년에 6억 달러 정도 수출한 것으로 추정

된다. 가공식품이나 식재료 수출 지원책으로는 물류비 지원이 부분이며 지

자체별 차별 지원 등으로 해외 시장 질서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직 인 지원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배려하는 지원 략 수립이 

필요하다. 구체 인 개선 과제는 주요 시장  주력 상품 선정 후 집 지원, 

정보 인 라 구축  제품 홍보 지원 확 , 상품 아이템  련 기술 개발 

지원, 물류 효율성 제고, 로벌 네트워크 활용 강화, 생  식품 안  리 

강화 등이 있다.

◦ 수출용 농산물 생산 상의 주요 문제 으로는 외국 품종에 한 큰 의존성, 

수입국 안 성 기  강화, 수입국 기호에 맞는 상품 생산 미흡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 양질의 국산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로열티 

수입증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한 우수 품종을 렴하게 공 할 수 있

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수출농산물의 안 리수  향상을 해 우수농산

물 리제도(GAP)를 용해야 할 것이다. 수출농산물 품질  등 의 균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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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 공동 선별, 포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시설 화 등을 통해 종합

환경제어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는 단체를 

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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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ategies for Promoting Agro-Food Exports

 In 2008, the Korean government set up a goal of achieving 10 billion 
dollars in agro-food export to create new demand sources and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this study reviewed the situation of overall agro-exports and export promotion 
projects and provided improvement strateg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lthough the world's biggest market for agricultural products is EU,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expanding Korea's agricultural exports to the region 
due to mostly intra-trade. Sales strategies for agro-food in the future have to be 
focused on Asia, North America, and Russia. With respect to the export of 
seasonal agricultural product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competing with us.

(2) If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s simultaneously many policy 
projects or support programs to achieve the short-term goal of increasing 
agro-food exports, it may cause moral hazard or waste of mone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agro-food exports with the long-term view of 
building infrastructure and unifying export support channels. To minimize the 
harmful effec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many assistance projects fostering 
agro-exports should be kept in balance.

(3) Commodity-based organizations should be built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with agro-food exports. This project must be linked with other 
export promoting organizations such as horticultural corporations.

(4) In order to improve the logistics for expor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utilize the storage warehouse of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as an export logistics center. Other measures needed to increase 
agricultural export include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publicity on 
post-harvest management and promotion of food safety through the supply of 
pesticide residue testing equipment that are convenient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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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o increase farm income, domestic price of agricultural produce 
should be supported by exporting the surplus. To increase exports continuousl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facility usage rate and secure a certain amount 
of produce or install new facilities. For the expansion of horticultural exports, 
it is necessary to set up measures to reduce seed purchase cost and heating 
cost and be equipped with an education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6) In regard to agricultural production for export, it is necessary to 
reduce royalties on foreign varieties and develop high-quality domestic 
varieties. Also, it is necessary to adopt Good Agricultural Practices and induce 
uniformity in the quality and g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education of 
farmers and related groups should be strengthened.

(7) As for the measures supporting the export of processed foods and 
food materials, most assistance is made in the form of logistics assistance. 
Also, there is the problem of overseas market disruption due to separate 
assistance by regional governm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strategic 
planning of assistance in consideration of market efficiency instead of direct 
assistance. 

Researchers: Choi Sei-Kyun(Ph.D), Tae-Hun Kim(Ph.D), Kyung-Phil Kim(Ph.D), 
Sounghun Kim(Ph.D), Youn-Jung Kim(Ph.D), Seung-Yonh Gouk(Ph.D), 
Oh-Bok Kwon(Ph.D), and Dae-Hee Chung 

Research period: 2009. 3. - 2009. 6.
E-mail address: skchoi@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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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 우리나라 농업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 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농업 소득이 증

가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공 과잉이 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농

수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확 하고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해 2008년에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련 정책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2년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을 100억 달러로 증가시키기 해서는 연평균 

21.6%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함. 이는 지난 5년(2003～2007) 간 수출 성장률 

5.9%보다 3.7배 높은 것으로 특단의 수출증  로그램이 필요함.

◦ 수출 1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해서는 신상품 개발, 신시장 개척, 생산-유통

-가공-수출의 연계 강화 등 기존의 수출 략을 보다 공격 으로 환시킬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에서는 “2012년 농식품 100억불 수출을 한 세부추진계획(2008. 

12)” 등을 수립하여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 이러한 계획은 실천성, 효과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가와 수정

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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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수출 련 선행연구들은 체로 품목별, 국가별, 세부 사업별로 수행

되어 왔으며 농식품 수출을 반 으로 검하고 특히 기능별로 근한 연

구는 부족함.

◦ 농식품 수출 증 를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농식품 수출 련 정부  민간의 계획을 종합·분석하여 필요시 안을 제시

하고 효율 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 정책을 종합,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개방화 진 에 따라 축소되는 국산 농수산물의 수

요를 해외 시장에서 창출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 와 농어  활성화에 기여

하기 해 극 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 사업과 련된 실 진단

과 개선방안 제시임.

◦ 보고서는 먼  (1)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 는 수출 잠재력을 가진 

농산물의 세계 시장을 분석하고 (2) 농식품 수출의 황과 수출지원제도에 

해 살펴 . 다음으로 (3) 수출증 의 여러 장애요인들을 구조 으로 해결

하여 안정 으로 수출을 증 하기 한 농산물 수출조직 강화방안을 검토하

고 (4) 농식품 수출증 를 한 수출물류 황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

함. (5) 수출 농산물의 주요 상이 되는 시설원  실태와 발 방안에 해 

살펴보고 (6)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략과 (7) 가공식품  식재료 수출의 

황을 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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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세계 농산물 잠재 수출시장 분석

1. 분석 상 품목

◦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수출은 2000년 30억 달러에서 2008년 44억 달러로 증

가하 고, 특히 2008년에는 년 비 17.1%의 높은 성장을 이룩하 음. 그

러나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자는 2004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

래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188억 달러로 확 되었음. 

- 시장개방의 확 는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 수입산과 국산 간의 경쟁을 심

화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

음. 국제 농산물 교역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자, 시장개방에 따른 국산 농산물 시장의 축소 등

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는 확 되는 세계 농산물 시장에 극 으

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해서는 수출 가능 품목을 심으로 세계 

농산물 시장을 분석하여 기회를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수출 유망 농산물로는 곡물 가운데 ,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 닭고기, 과

일 가운데 사과, 배, 감귤, 포도, 단감, 채소 가운데 토마토, 딸기, 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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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버섯, 그리고 화훼류 등이 주목받고 있음. 그 밖에 인삼, 김치, 장류 등

도 수출이 유망한 품목으로 육성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 는 수출 잠재력을 가진 농산물의 세계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수출 마  략 수립에 필수 임. 시장분석을 통해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수출 시장 개척을 해 검역, 통 , 세 등 무역장벽

을 낮추기 한 정부의 노력과 수출 진을 한 마  략이 수립·시행되

어야 함.

- 여기서는 이러한 수출 유망 품목 가운데 신선 농산물을 심으로 해외 시

장규모와 가격, 지역별 시장 분포, 경쟁국가 등을 분석하 음. 분석 상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감귤, 포도, 토마토, 오이, 버섯, 돼지고기, 닭고

기, , 화 등 12 품목임.

2. 품목별 교역 규모(수입 기 )

◦ 세계 사과 교역 규모는 2002년 539만 톤에서 2006년 697만 톤으로 증가하

고, 수입액은 같은 기간에 31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증가하여 물량 기  

29.2%, 액 기  57.6% 성장하 음. 수입량 증가 폭보다 수입액 증가 폭이 

큰 것은 국제 시장에서 사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2004～

2006년 평균 수입 규모는 661만 톤(44억 달러)임.

◦ 배 교역 규모는 사과의 30% 수 이나 2002-2006년 기간에 물량 기  25.6%, 

액 기  60.6% 증가하여 시장의 성장 추세는 사과와 비슷함. 수입 물량은 

2002년 173만 톤에서 2006년 218만 톤으로 증가하 고, 수입액은 같은 기간

에 11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증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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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교역 규모는 2006년에 339만 톤, 51억 달러 수 임. 포도 수입 규모는 

2002～2006년 기간에 물량 기  31.4%, 액 기  65.8% 증가하 음. 수입

량 증가 폭보다 수입액 증가 폭이 2배 이상 크게 나타나 수입 단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감귤류(맨더린, 탠 린) 교역 규모는 2006년 321만 톤, 25억 달러로 2002년

에 비해 물량 기  32.1%, 액 기  57.9% 증가하 음.

◦ 복숭아 교역 규모는 2006년에 146만 톤, 16억 달러로 사과, 포도 등 다른 과

일에 비해 음. 수입 물량의 증가율도 2002에 비해 13.6% 증가에 그치고 있

음. 그러나 수입액은 같은 기간에 9억 9천만 달러에서 16억 4천만 달러로 

66.3% 증가하여 사과, 배, 포도 등 다른 과일과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냄.

◦ 토마토 교역 규모는 2006년에 542만 톤, 55억 달러 수 임. 토마토 수입 규

모는 2002～2006년 기간에 물량 기  31.9%, 액 기  54.9% 증가하 음. 

토마토 수입 규모는 물량 기 으로는 사과에 미치지 못하지만 수입액은 사

과보다 7억 달러 많은 것임.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등 주요 과실류에 비해 

토마토의 국제 거래량과 교역액 규모가 큼.

◦ 오이 교역 규모는 2006년에 237만 톤, 17억 달러 수 임. 오이 수입 규모는 

2002～2006년 기간에 물량 기  71.7%, 액 기  92.2% 증가하여 과일이

나 다른 채소류에 비해 높은 성장 추세를 나타냄.

◦ 버섯(마른버섯 제외) 교역은 2006년에 43만 톤, 12억 달러 수 임. 버섯 수입 

규모는 2002년 32만 톤, 8억 달러에 비해 2006년 물량 기  13.0%, 수입액 

기  46.9% 증가한 것임.

◦ 돼지고기(내장 제외) 교역 규모는 2006년에 738만 톤, 191억 달러로 신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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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운데 교역 규모가 큰 품목 가운데 하나임. 돼지고기 수입 물량은 

2002년 581만 톤에 비해 26.9%, 수입액은 118억 달러에 비해 61.6% 증가한 

것임.

◦ 세계 체 닭고기 교역 규모는 2006년에 769만 톤, 95억 달러임. 2004～2006

년 평균 수입 규모는 725만 톤, 93억 달러임. 닭고기 수입 규모는 2002년 646

만 톤, 66억 달러에 비해 각각 19.0%, 43.5% 증가한 것임.

◦  교역 규모는 2006년에 약 2천만 톤, 79억 달러 수 임. 이러한  수입 

규모는 2002년에 비해 물량 기  8.5%, 액 기  62.8% 증가한 것임. 수입

액 증가율이 수입 물량 증가율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나 2008년의 곡물가

격 폭등 이 에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 화 교역 규모는 2006년에 100만 톤, 61억 달러 수 임(2006년). 2006년 

화 교역 규모는 2002년에 비해 물량 기  48.3%, 액 기  45.2% 증가한 

것임.

◦ 분석 상 12개 품목의 국제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4배～18배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큼. 사과와 닭고기의 교역 규모는 우

리나라 생산량의 18배에 이르고 토마토와 돼지고기는 각각 12배와 10배 수

임.

   - 2006년 기  교역액은 돼지고기 180억 달러, 닭고기 93억 달러,  71억 

달러, 화 59억 달러고 교역액이 은 오이와 복숭아의 경우도 각각 15억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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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요 농산물의 국제교역 규모(수입 기 , 2004～2006평균)

단 : 천톤, 백만 달러

품   목 수입량(A) 수입액(B) 생산량(C) A/C

사과 6,606 4,414 378 17.5

배 2,105 1,655 442 4.8

감귤 2,937 2,299 614 4.8

복숭아 1,373 1,427 206 6.7

포도 3,189 4,599 360 8.9

버섯 428 1,173 -　 -　

오이 1,860 1,460 400 　4.6

토마토 4,927 5,004 422 11.7　

19,653 7,073 4,816 4.1

닭고기 7,254 9,266 409 17.7

돼지고기 7,044 18,011 709 9.9

화 1,012 5,900 　- 　-

  주: 화와 버섯은 다수의 품목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과의 비교는 부 함.

버섯의 교역자료는 주로 양송이와 송로를 의미함.

자료: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FAO STAT

3. 지역별 수입량 규모

◦ 사과 수입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가장 크고 다음이 아시아, 북미, 

동 순임. 이들 4개 지역이 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 은 93%임. 남미와 아

리카 지역 국가들의 사과 수입 규모는 미미함.

   - 유럽의 사과 수입 규모는 연간 415만 톤으로 세계 수입량의 63%를 차지

하고 있음. 그 밖에 지역별 수입 규모는 아시아 97만 톤( 체의 15%), 북미 

55만 톤(8%), 동 45만 톤(7%), 남미 25만 톤(4%), 아 리카 22만 톤(3%), 

오세아니아 7천 톤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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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수입 규모는 유럽이 가장 크고 다음이 아시아, 북미, 남미 순임. 동, 아

리카,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이 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은 체의 3%

에 불과함.

   - 유럽의 배 수입 규모는 연간 135만 톤으로 세계 수입량의 64%를 차지하

고 있음. 그 밖에 지역별 수입 규모는 아시아 31만 톤( 체의 15%), 북미 

24만 톤(11%), 남미 14만 톤(7%) 등임. 

◦ 감귤류의 수입량도 유럽이 가장 크고 다음이 아시아, 북미 등의 순임. 동, 

남미, 아 리카,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이 감귤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은 체의 3%에 불과함.

   - 유럽의 감귤류 수입 규모는 연간 237만 톤으로 세계 수입량의 81%를 차

지하고 있음. 그 밖에 지역별 수입 규모는 아시아 26만 톤( 체의 9%), 북미 

20만 톤(7%) 등임.

◦ 복숭아 수입 시장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 은 81%(111만 톤)에 달함. 북미

의 복숭아 수입량은 16만 톤 정도로 체의 11%, 아시아의 복숭아 수입 규모

는 5만 톤( 체의 4%) 수 임.

◦ 포도 수입량은 유럽( 유율 60%)이 가장 크고 다음이 북미(25%), 아시아

(11%) 순으로 3개 지역이 체 포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은 96%임.

◦ 버섯 수입량은 유럽이 가장 크고 다음이 아시아, 북미의 순으로 이들 3개 지

역이 체 버섯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은 99%에 달함.

◦ 오이 수입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 은 56%(103만 톤), 북미가 26%(48만 

톤), 동이 15%(29만 톤) 등으로 3개 지역이 체 오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은 97%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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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수입량은 유럽(60%)이 가장 크고 다음이 북미(25%), 동(12%)의 순

으로 이들 3개 지역이 체 토마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은 98%에 달함. 

아시아, 남미, 아 리카,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이 토마토 수입에서 차지하

는 비 은 체의 2%에 불과함.

◦  수입량은 아시아가 가장 많고 다음이 아 리카, 동, 유럽, 남미, 북미의 

순임. 아시아와 아 리카의  수입은 각각 635만 톤, 616만 톤으로 비슷한 

수 이며, 동의 수입량이 357만 톤임. 유럽, 남미, 북미의 수입량은 각각 

147만 톤, 100만 톤, 81만 톤 등임.

◦ 돼지고기 수입량은 유럽이 42%로 가장 크고 다음이 아시아, 북미 등의 순임. 

이들 3개 지역이 체 돼지고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은 97%에 달함.

◦ 닭고기 수입량은 유럽이 310만 톤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아시

아 지역으로 170만 톤(23%)임. 그러나 동 지역 수입량이 100만 톤을 넘어 

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 이 14%에 달하고, 북미 8%, 아 리카 7%, 남미 

4% 등으로 비교  고른 시장 유율을 보이고 있음.

◦ 세계 화 교역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 은 80%에 달함. 북미와 아시아의 

비 은 체의 14%와 5%로 유럽과는 큰 차이를 나타냄. 이들 3개 지역이 

세계 화 교역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 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유럽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음. 

그 다음, 북미와 아시아임. 그러나 의 경우 아 리카와 동 지역 비 이 

높음.

   - 수출 증 를 한 마 은 유럽, 북미, 아시아 등 3개 지역에 집 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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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지역별 수입량 비

단 : %

품목 지역별 비

사과
유럽 아시아 북미 동 남미 아 리카 오세아니아

62.8 14.7 8.3 6.9 3.8 3.3 0.1

배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동 아 리카 오세아니아

64.2 14.6 11.4 6.6 2.2 0.6 0.4

감귤
유럽 아시아 북미 동 남미 아 리카 오세아니아

80.6 8.7 6.9 3.2 0.2 0.2 0.1

복숭아
유럽 북미 아시아 동 남미 아 리카 오세아니아

80.9 11.4 3.5 2.2 1.7 0.2 0.1

포도
유럽 북미 아시아 동 남미 오세아니아 아 리카

59.7 24.8 10.9 2.4 1.3 0.5 0.3

버섯
유럽 아시아 북미 동 남미 아 리카 오세아니아

80.8 10.0 8.3 0.6 0.1 0.1 0.1

오이
유럽 북미 동 아시아 아 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55.8 25.8 15.5 2.8 0.1 0.0 0.0

토마토
유럽 북미 동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아 리카

60.4 25.3 12.4 1.1 0.5 0.1 0.1

아시아 아 리카 동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32.3 31.3 18.1 7.5 5.1 4.1 1.6

닭고기
유럽 아시아 동 북미 아 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42.6 23.4 14.0 7.7 7.4 4.5 0.5

돼지고기
유럽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 남미 아 리카 동

65.6 20.3 11.0 1.4 0.9 0.6 0.2

화
유럽 북미 아시아 동 아 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79.5 14.1 5.1 0.5 0.4 0.4 0.0

자료 : FAO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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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목별 주요 수입국

4.1. 사과

◦ 사과의 최  수입국은 러시아로 2004～2006년 평균 75만 톤을 수입하여 

세계 수입량의 11.3%를 차지하 음. 러시아의 사과 수입은 2002년 36만 톤

에서 2006년 81만 톤으로 2.3배 증가하 음.

◦ 사과 수입 규모가 큰 상  5개국은 러시아, 독일, 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지역에 속함. 북미 지역에서는 멕시코의 사과 수입 규모가 20만 톤

(2006년)으로 가장 크고 다음이 미국, 캐나다 순임.

◦ 아시아 지역에서는 국의 사과 수입량이 15만 톤으로 가장 크고 다음이 사

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순임. 2006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

아의 사과 수입량은 2002년에 비해 각각 18.2%, 45.2% 증가한 15만 톤, 12만 

톤임. 태국, 베트남, 말 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사과 수입도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량이 각각 8-9만 톤임.

◦ 사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지역별로 유럽의 러시아, 독일, 북

미의 멕시코, 캐나다,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 이시아, 동

의 사우디아라비아 등임.

◦ 최  사과 수입국인 러시아 시장(2004～2006년 평균 75만 톤 규모)에 한 

주요 수출국은 폴란드, 국, 아제르바이잔, 아르헨티나, 몰도바 등으로 유럽, 

아시아, 남미의 5개국이 체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 국가별 유율은 폴란드 26.5%, 국 16.9%, 아제르바이잔 7.7%, 아르헨티

나 7.5% 등임. 몰도바의 시장 유율은 감소 추세이며 연도별로 불안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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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이 사과를 수입(74만 톤)하는 주요 국가는 이탈리아(시장 유율 40%), 

네덜란드(14%), 랑스(9%), 벨기에(5%) 등 주로 유럽 국가이며, 이들 국가

의 시장 유율이 68.4%에 달함. 남반구의 뉴질랜드가 독일 시장의 10.3%를 

유하고 있음.

◦ 멕시코는 연간 20만 톤의 사과를 수입하며, 미국( 유율 77%), 칠 (18%), 

캐나다(5%) 3개국의 유율이 99.7%에 달함. 아르헨티나와 뉴질랜드의 시

장 유율은 미미함.

◦ 미국의 수입 사과 시장은 칠 ,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라질 등 남반구 국

가들과 캐나다가 99.5%를 차지하고 있음. 국가별 시장 유율은 칠  51%, 

뉴질랜드 26%, 캐나다 21%, 아르헨티나와 라질 각각 1%임.

- 수입 단가는 뉴질랜드 1.27달러, 칠  1.02달러, 캐나다 0.71달러 등임.

◦ 인도네시아 사과 수입 시장은 국, 미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이 96%를 차지

하고 있음. 국가별 시장 유율은 국 68%, 미국 27%, 뉴질랜드 2%임.

- 수입 단가는 kg당 국 0.56달러, 미국 0.69달러, 뉴질랜드 0.73달러 등임.

◦ 사우디아라비아 사과 수입 시장은 칠 , 미국, 국, 랑스, 이란 등 5개국이 

78%를 유하고 있으며, 국가별 시장 유율은 칠  35%, 미국 14%, 국 

11%, 랑스 9%, 이란 9%임.

- kg당 수입 단가는 칠  0.59달러, 미국 0.60달러, 국 0.56달러, 랑스 

0.75달러, 이란 0.28달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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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

◦ 배의 최  수입국은 러시아로 2004～2006년 평균 30만 톤을 수입하여 세

계 수입량의 14.1%를 차지하 음. 러시아의 배 수입은 2002년 16만 톤에서 

2006년 32만 톤으로 2배 증가하 음.

◦ 배의 수입량이 많은 국가 상  5개국은 러시아, 독일, 국, 이탈리아, 네덜란

드 등 유럽 국가임. 그 밖에 랑스와 벨기에가 각각 수입 규모 면에서 6 와 

8 를 차지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주요 수입국임.

- 독일의 2004～2006년 연평균 수입량은 18만 톤이며, 국, 이탈리아, 네덜

란드, 랑스 등의 배 수입 규모는 각각 12-14만 톤 수 으로 비슷함. 배 

수입 상  10개국은 이상의 유럽 국가 이외에 라질(7 ), 멕시코(9 ), 

인도네시아(10 ) 등으로 상  10개국의 시장 유율은 62.9%임.

◦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과 멕시코의 배 수입량이 각각 9만 톤(2006년)이고 

캐나다의 수입량은 8만 톤임. 멕시코와 캐나다의 수입량은 정체된 상태이나 

미국의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음.

◦ 남미 지역에서 배 수입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라질로 2006년 12만 5천 

톤을 수입하 음. 이는 2003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임.

◦ 아시아 지역의 주요 배 수입국은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

포르 등임. 아시아의 최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의 배 수입 규모는 8만 톤 수

임. 말 이시아와 베트남의 배 수입량은 각각 5만 톤, 4만 톤 정도임.

- 말 이시아의 배 수입량은 2002년 6만 8천 톤에서 2006년 4만 8천 톤으로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반면 베트남의 배 수입은 약간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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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과 싱가포르의 배 수입량은 각각 4만 톤, 2만 5천 톤 수 임. 태국의 

배 수입은 2002년 5천 톤에서 2006년 4만 3천 톤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싱가포르의 수입은 같은 기간에 3만 톤에서 2만 4천 톤으로 감소하 음.

◦ 최  배 수입국인 러시아(30만 톤 수입)에 한 주요 수출국은 남반구의 아

르헨티나를 비롯하여 북반구에서는 벨기에, 네덜란드, 랑스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국 등으로 이들 5개국이 러시아 수입 배 시장에서 차지하

는 비 은 80%임.

- 국의 러시아 시장 유율은 14%로 연간 4만 톤(2천만 달러)의 배를 수

출하고 있음. 국의 러시아 시장에 한 배 수출은 2002년 2만 3천 톤에

서 2006년 4만 8천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 음.

-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러시아 시장에서 시장 유율을 증가시키고 있는 

표 인 국가임. 아르헨티나의 시장 유율은 감소하고 국과 랑스의 시

장 유율은 정체된 상태임.

◦ 러시아의 배 수입 단가는 2004～2006년 평균 kg당 국 0.46달러, 아르헨티

나 0.47달러, 벨기에 0.51달러, 네덜란드 0.54달러, 랑스 0.56달러 등으로 

국과 아르헨티나가 유럽 국가에 비해 가격은 렴하나, 품질격차가 있음.

◦ 독일이 배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유럽지역의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와 남반구의 아르헨티나, 남아 리카공화국 등으로 이들 5개국의 독일 시장 

유율은 90%임.

- 유럽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체의 60%를 차지하고 아르헨티나와 남

아공의 유율이 각각 16.7%와 13.3%임. 

- 네덜란드의 시장 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의 시장 유율은 

안정 인 상태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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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이 수입하는 배의 kg당 수입 단가는 국가별로 이탈리아 1.2달러, 네덜란

드와 남아공 1.1달러, 아르헨티나 0.9달러, 스페인 0.8달러 등임.

◦ 라질은 연간 10만 톤의 배를 수입하며, 아르헨티나의 시장 유율이 83%에 

달하고 나머지 시장을 유럽 국가(포르투갈, 스페인)와 미국, 칠  등이 차지함.

- 국가별 시장 유율은 포르투갈 6%, 미국 4%, 스페인 3%, 칠  3% 수

으로 상  5개국의 시장 유율은 98%에 달함.

◦ 라질의 배 kg당 수입 단가는 미국 0.97달러, 스페인 0.84달러, 포르투갈 

0.81달러, 아르헨티나 0.51달러, 칠  0.49달러 등으로 남반구 국가들의 가격

이 낮은 편임.

◦ 인도네시아 배 수입 시장은 북반구의 국, 미국, 한국, 남반구의 남아공, 호

주 등 5개국이 98%를 차지하고 있음.

- 국의 유율이 93%로 가장 높고 나머지 국가들이 1%로 수입 물량은 

각각 1천 톤 수 임.

- 수입 단가는 kg당 국 0.48달러, 남아공 0.67달러, 호주와 미국 0.73달러, 

한국 0.9달러 등임.

◦ 미국의 배 수입 시장은 아르헨티나( 유율 50%), 칠 (31%), 뉴질랜드(4%) 

등 남반구 국가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국의 유율이 각각 

10%, 3% 수 임.

- kg당 수입 단가는 칠  0.98달러, 아르헨티나 1.13달러, 뉴질랜드 2.60달

러, 국 1.73달러, 한국 2.55달러 등으로 북반구 국가들의 가격이 남반구 

국가에 비해 높음. 한국 배의 가격이 국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의 시장 유율은 2002년 8%에서 2006년 10%로 증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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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포도

◦ 포도의 최  수입국은 미국으로 지난 3년간(2004～2006) 연평균 51만 톤의 

포도를 수입하여 세계 수입량의 16.1%를 차지하 음. 미국의 포도 수입은 

2002년 45만 톤에서 2006년 53만 톤으로 17.8% 증가하 음.

◦ 미국 다음으로 포도 수입이 많은 나라는 독일, 러시아, 국, 네덜란드 등임. 

2006년 독일의 수입 규모는 33만 톤, 러시아의 수입 규모는 32만 톤이었음. 

독일의 포도 수입은 2002년 29만 톤에서 2006년 33만 톤으로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나 러시아는 같은 기간에 10만 톤에서 32만 톤으로 3배 성장하 음.

- 국과 네덜란드의 포도 수입량은 2006년 27만 톤으로 같은 수 이지만 

네덜란드의 수입 증가율이 국보다 높게 나타남.

◦ 세계 포도 수입 시장에서 상  6 부터 10 에 속하는 나라는 캐나다, 랑

스, 벨기에, 폴란드, 홍콩 순임. 

- 캐나다와 멕시코의 2006년 포도 수입량은 각각 18만 톤, 8만 톤 수 이며 

멕시코의 수입 포도 시장은 정체된 상태임.

◦ 아시아 지역에서 포도 수입량이 비교  많은 곳은 홍콩과 국으로 각각 8～

9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음. 키스탄의 포도 수입 규모는 연간 3만 톤 정

도임.

◦ 세계 최  포도 수입국인 미국 시장(50만 톤 수입)에 한 주요 수출국은 남

반구의 칠 , 라질, 페루,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이들이 99%의 시장을 유하고 있음.

- 칠 의 미국 시장 유율은 77%로 연간 45만 톤(8억 달러)의 포도를 수출

하고 있음. 멕시코의 미국 시장에 한 포도 수출은 연간 10만 톤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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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유율은 20% 수 임. 기타 국가들의 미국 포도 시장 유율은 미미한 

수 임.

◦ 독일이 포도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유럽지역의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과 남

아공, 아르헨티나, 칠  등 남반구 국가로 이들 5개국의 시장 유율은 83%에 

달함.

-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체의 54%를 차지하고 남아공, 아르헨티나, 칠

의 유율이 각각 13.6%, 7.4%, 7.4%임. 

◦ 러시아는 유럽 지역의 우즈베키스탄, 터키, 이탈리아와 남반구의 칠 , 남아

공 등으로부터 포도를 수입하며, 이들 국가의 러시아 시장 유율은 82% 수

임. 

- 우즈베키스탄의 유율이 39%로 가장 높고 터키(23.9%), 칠 (8.3%), 이

탈리아(7.0%), 남아공(3.5%) 등임.

◦ 국의 포도 수입 시장은 주로 남반구의 칠 ( 유율 40%)와 북반구에서는 

미국(26%)이 차지하고 있음. 그 밖에 페루, 뉴질랜드, 남아공 등이 국에 포

도를 수출하고 있음.

◦ 캐나다 시장은 미국(53%)과 칠 (33%)가 주로 차지하고 있음. 그 밖에 멕시

코, 남아공, 이탈리아가 1～2%의 시장 유율은 보이고 있음.

4.4. 감귤류

◦ 감귤류의 수입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는 러시아로 수입량이 

2002년 16만 톤에서 2006년 41만 톤으로 2.6배 증가하 음. 200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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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입 규모로는 세계 3 의 수입 시장이지만 2006년 기 으로는 세계 

1 의 시장임. 2006년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은 12.8%임.

◦ 2006년 이  감귤류의 최  수입국은 독일로 2004～2006년 기간에 연평균 

35만 톤의 감귤류를 수입하 으나 독일의 감귤류 수입은 정체된 상태임.

◦ 랑스의 수입 규모는 독일과 비슷한 34만 톤 정도이고 수입 시장이 정체되

어 있는 것도 독일과 유사함. 국의 감귤류 수입량은 연간 30만 톤 정도로 

세계 4  수 임.

◦ 북미 지역에서는 캐나다와 미국의 감귤류 수입 규모가 각각 10-11만 톤(2006

년) 수 임. 캐나다와 미국의 감귤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미국의 

수입량은 2002～2006년 사이에 72.5% 증가하여 수입 시장이 빠르게 확 되

고 있음.

◦ 남미 지역에서 감귤류를 량으로 수입하는 국가는 라질 정도에 불과함. 

라질의 감귤 수입 규모는 2006년 12만 5천 톤 수 임. 이는 2003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임.

◦ 아시아 지역의 주요 감귤류 수입국은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사우디아라비

아, 필리핀 등임. 아시아의 최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의 감귤류 수입 규모는 

7만 톤(2006년) 수 임. 인도네시아의 감귤류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말 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귤류 수입량은 각각 6만 톤, 5만 톤 정

도이며, 수입 시장은 정체된 상태임. 필리핀의 감귤류 수입량은 2006년 4

만 2천 톤으로 2002년 2만 톤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 음.

◦ 독일 감귤류 수입 시장의 92%는 스페인이 유하고 있음. 그 밖에 독일 시장

에 감귤류를 수출하는 국가도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국가이며 모로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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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가 각각 1% 정도의 시장 유율을 나타냄.

◦ 러시아의 감귤 수입 시장은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이 유하고 있음. 아 리

카의 모로코가 34%의 유율로 가장 높고, 터키와 국이 각각 20%, 13%의 

유율을 나타냄. 그 밖에 그루지아, 아르헨티나 등도 각각 6～7%의 유율

을 가지고 있음.

◦ 캐나다에 감귤을 수출하는 국가는 국, 모로코, 미국, 스페인, 칠  등으로 

륙별로 표 인 한 나라씩이 분포되어 있음. 국과 모로코가 각각 28%

의 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스페인, 칠 의 유율은 각각 12%, 8%, 

4% 등으로 상  5개국의 유율은 81%임.

◦ 말 이시아는 국, 아르헨티나, 키스탄 등 3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감귤

이 체의 95%를 차지함. 국의 비 이 90%에 근 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주로 아시아와 동 지방 국가들로부터 감귤을 수입하고, 

남반구 국가 가운데에서는 남아공으로부터 감귤류를 수입하고 있음. 키스탄

의 시장 유율이 35%로 가장 높고 다음이 터키(24%), 바논(11%), 남아공

(8%), 요르단(7%) 등의 순임.

4.5. 복숭아

◦ 복숭아의 최  수입국은 독일로서 지난 3년간(2004～2006년) 연평균 27만 

톤의 복숭아를 수입하여 세계 수입량의 19.9%를 차지하 음. 독일의 복숭

아 수입은 2002년 28만 5천 톤에서 2006년 27만 2천톤으로 약간 감소하 음. 

독일의 복숭아 수입은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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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의 세계 2  수입국은 랑스로 지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은 11만 톤

에 불과하여 독일의 40% 수 임. 그러나 랑스의 2006년 복숭아 수입 규모

는 14만 톤으로 2002년에 비해 51.1% 증가하여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러시아의 복숭아 수입량은 2006년 13만 2천 톤으로 2002년에 비해 2.1배 증

가하 음. 국과 폴란드가 복숭아 수입량에 있어서 세계 4 와 5 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입 규모는 각각 9만 톤, 7만 톤 정도임. 국의 수입량

은 감소하는 추세임.

◦ 유럽 국가들 다음으로 복숭아 수입 규모가 큰 나라는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

로 2004～2006년 연평균 7만 톤, 6만 톤임. 미국과 캐나다의 복숭아 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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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품목별 10  수입국  비

단 : %

품목 수입국

사과
러시아 독일 국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멕시코 랑스 미국 국

11.3 11.1 7.9 5.1 3.3 3.3 2.8 2.8 2.5 2.4

배
러시아 독일 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랑스 라질 벨기에 멕시코 인도네시아

14.1 8.5 6.6 5.9 5.8 5.6 4.8 4.0 3.8 3.7

감귤
독일 랑스 러시아 국 네덜란드 폴란드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우크라이나

11.8 11.3 11.2 10.2 5.6 4.7 3.7 3.2 3.2 2.7

복숭아
독일 랑스 러시아 국 폴란드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19.9 8.3 7.5 6.9 5.1 5.0 4.5 4.4 3.6 2.9

포도
미국 독일 러시아 국 네덜란드 캐나다 랑스 벨기에 폴란드 홍콩

16.1 10.6 9.1 7.8 6.4 5.5 4.7 3.0 2.8 2.8

버섯
국 독일 랑스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일본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27.3 11.8 7.8 7.0 6.0 5.8 5.7 5.6 3.1 2.7

오이
미국 독일 이라크 국 네덜란드 러시아 체코 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23.3 22.4 12.2 6.7 3.9 3.2 3.2 3.1 2.4 1.8

토마토
미국 독일 랑스 국 러시아 사우디 네덜란드 캐나다 이라크 UAE

19.5 13.1 9.1 8.4 7.1 4.3 3.9 3.6 2.3 1.9

필리핀 나이지리아 이란 사우디 이라크 남아공 방 라데시 국 코트디부아르 UAE

7.1 5.7 5.5 5.0 4.5 3.8 3.7 3.4 3.3 2.9

닭고기
러시아 홍콩 국 사우디 일본 멕시코 국 네덜란드 독일 우크라이나

15.5 6.7 6.2 5.7 5.3 5.0 4.7 3.5 3.0 2.6

돼지

고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국 미국 멕시코 랑스 한국 네덜란드

12.2 12.1 11.6 7.8 5.9 5.1 4.5 4.4 3.5 2.7

화
독일 미국 국 네덜란드 랑스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벨기에 캐나다

18.7 16.9 14.5 13.0 7.0 3.2 3.2 3.2 2.7 1.7

자료: FAO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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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품목별 주요 수입국의 수입선

단 : %

품목 수입국
수입선

국가 비 국가 비 국가 비 국가 비 국가 비

사과

러시아 폴란드 26.5 국 16.9 아제르바이잔 7.7 아르헨티나 7.5 몰도바  7.0 

독일 이탈리아 40.2 네덜란드 13.8 뉴질랜드 10.3 랑스 9.4 벨기에  4.9 

멕시코 미국 76.5 칠 18.4 캐나다 4.8 아르헨티나 0.3 뉴질랜드  0.0 

미국 칠 50.6 뉴질랜드 26.0 캐나다 21.5 아르헨티나 1.1 라질  0.4 

국 미국 10.8 칠 7.9 뉴질랜드 2.7 일본 0.1 - -

배

러시아 아르헨티나 27.0 벨기에 24.9 국 13.5 네덜란드 9.3 랑스  5.2 

독일 이탈리아 43.8 아르헨티나 16.7 남아공 13.3 스페인 9.9 네덜란드  6.8 

라질 아르헨티나 82.6 포르투갈 5.7 미국 4.3 스페인 2.5 칠  2.8 

인도네시아 국 93.3 남아공 1.5 호주 1.3 미국 0.9 한국  0.8 

미국 아르헨티나 49.6 칠 31.1 한국 10.6 뉴질랜드 4.1 국  3.0 

감귤

독일 스페인 91.7 이탈리아 2.1 그리스 1.6 모로코 1.4 터키  1.2 

러시아 모로코 34.2 터키 20.4 국 13.1 그루지야 6.9 아르헨티나  5.8 

캐나다 국 28.3 모로코 28.1 미국 11.9 스페인 8.4 칠  4.0 

말 이시아 국 89.3 아르헨티나 3.0 키스탄 2.4 타이 1.4 호주  1.0 

사우디 키스탄 35.1 터키 23.8 바논 10.5 남아공 8.1 요르단  7.2 

복숭아

독일 이탈리아 59.3 스페인 29.7 랑스 6.5 그리스 3.3 칠  0.4 

러시아 그리스 32.0 스페인 19.2 터키 13.7 이탈리아 13.3 국  8.8 

미국 칠 98.8 멕시코 0.9 캐나다 0.2 스페인 0.1 뉴질랜드  0.0 

국 뉴질랜드 51.5 타이 48.5 만 0.0 - - - -

포도

미국 칠 77.0 멕시코 19.7 라질 1.3 페루 0.8 캐나다  0.7 

독일 이탈리아 41.3 남아공 13.6 그리스 12.9 아르헨티나 7.4 칠  7.4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38.9 터키 23.9 칠 8.3 이탈리아 7.0 남아공  3.5 

국 칠 40.1 미국 26.1 페루 1.0 뉴질랜드 0.7 남아공  0.0 

버섯

국 아일랜드 46.2 네덜란드 43.2 폴란드 3.9 벨기에 3.9 랑스  1.5 

미국 캐나다 82.4 국 10.1 멕시코 4.4 일본 1.1 한국  0.8 

러시아 폴란드 87.5 네덜란드 4.5 리투아니아 3.0 체코 2.8 독일  1.1 

일본 국 95.8 북한 1.8 캐나다 0.7 미국 0.5 한국  0.4 

오이

미국 멕시코 79.6 캐나다 11.7 온두라스 7.8 스페인 0.3 도미니카 0.3

독일 네덜란드 54.3 스페인 33.6 그리스 4.1 벨기에 1.9 오스트리아 1.0

러시아 터키 23.8 이란 17.1 스페인 16.2 우즈베키스탄 10.8 국 9.2

싱가포르 말 이시아 97.0 타이 2.6 인도 0.2 호주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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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품목별 주요 수입국의 수입선(계속)

단 : %

품목 수입국
수입선

국가 비 국가 비 국가 비 국가 비 국가 비

토마토

미국 멕시코 84.3 캐나다 14.3 네덜란드 0.8 스페인 0.2 도미니카 0.1

독일 네덜란드 46.2 스페인 31.5 벨기에 9.0 이탈리아 6.9 랑스 2.2

러시아 터키 27.6 우즈베키스탄 14.3 카자흐스탄 12.2 국 11.4 아제르바이잔 8.0

사우디 시리아 87.5 터키 10.2 이집트 1.1 멘 0.7 바논 0.5

필리핀 베트남 82.3 타이 10.0 미국 5.9 키스탄 1.4 국 0.5

나이지리아 타이 36.6 인도 42.4 미국 3.4 국 1.1 한국 4.2

이란 타이 37.7 키스탄 20.9 UAE 12.4 오스트리아 8.8 우루과이 8.0

사우디 인도 72.0 키스탄 10.1 미국 8.0 타이 4.9 이집트 2.0

남아공 타이 66.8 인도 31.6 국 0.4 호주 0.3 키스탄 0.3

닭고기

러시아 미국 70.3 라질 17.3 독일 5.1 랑스 1.8 벨기에 1.3

홍콩 라질 43.3 미국 27.6 국 14.7 칠 2.4 터키 2.3

사우디 라질 77.8 랑스 19.7 아르헨티나 1.2 국 0.4 UAE 0.3

멕시코 미국 89.5 칠 10.4 캐나다 0.1 - - - -

국 네덜란드 45.3 랑스 10.9 라질 10.7 벨기에 6.6 독일 5.8

남아공 라질 77.7 캐나다 6.8 아르헨티나 6.3 국 2.7 호주 2.4

돼지
고기

독일 덴마크 28.2 벨기에 28.0 네덜란드 19.6 스페인 8.6 랑스 3.1

일본 미국 33.3 덴마크 22.8 캐나다 21.5 국 5.7 칠 5.0

러시아 라질 32.4 독일 13.9 덴마크 11.9 스페인 6.2 캐나다 5.7

미국 캐나다 83.3 덴마크 10.6 폴란드 1.5 멕시코 1.0 네덜란드 0.9

화

독일 네덜란드 90.9 냐 1.7 이탈리아 1.2 콜롬비아 1.1 이스라엘 1.1

미국 콜롬비아 58.2 에콰도르 19.3 네덜란드 10.2 코스타리카 3.5 멕시코 2.1

일본 말 이시아 20.1 한국 17.0 타이 12.5 국 11.9 만 9.6

러시아 에콰도르 26.2 네덜란드 26.8 콜롬비아 20.1 이스라엘 10.8 터키 3.6

자료: ITC/UN Statistics division(PC-TAS 200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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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지역에서는 국의 복숭아 수입이 가장 많으며, 국의 복숭아 수입 

규모는 4만 톤 정도로 볼 수 있음. 사우디아라비아의 복숭아 수입량은 연간 

1만 5천 톤에서 2만 톤 수 을 유지하고 있음.

◦ 독일 복숭아 시장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99%를 유하고 있으며, 칠 가 

0.4%(1천 톤 정도)의 시장 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러시아 시장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등 유럽 인근 국가들의 시장 

유율이 80% 가까이 되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국이 연간 9천 톤 정도의 

복숭아를 수출하여 시장 유율 9%를 타나냄.

◦ 미국 복숭아 수입량은 7만 톤 정도로 칠 의 시장 유율이 99%에 달함.

4.6. 토마토

◦ 토마토의 최  수입국은 미국으로 지난 3년간(2004～2006) 연평균 96만 톤

의 토마토를 수입하여 세계 수입량의 19.5%를 차지하 음. 미국의 토마토 

수입은 2002년 86만 톤에서 2006년 99만 톤으로 15.1% 증가하 음. 수입액

은 같은 기간에 8억 달러에서 12억 3천만 달러로 53.8% 증가하 음.

◦ 미국 다음으로 토마토 수입이 많은 나라는 독일, 랑스, 국, 러시아 등 유

럽 국가임. 2006년 독일의 수입 규모는 65만 톤, 랑스의 수입 규모는 47만 

톤이었음. 독일의 토마토 수입은 2002년 62만 톤에서 2006년 65만 톤으로 

5.0%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나 랑스는 같은 기간에 19.3% 증가하여 세계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 음.

- 국과 러시아의 토마토 수입량은 2006년 각각 44만 톤, 41만 톤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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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우 2002년 18만 톤에서 2006년 41만 톤으로 2.4배나 증가하여 

주요 토마토 수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세계 토마토 수입 시장에서 상  6 부터 10 에 속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

비아, 네덜란드, 캐나다, 이라크, 아랍에미 이트 등으로 동 국가의 토마토 

수입이 많은 편임.

-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 이트 등 동 국가의 수입량은 각각 

21만 톤, 11만 톤, 10만 톤 수 임(2004～2006년 평균).

◦ 아시아 지역에서는 토마토 수입량 상  20 에 드는 국가가 없을 정도로 수

입 실 이 미미한 상태임.

◦ 미국과 독일의 토마토 수입은 부분 지역무역 정국인 NAFTA와 EU회원

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 러시아도 터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

제르바이잔 등 인 국으로부터 부분의 토마토를 수입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 가운데에서는 국의 시장 유율이 11%로 높은 편임.

◦ 사우디아라비아 토마토 시장은 시리아와 터키가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집트, 멘, 바논 등이 미미한 수 의 유율을 나타냄.

4.7. 오이

◦ 오이의 최  수입국은 미국으로 지난 3년간(2004～2006) 연평균 43만 톤의 

오이를 수입하여 세계 수입량의 23.3%를 차지하 음. 미국의 오이 수입은 

2002년 39만 톤에서 2006년 44만 톤으로 12.8% 증가하 음. 수입액은 같은 

기간에 2억 9천만 달러에서 4억 3천만 달러로 47.6% 증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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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다음으로 오이 수입이 많은 나라는 독일, 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 유

럽 국가임. 2006년 독일의 수입 규모는 4만 3천 톤, 국의 수입 규모는 1만 

4천 톤이었음. 독일의 오이 수입은 2002년 41만 톤에서 2006년 43만 톤으로 

5.9%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나 국은 같은 기간에 80.3% 증가하 음.

- 러시아의 오이 수입량은 2006년 8만 톤으로 2002년에 비해 4배 증가하

고 수입액도 1억 2천만 달러에 달함.

◦ 캐나다의 오이 수입 규모는 4만 7천 톤(4천만 달러) 수 임. 아시아 국가 가

운데 오이 수입량이 가장  많은 곳은 싱가포르로 2만 3천 톤(3천만 달러) 정

도가 꾸 히 수입되고 있음.

◦ 오이의 최  수입국인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 등 NAFTA 회원국으로부터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음. 그 외에도 온두라스로부터 7.8%를 수입하여 

부분이 인  국가로부터 수입됨.

◦ 독일은 EU 회원국인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으로

부터의 수입이 체의 95%를 넘고 있음. 독일 수입 오이 시장에 한 유율

은 네덜란드 54.3%, 스페인 33.6%, 그리스 4.1% 등임.

◦ 러시아 수입 오이 시장은 터키, 이란,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국 등이 부

분을 유하고 있음. 국의 시장 유율은 9.2%임.

◦ 싱가포르 수입 오이 시장의 97%는 말 이시아가 차지하고 있음. 태국의 

유율은 2.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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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버섯

◦ 버섯의 최  수입국은 국으로 지난 3년간(2004～2006) 연평균 12만 톤(3

억 달러)의 버섯을 수입하여 세계 수입량의 27.3%를 차지하 음.

◦ 국 다음으로 버섯 수입이 많은 나라는 독일, 랑스, 미국, 러시아 등으로 

상  5 까지의 국가가 수입하는 버섯은 체의 60%에 달함. 독일의 수입 

규모는 5만 톤(1억 5천만 달러), 랑스의 수입 규모는 3만 5천 톤(1악 5천만 

달러)임.

- 미국의 버섯 수입 규모는 3만 톤(1억 달러), 러시아의 수입 규모는 2만 5

천 톤(9천만 달러) 정도임.

◦ 버섯 수입 규모로 볼 때 세계 6 에서 10 에 속하는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

면 모두 유럽 국가로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임. 일본의 

버섯 수입 규모는 2만 5천 톤(5천만 달러) 수 으로 세계 7 에 속함.

-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이외에 홍콩과 말 이시아가 버섯을 많이 수입하

는 국가에 속함. 홍콩과 말 이시아의 버섯 수입 규모는 각각 8천 톤(2천

만 달러), 5천 톤(1천만 달러) 정도임.

◦ 버섯의 최  수입국인 국 시장은 아일랜드(46.2%)와 네덜란드(43.2%)가 

90% 정도의 시장을 유하고 있고, 나머지도 폴란드, 벨기에, 랑스 등 

부분 유럽국가가 차지하고 있음.

◦ 미국 수입 버섯 시장의 82.4%는 캐나다가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로 

국(10.1%)과 멕시코(4.4%)가 유하고 있음. 일본과 한국의 미국 버섯 시

장 유율은 각각 1% 수 임.

◦ 일본은 버섯을 주로 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국의 일본 시장 유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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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에 달함. 북한, 캐나다, 미국, 한국 등이 각각 0.4～2% 정도의 시장 

유율을 유지함.

4.9. 돼지고기

◦ 돼지고기의 5  수입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국으로 이들 5개

국이 세계 돼지고기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 은 50%에 달함. 그 다음으로 수

입 규모가 큰 국가는 미국, 멕시코, 랑스, 한국, 네덜란드 등임.

- 돼지고기는 과일이나 채소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이 체 교역에서 차지하

는 비 이 높은 것이 특징임.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돼지고기 수입국은 일

본, 한국, 홍콩 등임.

◦ 돼지고기의 최  수입국은 독일로 지난 3년간(2004～2006) 연평균 86만 톤

(41억 달러)의 돼지고기를 수입하여 세계 수입량의 12.2%를 차지하 음. 

독일의 돼지고기 수입은 2002년 73만 톤에 비해 20.3% 증가한 것임.

◦ 상  5개 수입국 가운데 이탈리아와 일본의 수입 돼지고기 시장은 러시아나 

국에 비해 정체된 상태임. 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2년 28만 톤에서 

2006년 45만 톤으로 63% 증가하 음.

◦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 규모는 물량 기  82만 톤(2004～2006년 평균), 수입

액 기  19억 달러임. 일본이 세계 돼지고기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 은 

11.7%임. 러시아의 돼지고기 수입 규모는 55만 톤, 11억 달러 수 임.

- 홍콩의 돼지고기 수입은 18만 톤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수입액은 4억 달러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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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멕시코는 각각 36만 톤, 32만 톤(2004～2006년 평균)의 돼지고기를 

수입하여 캐나다의 8만 톤에 비해 북미 지역에서 비교  큰 수입시장으로 볼 

수 있음. 미국과 멕시코의 수입 돼지고기 시장은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독일의 수입 돼지고기 시장은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랑스 등 

EU 국가들이 부분을 유하고 있음. 이들의 시장 유율은 88% 수 임.

◦ 일본 수입 돼지고기 시장은 미국, 덴마크, 캐나다가 각각 33%, 23%, 22%를 

차지하고 국과 칠 가 각각 5～6%를 유하고 있음.

◦ 러시아는 라질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가 32.4%로 가장 많고 다음이 독일, 

덴마크, 스페인, 캐나다의 순임.

◦ 미국 수입 돼지고기 시장의 83.3%는 캐나다가 유하고 있으며 덴마크도 

10.6%를 차지하여 이들 두 국가의 유율이 94%에 달함. 

4.10. 닭고기

◦ 닭고기의 최  수입국은 러시아이지만 주요 수입국들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

이 많은 것이 닭고기 교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임. 아시아와 동 지역 주요 

닭고기 수입국들은 홍콩, 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 이트, 쿠웨이트, 

멘 등임.

◦ 닭고기의 최  수입국인 러시아의 수입 규모는 지난 3년간(2004～2006) 연

평균 113만 톤(12억 달러)임. 러시아의 닭고기 수입액은 2002～2006년 기간

에 56.3% 증가하 지만 수입량은 일정한 증감 추세를 나타내지 않고 변화가 

심한 상태임. 러시아가 세계 닭고기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 은 15.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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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수입 규모가 큰 상  10개국은 러시아, 홍콩, 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멕시코, 국, 네덜란드, 독일, 우크라이나 등의 순임.

- 이들 10개국이 체 닭고기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 은 57.9%로 돼지고기 

등 다른 농산물에 비해 시장이 분산된 경향을 나타냄.

◦ 2004～2006년 평균 수입량은 홍콩이 48만 톤으로 국의 45만 톤보다 많으

나 2006년 수입량은 국이 67만 톤으로 홍콩의 49만 톤보다 많음. 국의 

닭고기 수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홍콩의 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임.

- 홍콩과 국이 세계 닭고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은 15% 수 으로 러

시아와 비슷함.

◦ 일본의 닭고기 수입 규모는 물량 기  37만 톤(2004～2006년 평균), 수입액 기

 5억 5천만 달러임. 일본이 세계 닭고기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 은 5.3%임.

◦ 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 이트는 2006년 닭고기 수입량이 

각각 42만 톤, 19만 톤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교역 비 은 5.4%, 2.4%를 차지

하는 요한 시장임.

◦ 북미 지역에서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요한 수입 시장으로 수입량은 각각 41

만 톤, 12만 톤(2006년 기 )임. 멕시코의 닭고기 수입 규모는 2002년 25만 톤

에 비해 64% 증가한 것임. 반면 캐나다의 수입 닭고기 시장은 정체된 상태임.

◦ 그 밖에 주요 닭고기 수입국 가운데에는 남아 리카공화국, 쿠바,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앙골라, 싱가포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닭고기 시장은 매우 다양

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닭고기 수출국에 속하는 나라가 없는 상태이며, 미국, 

라질, 랑스가 주요 수출국임. 그 밖에 지역  여건에 따라 네덜란드, 캐

나다, 칠 , 국이 일부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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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쌀

◦ 의 최  수입국은 필리핀으로 지난 3년간(2004～2006) 연평균 140만 톤의 

을 수입하여 세계 수입량의 7.2%를 차지하 음. 필리핀의  수입은 

2002년 120만 톤에서 2006년 180만 톤으로 50% 증가하 음.

◦ 필리핀 다음으로  수입이 많은 나라는 나이지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

라크, 남아 리카공화국 등으로 동지역과 아 리카 지역에 주요  수입국

들이 분포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와 남아 리카공화국의  수입량은 2004～2006년 기간에 연

평균 112만 톤, 75만 톤으로 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각각 5.7%, 

3.8%임. 나이지리아와 남아 리카공화국의  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임. 

코트디 아르의 수입량도 65만 톤에 달해 세계 9  수입국에 속함.

- 세계  수입 3 에서 5 까지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동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음. 이들의  수입 규모는 108만 톤, 98만 톤, 88만 

톤(2004～2006년 평균) 수 임. 아랍에미 이트의  수입량은 57만 톤(2

억 달러)으로 세계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임.

◦ 유럽의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와 랑스로 볼 수 있음. 이들의  수입량은 

2004～2006년 평균 러시아 37만 톤(1억 2천만 달러), 랑스 25만 톤(9천만 

달러) 수 임.

◦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량이 비교  많은 곳은 방 라데시, 국, 말 이시

아,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임. 아시아에서 가장 을 많이 

수입하는 방 라데시의  수입량은 2004～2006년 기간에 연간 72만톤(2억 

5천만 달러) 수 임. 국과 홍콩의  수입량은 각각 69만 톤(2억 9천만 달

러)과 31만 톤(1억 2천만 달러)이고, 말 이시아의 수입 규모는 60만 톤(1억 

8천만 달러)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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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수입 규모는 각각 30만 톤으로 세계 교역량

의 2.8%씩을 차지하고 있음.

◦ 필리핀은 연간 150만 톤 정도의 을 수입하고 세계 최  시장임. 필리핀 시

장은 베트남이 82%, 태국이 10%를 유하고 있음. 미국의 필리핀 시장 유

율은 6% 수 임. 이들 3개국의 시장 유율은 98%임.

◦ 나이지리아 수입  시장은 태국과 인도가 80% 정도를 유하고 있으며, 미

국, 국, 한국 등이 각각 1～4%의 시장 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이란 수입  시장은 태국(38%), 키스탄(21%), 아랍에미 이트(12%) 등이 

차지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은 인도가 72%를 유하고 있으며 키

스탄(10%), 미국(8%), 태국(5%), 이집트(2%)가 나머지 시장의 부분을 차

지하고 있음.

◦ 남아공 시장에 한 주요 수출국은 태국과 인도로 시장 유율은 각각 67%, 

32%에 달함.

4.12. 절화

◦ 화의 최  수입국은 독일로(2005～2006) 연평균 19만 톤(11억 달러)의 

화를 수입하여 세계 수입량의 18.7%를 차지하 음. 독일의 화 수입은 물

량 기 으로는 정체된 상태이지만 수입액은 2002～2006년 기간에 30.2% 증

가하 음. 그러나 이러한 수입 규모 증가 폭은 세계 평균보다 낮은 것임.

◦ 독일 다음으로 화 수입이 많은 나라는 국으로 2005～2006년 기간에 연

평균 17만 톤(10억 달러)의 화를 수입하 음. 독일과 국 이외에도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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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 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벨기에, 스 스 등의 유럽국가들이 화 수

입 세계 10  국가에 속함.

- 세계 10  화 수입국이 세계 화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 은 84.0%로 

화의 교역은 일부 국가에 집 되어 있음.

◦ 미국은 세계 화 수입 3  국가로 수입 규모는 연간 15만 톤, 9억  달러 수

임. 미국의 화 수입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 아시아 지역에서 화 수입이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2006년 수입 규모는3만 

4천 톤(2억 3천만 달러)임. 그러나 일본이 세계 화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은 3% 정도에 불과함.

◦ 화의 최  수입국 독일의 수입 규모는 10억 달러 정도이며, 네델란드가 

91%의 시장 유율을 가지고 있음. 그 밖에 냐, 이탈리아, 콜롬비아, 이스

라엘이 각각 1～2%의 시장 유율을 나타냄.

◦ 미국의 화 수입 규모는 9억 달러 수 으로 콜롬비아(58%), 에콰도르(19%) 

등 남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많음. 네덜란드(10%), 코스타리카(4%), 멕시코

(2%) 등도 미국 시장에 화를 공 하는 주요 국가임.

◦ 일본 화 시장은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유하고 있음. 주요 수출국은 말

이시아(20%), 한국(17%), 태국(12%), 국(12%), 만(10%) 등으로 여러 아

시아 국가가 시장을 분 하고 있는 형태임.

◦ 러시아 시장에 한 주요 화 수출국은 남미의 에콰도르(26%), 콜롬비아

(20%) 이외에 네덜란드(27%), 이스라엘(11%), 터키(4%)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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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 가격

◦ 사과의 수입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러시아로 kg당 0.3～0.4달러 수 이며, 

수입 가격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1달러 수 임. 수출 가격이 높은 나

라는 뉴질랜드(1.1～1.3달러), 낮은 나라는 폴란드, 국, 아제르바이잔(0.3～

0.4달러) 등임. 

- 국 시장에 한 수출 가격은 미국, 칠 , 뉴질랜드가 0.8달러, 일본이 

1.5달러 수 임. 

- 우리나라 사과(후지 상품 기 ) 가격은 4달러로 러시아 수입 가격의 10배, 

미국과 국 수입 가격의 4배 수 임. 일본이 국에 수출한 가격에 비해

서도 2.5배 높은 수 임.

◦ 러시아 시장의 배 가격이 가장 낮아 kg당 0.5달러 수 임. 반면 독일과 미국 

시장의 수입 가격은 1달러 이상이고 특히 미국이 뉴질랜드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은 2.6달러에 달함.

- 인도네시아의 배 수입 가격은 낮게는 0.5달러( 국산)에서 0.9달러(한국

산)로 수입국 가운데 간 정도의 가격 수 임.

- 한국산 가격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

임.

◦ 감귤의 주요 수출국은 지 해 연안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모로코, 아시

아의 국, 키스탄과 동의 터키 등임. 유럽 수출국들의 가격은 0.8～0.9

달러, 국, 모로코의 가격은 0.6달러 등임. 캐나다 시장에서 모로코와 스페

인 가격은 1.3달러인 반면 말 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 국, 

키스탄, 터키의 수출 가격은 0.1～0.3달러에 불과함.

- 우리나라 감귤 도매가격은 1.6달러로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 시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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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력이 크게 낮지 않음. 그러나 아시아 시장에서는 국에 비해 가

격경쟁력이 매우 낮음.

◦ 유럽 시장에 한 주요 복숭아 수출국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으로 독

일 시장에 한 수출 가격은 1～1.2달러인 반면 러시아 시장에 한 수출 가

격은 0.6달러임.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칠 , 멕시코, 캐나다, 스페인의 수출 

가격은 1.2달러 내외이지만 뉴질랜드 가격은 2.4달러로 다른 나라의 2배 수

임. 국 시장에서 뉴질랜드와 태국의 복숭아 가격은 2.1달러로 높은 편임.

- 우리나라 복숭아 가격은 3.4달러로 다른 나라의 수출 가격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음.

◦ 포도의 경우 국이 수입하는 가격은 1.4달러로 러시아가 수입하는 가격 0.8

달러에 비해 높음. 미국의 수입 가격은 칠 산 1.7달러, 멕시코와 라질산 

2달러 정도임. 독일의 수입 가격도 1.5달러 내외임.

- 한국의 포도 도매가격은 3.6달러로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가격보다 두 배 

이상 높음.

◦ 미국은 최  토마토 시장으로 수입 가격은 kg당 1.1달러(멕시코)에서 4.3달러

(스페인)로 편차가 큼.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미국 시장에 한 수출 가격은 

2달러와 3.8달러임. 독일 시장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주로 유하고 있으며 

가격은 1.3달러 정도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은 각국의 주변국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0.1달러에서 0.8달러로 낮은 편임.

- 한국의 도매가격은 2달러 수 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있으

나 다른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낮음. 

◦ 태국과 베트남의  수출 가격은 kg당 0.3달러 미국의 수출 가격은 0.6달러 

수 으로 한국의 도매가격 1.9달러에 비해 낮음. 그러나 의 품종, 품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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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단이 어려움. 를 들면, 

나이지리아 시장에 한 한국의 수출 가격은 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독일은 주로 EU 회원국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가격은 kg당 

2.1～2.7달러 수 임.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 가격은 4.5～4.9달러로 주요 수

입국 가운데 가장 높음. 그러나 일본이 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은 3.4달러로 

국산 가격은 낮은 편임.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 가격은 2.5～4.8달러로 수입

선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타남. 덴마크로부터의 수입 가격은 4.8달러로 가

장 높고 캐나다로부터의 수입 가격은 2.5달러임. 러시아의 돼지고기 수입 가

격은 1달러 정도로 주요 수입국 가운데 가장 낮음. 러시아가 수입하는 돼지

고기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은 라질에서 수입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가격은 3.5달러로 일본이나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

력을 가질 수 있는 수 임.

◦ 러시아와 남아공의 닭고기 수입 가격은 kg당 1달러 미만이며, 홍콩, 멕시코, 

사우디의 수입 가격은 1달러를 약간 상회함. 닭고기 수입 가격이 가장 높은 

나라는 국으로 3달러를 넘고 있음.

- 우리나라 닭고기 가격은 2달러 정도로 유럽 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가

질 수 있으나 러시아, 멕시코, 사우디 등의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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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가별 수입선별 수입가격

단 : $/kg

품목
(국내
가격)

수입국

수입선

국가 가격 국가 가격 국가 가격 국가 가격 국가 가격

사과
(4.1)

러시아 폴란드 0.4 국 0.4 아제르바이잔 0.3 아르헨티나 0.4 몰도바 0.3

독일 이탈리아 0.8 네덜란드 0.5 뉴질랜드 1.1 랑스 0.7 벨기에 0.4

멕시코 미국 1.0 칠 0.8 캐나다 0.8 아르헨티나 0.8 뉴질랜드 1.1

미국 칠 1.0 뉴질랜드 1.3 캐나다 0.7 아르헨티나 1.1 라질 0.9

국 미국 0.8 칠 0.8 뉴질랜드 0.8 일본 1.5 - -

배
(2.3)

러시아 아르헨티나 0.5 벨기에 0.5 국 0.5 네덜란드 0.5 랑스 0.6

독일 이탈리아 1.2 아르헨티나 0.9 남아공 1.1 스페인 0.8 네덜란드 1.1

라질 아르헨티나 0.5 포르투갈 0.8 미국 1.0 스페인 0.8 칠 0.5

인도네시아 국 0.5 남아공 0.7 호주 0.7 미국 0.7 한국 0.9

미국 아르헨티나 1.1 칠 1.0 한국 2.6 뉴질랜드 2.6 국 1.7

감귤
(1.6)

독일 스페인 0.8 이탈리아 0.9 그리스 0.9 모로코 0.9 터키 0.8

러시아 모로코 0.6 터키 0.5 국 0.6 그루지야 0.3 아르헨티나 0.5

캐나다 국 0.6 모로코 1.4 미국 0.9 스페인 1.3 칠 1.3

말 이시아 국 0.2 아르헨티나 0.3 키스탄 0.2 타이 0.3 호주 0.3

사우디 키스탄 0.3 터키 0.1 바논 0.1 남아공 0.6 요르단 0.1

복숭아
(3.4)

독일 이탈리아 0.9 스페인 1.2 랑스 1.6 그리스 1.2 칠 1.8

러시아 그리스 0.6 스페인 0.6 터키 0.5 이탈리아 0.6 국 0.9

미국 칠 1.3 멕시코 1.4 캐나다 1.0 스페인 1.1 뉴질랜드 2.4

국 뉴질랜드 2.1 타이 2.1 만 - - - - -

포도
(3.6)

미국 칠 1.7 멕시코 2.0 라질 2.0 페루 2.5 캐나다 0.4

독일 이탈리아 1.2 남아공 1.7 그리스 1.5 아르헨티나 1.6 칠 1.7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0.8 터키 0.8 칠 0.8 이탈리아 0.9 남아공 0.7

국 칠 1.4 미국 1.4 페루 1.4 뉴질랜드 1.4 남아공 0.6

버섯

국 아일랜드 2.6 네덜란드 2.5 폴란드 2.3 벨기에 1.8 랑스 3.6

미국 캐나다 3.0 국 1.0 멕시코 2.3 일본 3.6 한국 2.2

러시아 폴란드 0.8 네덜란드 0.8 리투아니아 0.9 체코 0.9 독일 0.9

일본 국 4.6 북한 27.5 캐나다 39.5 미국 53.5 한국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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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가별 수입선별 수입가격(계속)

단 : $/kg

품목 수입국
수입선

국가 가격 국가 가격 국가 가격 국가 가격 국가 가격

오이
(1.5)

미국 터키 0.9 이란 1.4 스페인 0.3 우즈베키스탄 2.9 국 1.3

독일 네덜란드 0.9 스페인 1.0 그리스 1.3 벨기에 0.9 오스트리아 0.6

러시아 터키 0.5 이란 0.5 스페인 0.6 우즈베키스탄 0.8 국 0.5

싱가폴 말 이시아 0.2 타이 0.4 인도 1.2 호주 2.6 - -

토마토
(2.1)

미국 멕시코 1.1 캐나다 2.0 네덜란드 3.8 스페인 4.3 도미니카 1.4

독일 네덜란드 1.4 스페인 1.3 벨기에 1.3 이탈리아 2.0 랑스 1.9

러시아 터키 0.5 우즈베키스탄 0.8 카자흐스탄 0.8 국 0.6 아제르바이잔 0.4

사우디 시리아 0.1 터키 0.1 이집트 0.3 멘 0.6 바논 0.1

(1.9)

필리핀 베트남 0.3 타이 0.3 미국 0.3 키스탄 0.4 국 0.3

나이지리아 타이 0.2 인도 0.1 미국 0.3 국 0.8 한국 0.2

이란 타이 0.3 키스탄 0.4 UAE 0.3 오스트리아 0.4 우루과이 0.4

사우디 인도 0.5 키스탄 0.4 미국 0.6 타이 0.4 이집트 0.4

남아공 타이 0.3 인도 0.3 국 0.4 호주 0.6 키스탄 0.6

닭고기
(2.0)

러시아 미국 0.6 라질 0.9 독일 0.7 랑스 0.8 벨기에 0.7

홍콩 라질 1.0 미국 0.9 국 1.4 칠 1.0 터키 0.7

사우디 라질 1.3 랑스 1.2 아르헨티나 1.2 국 1.5 UAE 4.1

멕시코 미국 0.6 칠 1.5 캐나다 0.8 - - - -

국 네덜란드 3.6 랑스 3.3 라질 2.3 벨기에 2.6 독일 3.5

남아공 라질 0.6 캐나다 0.6 아르헨티나 0.6 국 0.4 호주 0.6

돼지
고기
(3.5)

독일 덴마크 2.1 벨기에 2.3 네덜란드 1.8 스페인 2.7 랑스 2.4

일본 미국 4.5 덴마크 4.9 캐나다 4.5 국 3.4 칠 4.8

러시아 라질 1.7 독일 0.9 덴마크 1.1 스페인 1.1 캐나다 1.1

미국 캐나다 2.5 덴마크 4.2 폴란드 4.8 멕시코 3.6 네덜란드 3.9

화

독일 네덜란드 5.5 냐 5.5 이탈리아 10.6 콜롬비아 6.0 이스라엘 5.9

미국 콜롬비아 5.5 에콰도르 5.5 네덜란드 5.5 코스타리카 5.5 멕시코 5.5

일본 말 이시아 6.4 한국 3.6 타이 7.1 국 4.0 만 6.3

러시아 에콰도르 6.0 네덜란드 7.6 콜롬비아 5.1 이스라엘 4.7 터키 3.2

자료 : ITC/UN Statistics division(PC-TAS 2002-2006), KAMIS(http://www.kam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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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

◦ 분석 상 12개 품목의 국제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5～18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사과와 닭고기의 교역 규모는 우리나

라 생산량의 18배에 이르고 토마토와 돼지고기는 각각 12배와 10배 수 임. 

의 경우 국제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4배임.

- 교역액은 돼지고기 180억 달러, 닭고기 93억 달러,  71억 달러, 화 59

억 달러에 이르고 교역액이 은 오이와 복숭아의 경우도 15억 달러임.

◦ 주요 농산물의 최  수입 지역은 유럽으로 분석 상 12개 품목 가운데 닭고

기, , 오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유럽이 수입량의 60～80%를 차지함. 닭

고기와 오이도 유럽이 최  수입 지역임. 그러나 은 아시아, 아 리카, 동, 

유럽의 순으로 수입량이 많음.

- 유럽 다음으로 수입 시장이 큰 곳은 북미와 아시아로 2 와 3  치를 

품목에 따라 나 어 하고 있음. 동, 남미, 아 리카, 오세아니아 지역

은 농산물 수입에 있어서 시장 유율이 매우 낮음.

- 유럽은 EU 회원국 간의 교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증  가능

성은 시장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됨. 그러나 러시아 시장은 

과일, 채소, 육류 등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잠재력이 큰 시장임. 러시아 

시장에서의 경쟁국은 미국, 국 이외에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

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 국임.

-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마 은 수출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아시아와 

북미 그리고 러시아 시장에 집 될 필요가 있음.

◦ 과일은 수확 시기의 차이 때문에 주요 수입국들이 일정부분을 남반구 국가에

서 수입하고 있음. 남반구 국가 가운데 과일의 주요 수출국은 칠 , 뉴질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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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4개국임. 그러나 남반구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경

쟁 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님.

- 북반구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국은 미국과 국으로 볼 

수 있음.

◦ 신선 농산물의 교역은 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 한 

지리  이 과 수확기의 차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화의 경우 미국 시장

은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미 국가들의 시장 유율이 높고, 일본 시장은 말

이시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유율이 높음. 화의 주요 수출국 가운

데에는 냐, 이스라엘 등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임.

◦ 과일의 출하시기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경쟁할 주요 수출국은 아시아와 

동 시장의 경우 국과 미국, 유럽 시장의 경우 국 이외에 폴란드, 아제르바

이잔, 이탈리아, 랑스 등 유럽국가, 북미 시장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등임.

◦ 수입 가격은 품질과 품종( 는 육류의 부 ) 등의 문제로 동일 품목에 있어서

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선진국 시장의 수입 가격이 개발도상국

보다 높고 북반구 국가 시장에서 남반구 국가산의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경

향이 있음.

-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가

격경쟁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별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

에 수출 잠재력은 존재함.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일본과 국 시장 등 

특정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버섯, 배, 화 등과 같이 

가격경쟁력은 낮아도 소비자 선호에 의해 선택받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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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농식품 수출  지원제도 황과 과제

1.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황

■ 농식품 수출증가 상대적으로 완만

◦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1995년 34.2억 달러에서 2008년 44.0억 달러로 연평

균 1.9% 증가해 왔음. 동기간에 연평균 9.4% 증가한 우리나라 체 수출과 

비교하면 농식품 수출은 상 으로 완만하게 늘어 왔음. 

◦ 농식품 수출은 꾸 히 증가해 왔지만 농식품 수입이 연평균 6.6% 증가하여 

수출입 격차는 늘어남. 농식품 수출과 수입 비율은 1995년에 34.8%에서 

2008년에 19.0%로 빠르게 감소함.

◦ 농식품 수출이 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95년 2.7%에서 2008년에 

1.0%로 감소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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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치
단 : 백만 달러

1995 2000 2005 2008 연평균 변화율(%)

농산물수출액(A) 3,419 3,012 3,416 4,403 1.9

체 수출액(B) 125,058 172,268 284,419 422,007 9.4

농산물수입액(C) 9,839 9,819 14,276 23,199 6.6

A/B×100 2.7 1.6 1.2 1.0

A/C×100 34.8 30.7 23.9 19.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kati.net), 주요농림업통계

■ 농식품 수출 증가하나 수입은 더 빠르게 늘어

◦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을 보면, 과거 장기간 30억 달러 내외에 머물었으나 최

근 농식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에 년 비 17.1% 증가한 44억 

달러임.

◦ 농식품 수입은 1998년 외환 기로 인하여 년 비 38% 감소하 으나 외환

기를 벗어나면서 다시 빠르게 증가하 음. 2005년 이후 농식품 수입이 가

르게 증가하여 2008년 232억 달러 수 임.

그림 3-1.  농식품 수출입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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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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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품 형태 농식품 수출 빠르게 증가

◦ 가공품 형태의 농식품 수출은 외환 기로 인하여 일시 으로 감소하 으나 

2001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 28.4억 달러를 기록함. 신선식품 수출

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0.6% 증가에 그친 반면 가공식품 수출은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보임.

◦ 신선식품 수출은 1999년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 10억 달러를 

하회하 으며 이후 10억 달러 내외 수 을 유지함. 최근 신선식품 수출이 빠

르게 늘어나 2008년 15.6억 달러로 년 비 51.7% 증가함.

- 2008년 신선품 형태의 농식품 수출이 늘어난 것은 신선 수산물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농산물  화훼와 버섯류 수출이 늘었기 때문임.

그림 3-2.  부류별 농식품 수출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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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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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은 대부분 가공품으로, 수산물은 신선품 형태로 수출

◦ 농식품 수출  신선식품 비 은 1999년 52.7%에서 2007년에 27.3%까지 감소

하 으나 2008년 신선식품 수출이 늘어 35.4%임. 부류별로 보면 2008년 체 

농식품 수출에서 농산물 수출이 59.5%, 축산물이 4.9%, 임산물이 2.7%, 수산

물이 32.9%를 차지하고 있음. 

◦ 농산물과 축산물 수출의 경우 부분이 가공식품 형태로 수출되고 있으나 수

산물은 신선식품 형태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음. 

- 농산물의 경우 수출액의 10.7%가 신선식품이고 축산물은 14.7%가 신선

식품으로 수출되고 있음. 

- 하지만 수산물의 경우 체 수산물 수출액의 82.9%가 신선식품으로 수출

되고 있음.

◦ 농산물 수출은 1995～2008년 동안 연평균 6.8% 증가하 으며, 신선품과 가

공품 수출이 비슷한 속도로 증가함. 

- 동기간에 축산물 수출은 연평균 2.5% 감소하 는데 가공식품 형태 수출

은 연평균 10.7% 늘어난 반면 신선품 형태 수출은 연평균 9.7% 감소함. 

특히 2008년에는 신선품 형태의 축산물 수출이 크게 감소함. 

- 수산물 수출은 동기간에 연평균 1.2% 감소하 음. 신선품 형태 수출은 연

평균 0.8% 늘어났으나 가공품 형태 수출이 6.9% 감소하 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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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부류별 농식품 수출 변화와 비

단 : 백만 달러

　 　 1995 2008
연평균 
증감률(%)

비
(2008년, %)

체

계 3,419 4,403 1.9 100

신  선 1,499 1,558 0.3 35.4

가  공 1,920 2,845 3.0 64.6

농산물

소  계 1,082 2,621 6.8  59.5

신  선 117 279 6.7 6.3

가  공 965 2,342 6.8 53.2

축산물

소  계 156 215 2.5 4.9

신  선 110 31 -9.7 0.7

가  공 46 184 10.7 4.2

임산물

소  계 500 118 -11.1 2.7

신  선 194 46 -11.1 1

가  공 306 73 -11.0 1.6

수산물

소  계 1,682 1,448 -1.2 32.9

신  선 1,078 1,201 0.8 27.3

가  공 604 247 -6.9 5.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kati.net)

■ 상위 수출품목, 신선 수산물에서 가공식품으로

◦ 품목별 농식품 수출을 살펴보면, 1995년 상  10개 수출품목  수산물이 7

개나 포함되었으며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참치 음. 2008년에는 권련 

수출이 가장 많으며 수산물은 상  10개 품목  3개로 감소하 음.

◦ 상  10개 품목이 체 농식품 수출에 차지한 비 이 1995년에 34.7%에서 

2008년에는 41.9%로 높아졌으나 상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체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은 미미한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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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상  10개 수출품목

순
1995년 2008년

품목 수출액(백만달러) 품목 수출액(백만달러)

1 참치 283.5 권련 453.0 

2 어류제품 153.0 참치 293.2 

3 굴 115.1 기타어류 221.4 

4 밤 114.8  커피조제품 196.0 

5 자당 93.0 라면 129.5 

6 어란 92.6  자당 127.7 

7 돼지고기 90.4 오징어 126.5 

8 피조개 86.2 소주 124.1 

9 기타어류 84.8 로얄제리 88.5 

10 오징어 74.6 김치 85.3 

소계(A) 1,187.9 1,845.3 

체수출(B) 3,418.8 4,402.8 

비 (%)

(A/B×100)
34.7 41.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kati.net)

■ 대일 수출 의존도 감소, 수출 다변화 다소 진전

◦ 우리나라 농식품의 주 수출 상국은 일본임. 1995년 체 농식품 수출  일

본으로 수출된 것이 61.0% 으나 2008년에는 32.7%로 감소하여 일의존도

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농식품의 일 수출비 이 감소한 신 국과 미국의 비 이 증가함. 미국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상국 2 으나 2007년 이후 국으로의 수출이 미국

을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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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수출은 기호식품과 어류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 형태

의 수출이 많음. 미국은 가공식품 수출비 이 높고 국은 담배와 라면의 수

출비 이 높음. 이 밖에 러시아연방, 태국, UAE 등으로 농식품 수출이 빠르

게 늘어나고 있음.

◦ 체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이 1% 이상인 국가 수는 1995년에 8개

국에서 2008년에는 16개국으로 늘어나 수출선 다변화가 미약하지만 진행되

고 있는 것으로 단됨.

표 3-4.  농식품 수출 주요 상국

1995년 2008년

국가
수출액
(백만달러)

비
(%)

국가
수출액
(백만달러)

비
(%)

1 일본 2,086.3 61.0 일본 1,437.7 32.7 

2 홍콩 227.2  6.6 국 536.6 12.2 

3 미국 186.7 5.5 미국 442.8 10.1 

4 국 160.5 4.7 러시아연방 282.0 6.4 

5 러시아연방 149.9 4.4 홍콩 172.2 3.9 

6 만 102.9 3.0 태국 139.2 3.2 

7 스페인 60.9 1.8 만 125.2 2.8 

8 태국 58.4  1.7 UAE 123.9 2.8 

9 인도네시아 29.6 0.9 이라크 106.6 2.4 

10 네덜란드 24.1  0.7 인도네시아 86.0 2.0 

소계 3,086.6 90.3 　소계 3,452.1 78.4 

체수출 3,418.8  100.0 체수출 4,402.8 100.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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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식품 수출지원 황과 제도개선사업

2.1. 중앙정부의 수출지원 현황

◦ 재 농식품 수출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으로 구성된 

앙정부의 수출지원사업과 개별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으로 구분됨.

그림 3-3.  농식품 수출지원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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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수출지원 사업규모 연평균 10.4% 증가

◦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수출지원사업은 크

게 해외시장개척사업, 농산물 매 진사업, 수출정책자  지원으로 구분되

며 1990년  반부터 극 으로 수출지원 정책이 추진됨.

- 1995년부터 2008년 동안 수출지원 사업규모는 연평균 10.4% 증가함. 세

부사업별로 보면, 농산물 매 진사업이 동기간에 연평균 23.2% 증가하

여 가장 빠르게 늘어 났으며, 해외시장개척부분은 동기간에 연평균 18.4%, 

수출정책자 지원은 연평균 9.7% 증가를 보 음.

표 3-5.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지원 사업규모

단 : 억 원

1995 2000 2008 연평균 변화율(%)

해외시장개척사업 18 94 198 18.4

농산물 매 진사업 16 191 327 23.2

수출정책자  지원 1,139 2,530 4,026 9.7

계 1,173 2,815 4,551 10.4

자료: 이원기외, “100억불 농식품 수출을 한 과제”, 농업 망 2009, 2009.1

■ 해외시장개척사업 예산 전년대비 22.5% 증가

◦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크게 농식품 수출기반조성사업, 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 

해외마 사업으로 구분되며 2009년 산은 년 비 22.5% 증가한 242억

6천만 원임. 

◦ 해외시장 개척사업 가운데 수출기반조성사업에는 수출선도조직  문인력

육성사업, 수출안 성 리, 해외정보인 라사업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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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수출기반조성사업 산은 40억6천만 원으로 년 비 73% 증가함.

- 수출기반조성 사업  수출선도조직 육성은 2009년 기 으로 10 품목(

리카, 배, 김치, 백합, 유자차, 감귤, 새송이버섯, 딸기, 단감, 장미), 13개 

조직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뿐만아니라 품질개

선, 품질 리, 물류개선, 조직화․운 리 등 제반에 걸쳐 체계 으로 지

원함. 

- 지원규모는 1차연도인 2009년에는 업체당 1억5천만 원, 2차연도에는 1억

2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는 1억 원을 지원함.

- 수출선도조직의 자격을 유지하기 해서는 2009년 수출목표물량의 50% 

이상을 수출하여야 하며 참여면 은 2009년 말 기  당해연도 목표계약

면 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은 식재료수출활성화 사업, 수출유망품목 육성사업, 

공동 랜드1 리운 , 그리고 품목별 공동마 지원 사업으로 구분됨. 

-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산은 2009년에 식재료수출활성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어 년 비 101% 증가한 56억 원임. 반면 수출유망품목육성사업

은 년 비 22% 감소함.

1 휘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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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지원 사업규모( 산)
단 : 백만 원

구분 2008 2009
비 (%)

(2009년 기 )
사업수행근거

1. 해외시장개척사업 19,796 24,255 4.9

- 농업․농  

  기본법 제35조

- 농림사업 

  시행지침

 □농식품 수출기반조성 사업 2,350 4,060 0.8

  ◦수출선도조직 육성 81 2,000

  ◦수출 문인력 육성 527 440

  ◦수출안 성 리(GAP) 120 170

  ◦해외시장 정보인 라 사업 1,499 1,450

  ◦100억 불 결의 회 등 123 -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2,792 5,600 1.1

  ◦식재료 수출활성화 사업 - 2,000

  ◦수출유망품목 육성사업 2,184 1,700

  ◦공동 표 랜드 리운  511 1,100

  ◦품목별 공동마  지원 97 800

 □해외마  사업 14,654 14,595 2.9

  ◦국제박람회참가지원 4,886 6,574

  ◦주요국가 농특산물 박람회  774 -

  ◦해외 지원 2,452 3,320

  ◦신규시장 진출지원 290 -

  ◦수출 홍보 마  6,252 4,701

2. 농축산물 매 진사업 32,684 38,277 7.7
- WTO이행특별법

- 농업․농  

  기본법 제35조

  ◦수출물류비지원

  ◦환변동보험가입지원

  ◦수출농산물검역지원

3. 수출정책자 지원(융자) 398,711 413,990 83.4

- 농수산물유통

가정안정에 한

법률 제57조

  ◦수출사업자지원 14,435

  ◦운 활성화자 지원 302,155

  ◦우수시설 화자 지원 14,000

  ◦우수 수산물자 지원 83,400

총계

(수출진흥사업 인건비, 경비 포함)

470,263

(19,072)

496,670

(20,148)

100

(4.1)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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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마 사업에는 국제박람회참가지원, 신규시장진출지원, 수출홍보 등이 

포함됨.

- 2009년 해외마  사업 산은 년 비 59백만 원이 감소한 146억 원임.

- 세부사업별로 보면,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이 16.9억 원, 해외 지원이 

8.7억 원 증가하 으나 주요국가 농특산물 박람회 사업이 없어지고 수출

홍보 마  사업이 15.5억 원 감소함.

- 해외 사업의 경우 그동안 제기되었던 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 복 

문제를 규모화, 통합화하여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함.

■ 물류비 지원, 다른 지원사업의 인센티브로 다양하게 활용

◦ 농축산물 매 진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 환변동 보험가입지원, 수출농산

물 검역지원 사업으로 분류됨. 2009년 농축산물 매 진사업 산은 년

비 17.1% 늘어나 382.8억 원임. 

- 물류비 지원 상은 등록신청일 기  과거 1년 이내의 수출실 이 20만 달

러 이상인 법인 혹은 개인이며, 단일부류 수출업체는 15만 달러 이상인 자

로서 원 문생산단지 등 수출농산물 생산자를 상으로 함.

- 물류비 지원액은 수출물량과 품목별 국가별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하고 

품목별 지원단가는 표 물류비의 20%와 국내 운송기 에 따른 추가지원

을 합하여 계산함.

- 지원한도를 보면, 수출건별 지원액은 수출 액(FOB)의 20%를 과할 수 

없고, 단일부류에 한 업체별 지원한도액은 해당부류 연간신청 총액의 

30%를 과할 수 없음.

- 이외 원 문생산단지, 공동 랜드 휘모리, 수출선도조직, 신시장 개척등

의 인센티 로서 물류비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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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비 지원은 향후 DDA 상 결과 상되는 수출물류비 감축 는 철폐

에 비하고, 수출업체와 생산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해 기본물류비 지

원수 을 단계 으로 축소할 계획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본물류비 
지원수

표 물류비의 
25%

 25%  20%  20%  15%  10%

■ 수출정책자금지원, 전체예산비중은 높으나 융자 형태로 지원

◦ 수출정책자 지원은 2008년 기 으로 체 지원사업 산에서 차지하는 비

이 88%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융자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음.

- 수출지원사업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을 한 원료  부자재 구입, 

장, 가공 등을 한 수출업체 운 활성화자 지원이 체 산의 60.8%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함. 이외 자 지원에는 수출사업자 지원, 시설 화

자 지원, 수산물자 지원이 있음. 

- 자 지원은 연 이자율 4%(생산자, 생산자 단체는 연 3%)로 융자이며 

출액의 50% 이상 수출을 하는 사업의무가 부과됨.

2.2.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현황

■ 지자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중앙정부와 유사․중복

◦ 최근 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출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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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로 세부사업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체로 수출농업인이나 단체를 

상으로 수출교육  컨설 사업, 수출단지지원  경 지원사업, 해외시장

개척  마 사업 그리고 물류비지원  내외 품질 인증 지원사업 등으

로 구분됨. 

◦ 앙정부의 수출지원사업과 비교하면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비슷한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의 수출지원 사업에서는 체로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과 물류

비 지원이 차지하는 비 이 높음. 

◦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수출교육  컨설  사업은 생산  유통, 그리고 

수출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장애로사항 해결과 단계별 지도 교육을 의미하

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음. 경북의 경우 수

출단지 컨설 을 연 25회 개최하고 북은 학 무역학과 학생과 산․학 

착 식품수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5천만 원의 산을 배정함.

◦ 수출단지지원  경 지원 사업은 수출 문단지 는 지역특화농산물 생산단

지 조성, 농산물유통인 라 구축,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화 등 생산  수

출기반조성사업과 수출포장재 지원이나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등이 있음.

- 지자체 별로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지원을 보면, 경남이 년에 생산기반조

성사업으로 171억 원의 산을 책정하 으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10～

20억 원의 산을 수출단지 육성  우수 경 체 시설 화 등의 명목을 

배정함.

◦ 해외시장 개척  마 지원 사업은 국내외 수출정보  홍보, 해외바이어 

청  수출상담, 국제박람회, 농식품 , 해외시장개척단 견 등이 있

음. 경기도는 국제박람회 참가와 해외 지원 을 3억4천만 원, 제주도가 

수출마 에 1억4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부분 1～2억 원 내외의 자 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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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물류비 지원  품질인증지원 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과 해외품

질인증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수출물류비 지원은 지차체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충남은 34억 원, 제주는 17억 원, 북은 16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10억 원 내외의 물류비 혹은 수출장려

을 지원하고 있음.

2.3. 정부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개선사업

◦ 정부는 농식품 수출의 안정 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해 2008년에 농식품 

수출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이를 추진 임.

◦ 수출농식품 공정거래신고제도 운

- 해외시장에서 가수출 등 수출질서 문란행  근 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원활하고 안정 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해 도입됨.

- 제도 용 상은 정부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업체 혹은 농가이며 

신고 상행 는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업체가 해외시장에서 덤핑에 의

한 한국산 이미지 손상  시장질서 교란행 임.

- 제제조치를 보면 1차 반시 해당품목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3개월간 단

하고, 2차 반시 업체 취   품목에 해 6개월간 수출물류비 지원을 

제한하고, 3차 반시 1년간 수출물류비 지원을 단함.

◦ 계열화 수출 문조직 육성  지원

- 2007년 농식품 수출업체는 3,900여 개이며 이  물류비 지원을 받는 업체

는 253개에 불과하고 부분 소규모 세업체로 국내외 시장에서 과잉 경

쟁하는 구조임. 수출업체  계약재배 업체는 50% 이하이며 자체품질

리 업체는 6.5%에 불과하는 등 체계 인 품질 리와 안정 인 공 계약

이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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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 하는 계열화 수출 문조직을 육성하고 향후 

동일품목의 계열화 조직간 통합을 통해 품목별 마  보드화를 유도함.

- 계열화 업체에 한 지원은 표 물류비의 30%, 우수조직에 해서는 표

물류비의 5% 인센티  등을 부여하고 각종 정책사업의 상자로 우선 

선정함.

- 선도  수출기업 주축으로 30개 품목을 심으로 향후 5년간 50여 개 계

열화 수출 문조직 육성을 목표로 함.

◦ 농식품 수출보험제도 개선

- 기존의 농수산물수출보험과 환변동보험이 시행 이나 업체의 이용률이 

조한 실정임.

- 최근 환율변동 등 내외 수출여건 변화에 비한 보험가입으로 수출업체

의 안정 인 경  지원이 필요하고 업체의 세성으로 인한 수출  회

수불능의 험 등에 비한 보험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패키지보험을 개발하고 환변동보험료 지원한도 확  등을 통한 환

변동보험 가입을 극 유도함.

◦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확

- 최근 농식품 안 성 문제가 내외 으로 두됨에 따라 신선채소류와 과

실류 등에 한 잔류농약 검사비용 지원확 가 필요함.

- 검사항목을 단성분 분석(30개 항목)에서 다성분 분석(102개 항목)으로 확

하고 지원액도 건당 30,400원의 정액지원에서 다성분 분석 검사비 기  

121,600원(검사비 총액의 80%)을 지원함.

- 지원조건은 잔류농약검사 결과가 합한 경우에 지원하던 것이 다성분 분

석에서 불합격된 경우도 지원함. 

◦ 수출정책자 (운 활성화지원) 배정한도 확

- 기존에 5개로 세분화되어 있던 수출정책 자 지원을 운 활성화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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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합하고 배정한도를 년도 수출실 의 2배까지 확 함.

- 주요 변경내역을 보면 사업명을 운 활성화로 통합하고 배정한도를 확

하며, 수출이 많이 되는 유망품목 생산 업체가 배정을 많이 받도록 개선

함. 계열화 수출 문조직  30  수출유망품목에 우선 배정함.

◦ 지자체 농식품 행사 효율화

-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행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시장

개척사업과 유사하고, 시기와 지역이 유사하고 복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함.

- 각 기  혹은 자자체간 사업 연계를 통해 해외 행사의 규모화, 효율화

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해외 행사를 연계사업, 력사업, 행사업으로 분류하여 농수

산물유통공사 사업과 연계시킴.

- 연계사업은 지자체와 유통공사가 매칭펀드로 지자체 행사를 규모화하여 

유통공사에서 주 하여 추진하고, 력사업은 유통공사의 시장개척사업

과 지자체 행사를 통합하여 추진하며, 행사업은 이외에 지자체 요청사

업을 탁받아 수행함.

◦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수출농산물 공동 랜드 휘모리(Whimori) 제도개선, 

수출 농식품 안 성 확보를 한 ‘안정성 의회’상설화, 일 신선농산물 

수출 련 PLS(일본의 농약허용기 , Positive List System) 용 상확  등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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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식품 수출의 문제 과 개선방안

■ 농식품 수출중 신선식품 비중 낮아 

◦ 농식품 수출 품목이 가공식품 주를 이루고 국내 농업과 연 성이 높은 신선

식품의 비 은 크지 않아 수출을 통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 이 제기됨.

- 2008년 농식품 수출  신선식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 은 35.4%, 가공식

품은 64.6%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신선식품 수출비 이 높은 수산물

을 제외하면 신선식품 수출비 은 12.1%임.

- 2008년에 수출된 상  10개 품목  담배, 수산물, 원료농산물 비 이 낮

은 가공식품이 부분임.

◦ 수출 농식품이 체 수출액이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이 미미할지라도 

후방 련 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가경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2년 100억 달러의 농식품 수출이 달성된다

면, 이것의 생산유발액은 126억 달러, 부가가치 유발액은 45억 달러, 5만6

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이원기 외 2009)

◦ 한 농산물은 가격 신축성이 크기 때문에 공  과잉시 농식품 수출로 물량

을 조 만 흡수해도 가격은 크게 안정될 수 있음. 하지만 국내가격에 실질

인 향을 미치기 해서는 일정 물량이 되어야 함. 

◦ 신선품 형태의 농식품 수출은 유통  보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증  폭과 속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농식품 수출과 국내 농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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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을 높이기 해서는 국산 농산물 원료사용 비 이 높은 가공식품 개

발지원을 확 하여 수출이 국내수  안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생산자의 수출계약 파기 문제

◦ 생산자들이 수출을 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아질 

경우 계약을 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국내가격이 낮으면 수출희망 물량이 

늘어나고 국내가격이 높으면 수출할 물량이 부족하여 안정 으로 공 하기 

어려움.

◦ 생산자들이 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수출계약을 기하는 문제에 한 제도

인 해결 노력이 필요함.

- 농가가 수출계약을 기할 경우 이에 한 손실을 보 해  수 있는 보험

상품 개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는 수출계약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이를 보 해  수 있는 ‘수출안정

기 ’(가칭)을 조성해서 국내가격이 수출계약가격의 범 를 상회하면 기

에서 보 해주고 그 범 를 하회하면 생산자가 일부를 기 으로 출연하

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김동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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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수출계약안정화 로그램 시

100～120%

100～80%

계
약
안
정

< 국내가격 > < 정산방법 >

계약가격 비

120%이상

수출계약가격

(100～120%) 

계약가격 비 

80%이하

기 으로 차액 보

 계약가격으로 정산

차액의 일부를 기 으로 출연

자료: 김동환, ‘농산업과 식품정책의 평가와 제언’, 농업정책학회 2009년 1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9.

■ 수출물량확대로 인한 국내수급 불안 우려

◦ 농식품 수출을 해 규모 원료농산물 공 체계를 지원하고 있으나 내수용

과 수출용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수출여건이 불리하게 되면 국내공 이 늘어

나 국내가격이 하락하고 생산농가의 피해가 상됨.

- 정부의 농식품 수출단지조성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의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등으로 농산물 공 능력은 늘어나지만 

수출능력 향상을 과할 경우 수출 잉여농산물의 매 문제 우려됨.

◦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수출 농산물 생산증 를 한 지원과 수

출능력 향상을 한 여러 지원이 보조를 맞추어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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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농식품 수출지원 중복

◦ 농식품 수출과 련된 여러 기 들, 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이 하게 

분담되지 못하고 개별 으로 수출지원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유사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동시에 지원할 경우 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외경

쟁력을 높이기보다 국내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부의 물류비 지원은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동일한 기 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수출시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

음. 한 2008년 정부가 ‘수출농식품 공정거래신고제도 운 ’을 도입하여 

해외시장에서 덤핑 등 수출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행 를 근 하기 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물류비는 정부의 물류비 지원과 별

개로서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수출기반이 취약한 상

태에서 국내업체간의 과도한 경쟁이 발생함.

- 지자체의 수출지원은 많은 경우 투자라는 보다는 사업홍보나 치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농식품 수출과 련하여 총체 으로 조 할 수 있는 수출지원창구단일화를 

유도하고 지자체 차원의 수출 략 농산물을 선정하고 선정된 농산물 주의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복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지원 이루어져야

◦ 농식품 수출에 한 정부의 노력과 사회  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증  

분 기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과도한 심으로 인해 실무추진이나 불

필요한 행정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음. 한 단기 인 수출목표 달성을 

해 무리하게 여러 정책이나 지원을 추진할 경우 도덕  해이나 산낭비 등

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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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장기  에서 수출을 한 인 라를 구축하고 농식품 수출의 여

러 정책들이 유기 으로 결합되고 추진속도를 조 하여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식품 수출 장 애로사항을 수시로 악하고 해결하는 것도 요하지만, 농

식품 수출 련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수출지원에서 미흡한 것을 총체  

에서 악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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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농산물 수출조직 강화 방안

1. 황  실태

1.1. 조직 현황

가.  조직유형 분류

◦ 농산물 생산  수출과 련된 조직은 조직 주체와 조직간 연결 계에 의해

서 유형화될 수 있음. 

- 개별 활동주체로는 개별 생산농가들과 수출업체들이 있음 

- 개별 생산자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조직으로는 작목반, 

지역농 , 품목농 ,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있음

◦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연결 계에 의한 유형은 조직의 횡  계와 종  

계에 의해 분류됨. 

- 생산자조직의 횡  계로 생산자 조직간에 계약  정 에 의해 공동으

로 활동을 수행하는 개별 생산자조직보다 확 된 조직

  ∙ 시: A생산자조직 + B생산자조직 + C생산자조직 → D생산자조직

- 수출업체간 횡  계로는 개별 수출업체들간 계약에 의해 확 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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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A수출업체+B수출업체+C수출업체→ D수출조직

- 생산자조직과 수출업체 간의 종 인 거래 계약  계에 의해 구성된 

조직

  ∙ 시: 생산자․생산자조직 ↔ 수출업체 ↔ 바이어․수입회사

나 .  산지유통조직 실태

◦ 국내 농업 생산규모는 농산물 수출 강 국들에 비해 세함. 국내 과수 농가 

호당 평균 경 규모는 농산물 수출 강 국들에 비해 규모가 아주 세함.

∙사과: 농가당 평균 0.78ha, 1.0ha 미만농가 비  77.4%

∙감귤: 한국 0.7ha, 미국 24.0ha

∙단감: 한국 0.45ha, 1.0ha 이상은 9.5% 불과, 이스라엘은 3.0～5.0ha

∙칠 : 재배규모가 5ha 이상이 7,800여 농가

◦ 농가 생산과 출하규모가 세할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조직 규모도 세함.2 

- 2007년 말 기  1,114개의 지역농 , 82개의 품목농 , 농업회사법인 898

개, 농조합법인 4,410개 운

- 산지유통조직  연간 취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조직은 200개소, 300

억 원이 넘는 조직은 20개소

◦ 국내 생산규모와 산지유통조직의 세성은 농산물 수출 증 의 주요 해요

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다.  수출업 체

◦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수가 상 으로 많고 규모는 세함.

- 농식품 수출 업체수: 3,900여 개소

- 수출업체들  정부 물류비를 지원받은 업체 수: 253개소(’07년 기 )

2 신농업비 과 략. p305,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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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비를 지원받은 업체들  수출액이 5백만 달러 이상인 수출업체는 

13개 업체에 불과함(물류비 지원업체의 5.1%)

 ∙ 부분 1백만 달러 이하 업체임(164개소, 64.8%)

표 4-1.  정부 물류비 지원업체 수출액 황(2007년)

구분 1천만불 이상 10～5백만불 5～3백만불 3～1백만불 1백만불 이하 합계

업체수(개) 5 8 11 65 164 253

자료: 농식품부(2008.12) ｢’12년 농식품 100억불 수출을 한 세부추진계획(안)｣

◦ 신선농산물 주요 30  품목의 수출업체 수는 368개소임(’07년 기 ).

- 김치 수출업체가 43개소

- 과실류: 배 47개소, 단감 21개소, 사과 20개소, 감귤 14개소

- 채소류: 리카 31개소, 딸기 19개소, 방울토마토 16개소, 멜론 14개소

- 특히 유자차는 34개소, 백합 13개소로 많음

◦  수출업체 수가 상 으로 은 품목은 홍삼근 8개소, 장미 4개소, 선인장류 

5개소임.

◦ 수출업체 수가 많고 규모가 작아서 수출 창구가 다양하여 과잉경쟁, 출 경

쟁 구조를 유발하고 있음.

◦ 수출 액 기 으로 상  10%에 해당하는 업체 수는 37개임.

- 품목별로 김치 4개소, 배 5개소, 리카 3개소, 유자차 3개소, 단감 2

개소

◦ 2007년 기 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업체 에서 평균 수출액(145만 달

러)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수 비율은 17.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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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체 규모의 세성으로 인해 품질 리, 랜드 리, 연구개발 활동이 

미약함.

- 품질을 자체 으로 리하는 비율은 6.5% 불과함(’06년 138개 수출업체 

조사결과).

- 자체 랜드로 수출하는 업체 비 은 36.9%임. 수출업체나 가공업체의 경

우 자체 랜드보다는 산지별 혼합 랜드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OEM 

방식을 활용함.

- 자체연구소를 통한 제품개발이나 품질개선을 한 연구개발이 미흡한 실

정임.

1.2. 문제점

가.  고품질 수출물량 의  안정  확보 어려움

◦ 농가 생산  출하규모가 작고 수출업체 운 규모가 세한 여건은 수출 경

쟁력 향상의 핵심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생산규모가 세하고 부분 내수 심으로 출하하기 때문에 반 으로 

수출구조가 취약하고 수출물량을 안정 으로 공 하기에 어려움.

- 가격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한 시설투자, 재배개선을 한 비용 

투입이 쉽지 않음.

- 내수가격과 수출가격 차이가 클 경우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에 맺은 계약

이 불이행되는 경우가 많음.

◦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수입회사나 형 매업체가 가지는 주

요 애로 사항 의 하나도 한국산 농산물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임.3

- 극동러시아 시장의 경우 한국산 농산물 공 기간이 짧아 원하는 시기에 

3 한국농 경제연구원 지조사자료(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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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확보가 어려움(화훼류 등). 

- 수입 물량의 지속 인 공 이 이루어지 않고 일회성, 단발성으로 공 하

는 경우가 많아 지속 인 매활동의 어려움(밤, 딸기 등).

- 한국산 농산물 수입가격 변동 폭이 커서 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어려움.

국 내 수출업 체 의  수출 애로 요인

◦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수출 증 를 해 가장 시 히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로는 수출물량(원료)의 안정 인 확보인 것으로 나타남. 2순 로는 수출상품

(원료)의 품질경쟁력 제고, 3순 는 수출상품의 안 성 확보인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수출장애 요인으로는 ① 자 부족(물류비  포장자재비용 과다발생), ② 

가격경쟁력 낮음 ③ 국내업체끼리의 과다 경쟁 ④ 세업체의 덤핑수출  해외

시장 상품가격 교란으로 채산성 악화 ⑤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나타남.

문항 수

1순 수출물량(원료) 안정  확보 198

2순 수출상품(원료) 품질경쟁력 제고 132

3순 수출상품의 안 성 확보 96

   주: 1순  가 치 300%, 2순  200%, 3순  100%를 용하여 수로 환산함

   자료: 수출업체  련기  120개를 상 조사 결과(한국농 경제연구원. 2008.6)

나 .  체 계 인 품질 리  시스템 미약

◦ 농산물 생산 주체가 많고 출하규모가 세하여 수출 농산물의 생산과 품질

리를 체계 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 수출 농산물 품질 향상, 안 성 기  수 어려움.

◦ 수출농산물 공 체계의 세성과 불안정성은 수출 농산물 출하와 상품화 과

정을 체계 으로 리하기 어려움.

- 수출 농산물 출하주체가 다양하여 일 인 품질 리 시스템 용과 품질

균일성을 높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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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한 수출 농산물 품질 리 시스템은 수출 농산물 안 성 기  조건을 충

족시키지 못하여 수출이 단되거나 안 성 검사 샘  비율이 높아져 수출에 

장애를 겪는 사례를 종종 래함. 

- 김치 동으로 인한 일본수출 감소: 2005년 김치 기생충 알 발견  동

- 리카 일본 수출상품 검사비율 확 : 2009년 경남지역 생산 수출 

리카

- 국의 경우 2008년 국산 분유 멜라민 동으로 인한 국산 수출 농식

품 이미지 악화와 수출경쟁력 하를 래

일본 수출 리 카 농약검출 사 례  시사

◦사례 내용

  - 2009년 4월 8일 일본 선 분 리카에서 Flonicamid(상품명 세티스, 천 활

용온실 진딧물용 농약) 농약이 일본의 잔류농약 허용기  0.4ppm 이상 과 

검출됨.

  - 련 조치: 잔류농약이 검출된 2개 농가 수출 단, 기타 업체들 샘  검사 비율

이 5%에서 30%로 증가

◦문제

  - 일본 수출용 리카 농약안 사용지침(스 이, 수확  살포일 5일, 살포횟수 

3회, 물 20L당 6.7g)에 의거 사용했으나, 30여일 지난 시 에 검출됨.

  - 농산물품질 리원 일본 수출용 리카 농약안 사용 지침에 고시된 200여 가지 

농약  178개 항목만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24개 항목이 미포

함되어 있어 향후 안 성 확보 우려됨.

  - 잔류농약 검출문제는 수출업체나 농가뿐만 아니라 국가가 수출농산물 품질 리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문임.

◦개선사항

  - 수출시장 국가별로 변동되는 농약사용 기 , 허용치 기  악 필요

  - 수입국에서 정하는 안 성 기 을 엄격하게 수하고 품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품질 리시스템 구축

  - 안 성 기 을 수할 수 있는 품질매뉴얼 보 , 재배  수확 리 필요

  - 안 성 실험  검증 문제로서 담당인력 수요는 증가하나 인력이 부족하므로 

농약안 성 포장시험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문인력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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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격 경쟁력 향상  어려움

◦ 농식품 수출업체 규모가 세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기에 불리한 여건임. 

- 를 들어 컨테이  단 를 량 채우지 못해 수송할 경우 단 당 수출비

용을 높여 가격경쟁력을 하락시킴.

- 수출물량의 세성이나 공 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수출가격 교섭력에서 

불리함.

◦ 수출업체 수 과다  수출규모의 세성으로 인해 수출업체간 경쟁 과도, 거

래교섭력 미흡 등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함.

라 .  수출 수익 변 동성과 리 스크가 큼

◦ 수출물량의 불안정성과 규모의 세성으로 인해 수출업체들의 수익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수출업체 입장에서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품질 리, 마  활동을 체

계 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수출가격 상  거래가 불안정하여 가격  

수익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음

-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낮고 문성이 부족하여 경 에 어려움을 겪는 경

우가 많음

- 수익변동성이 큰 편이어서 소비자를 겨냥한 신상품 개발 등의 R&D 투자

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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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조직화 련 정책

2.1. 원예전문생산단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원 문생산단지 수는 2008년 기 으로 총 159

개소임. 단지규모는 8,539ha, 총 농가 수는 12,768농가, 단지당 농가 수는 평

균 80.3호, 단지당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평균 으로 37.3농가임. 품목

별로 단지 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단지 수: 채소류 62개소, 과실류 54개소, 화훼류 43개소

- 단지 규모: 채소류 1,472ha, 과실류 6,655ha, 화훼류 412ha

- 단지 농가수: 채소류 3,613호, 과실류 8,605호, 화훼류 550호

- 단지당 평균 농가수: 채소류 58.3호, 과실류 159.4호, 화훼류 12.8호

- 단지당 수출참여 농가수: 채소류 30.7호, 과실류 67.1호, 화훼류 9.3호

◦ 정책 으로 원 단지 지정과 운 을 수출기능 확 와 강화 방향으로 리지

침을 개정하는 등(’08년 7월) 단지 조직화와 품질 리기능 강화를 한 다양

한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

- 신규 비단지 지정제도를 통해 건실한 단지 리제도 도입

- 단지 선정요건에 한 규제완화  규모화 유도

- 단지 리지침에 식물검역단지 리 조항을 추가․신설하여 수출 련 부

서에서 일원 인 리를 추진

- 단지 실태조사 분석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우수단지에 한 인센티  

부여  수출참여 확

- 수출농식품 안 성 의회를 신설하여 원 단지 생산 농식품의 수출안

성 제고

- 원 단지의 효율 인 리체계 구축을 해 리 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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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으로 원 문단지의 수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화 추진을 해

서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더욱 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를 해 계약재배 농가비율과 계약재배 이행률 

제고

- 품질개선과 안 성 제고를 한 시설 투입  개선, 생산 리  기술교육 

강화. 안 성 리는 국가별, 단지별 맞춤형 리

- 산지유통센터(APC)를 매개체로 조직화하여 선별  상품화 기능 강화, 조

직 공동의식  소속감 제고

- 단 당 생산성을 높이기 한 기술보 과 컨설

2.2.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은 농식품 수출업체 수가 무 많고 국내외에

서 과잉경쟁 구조를 나타냄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수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해 2008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임.

◦ 농식품 수출선도조직의 개념은 농식품 품목별로 수출업체와 생산자조직(생

산자)이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체 주도로 품종 선택에서부터 재배, 수확, 선

별, 포장, 안 성  품질 리, 정산, 농가교육, 수출업무 등의  과정을 수

행하고 수출 농식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확 를 하여 선도 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임.

◦ 수출선도조직 사업 목   추진방향은 수출기반  시스템이 우수한 수출업

체에 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체 수출조직  기반의 상향 평 화를 유

도하고, 수출창구의 단일화로 자율  시장개척  해외마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향후 동일품목의 계열화 조직간 통합을 통해 품목별 마  보드

(Marketing Board)화를 유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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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선정 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2008년에 10개 품

목에 한 13개 조직을 선정하여 2009년 사업을 시행 에 있음. 2009년에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품목은 김치, 리카, 배, 감귤, 

유자차, 백합, 새송이버섯, 딸기, 단감, 장미임. 

- 향후 총 30개 품목에 해 수출을 선도할 수 있는 50여 개 수출조직을 추

가로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2008년 13개 조직 포함)

◦ 앞으로 농식품 수출선도조직을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에 을 두어 수출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함.

- 기존에 선정된 수출선도조직과 비선정 수출업체 간 조직화와 규모의 확

를 해 자발 인 통합을 유도해야 함. 

  ∙조직 확 사례: 러 ( 리카), 코머쉬(새송이버섯), 천안배원

(배), 로즈피아(장미) 등  

  ∙조직 확 를 신청했으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례: 유자차 수출의 조직화 

확 를 해 한성후드, 두원농 , 고흥유통 3개 조직이 수출선도조직 

사업자 변경을 신청하고 운 원회에서 심의하 으나 재배상의 품질

리, 상품화 시설, 마  활동 등에서 실질 인 조직통합 활동을 기

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되어 통합조직 선정이 부결됨. 차기에 규모

화된 조직의 실질 인 운 성과를 기 할 수 있을 때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함. 

- 사업수행의 지속  모니터링과 리, 성과에 따른 인센티  부여, 컨설  

수행

- 기존에 선정된 수출 문조직과 후발 업체  조직들의 자발 인 물량확

보, 품질 리 시스템  리 기  마련에 의한 규모화  통합 유도. 통합

된 법인의 지분 분배 등을 통해 책임과 성과를 분배할 수 있는 운 시스

템 구축

- 해외의 규모화된 조직화 운 사례를 발굴하여 국내 조직주체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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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수출사업 추진 차도

① 사업계획 수립 ◦해당연도  장기 사업계획 수립
 -수출 문조직 운 계획, 수출달성 목표  달성 수단

② 농가교육 실시 ◦수출의 필요성, 유리성, 장애요인  해결방향
◦국내외 수출 우수사례, 국내외 매시장 견학, 토론회
◦고품질 재배  유통기술, 기술교류 등 교육

③ 수출농가 
선정․계약

◦수출농가 참여범   자격 설정
◦규약 작성, 선별  등 기  설정
◦출하약정 체결, 반시 제재사항 등 제시

④ 생산․수확
리

◦재배․수확은 수출 문조직 리 하에 수행
  -당도, 크기, 안 성 리 시스템 지침 이행

⑤ 물량수집․확보 ◦생산농가에서 산지유통센터로 수송을 원칙

⑥ 선별, 포장, 
장

◦수출국 수입업체 요구조건에 따라 선별, 포장
◦장기간 고품질 출하를 한 수확 후 리, 장지침 이행
◦검품주체: 수출 문조직 품질 리 문 인력

⑦ 수출․정산 ◦수출물량  출하처 결정: 수출 문조직 출하  마          
문인력

◦상표 리: 운 의회에서 결정
◦ 정산 주체: 수출 문조직(정산 로그램 이용)
◦ 정산 주기: 수출물량 선  이후 7일(or 15일) 이내
◦수수료율: 운 의회에서 결정

⑧ 마 ◦해외 시회, 박람회 참여
◦홍보  
◦주력시장 확 , 신시장 개척 등

⑨ 결산  평가 ◦결산회의: 수출종료 후 수출결과 공개
  -추진효과 제시, 개선․보완 사항 논의
◦수출 문조직 운 수익 분배  운 방안 의

자료: 김경필 외. 계열화수출 문조직 육성방안 수립 연구.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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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축수산물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추진중)4

◦ 품목별 표조직 육성사업 추진배경은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제고를 해 다

양한 분야별 책을 추진하 으나 품목별 근은 미흡하다고 단되어 수

조 ․출하 리․상품성제고 등을 자율 , 문 , 시장 탄력 으로 담당하

는 표조직을 육성하여 시장교섭력 확 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해 추진

되고 있음. 

◦ 품목별 표조직 육성은 농축수산물 29개 품목에 한 표조직을 2009년 

내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은 2010년 설립). 

- 표조직 수: 식량(1), 채소․특작(9), 과수․화훼(6), 축산(7), 수산(3), 

양식(3)

◦ 품목별 표조직의 기능은 품목별 산업 체에 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조직임. 재 홍보사업 주 기능에서 교육, 시장개척, 자율  출하조  기능

을 확 하며, 품목별 조직의 표성 확보를 해 참여농가 확 와 자조  조

성액을 확 해 나감.5

- 장기 으로 품목별 마 보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

◦ 품목별 표조직 활성화를 한 지원내용들을 아래와 같음.

- 사업 추진주체를 변경하여 품목 자조  사업을 표조직에 이

4 농림수산식품부. 「농축수산물 29개 품목 생산·유통 구조 개선 책(안)」. 2009.6.
5 농축수산물 품목별 표조직의 기능은 국내 생산에서부터 출하, 수 조 , 수출까지 

품목별 산업  분야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가져 조직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반면, 수

출선도조직은 수출 품목별 선도업체를 심으로 생산자조직화와 상품화, 시장개척 기

능 등 수출기능을 강화하며, 동일 품목의 여타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의 통합을 유도하

여 수출조직 규모화와 일원화를 한 마 보드화를 장기 으로 추진하고 있음. 품

목별 표조직과 수출선도조직 모두 수출기능과 련해서는 수출주체의 단일화를 목

으로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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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의 경우 유통 약·명령 제안권도 표조직에 이

- 품목에 지원되는 사업물량 배정, 추천권을 표조직에 부여

  ∙생산시설 화, 고당도 생산자재 지원, 거  산지유통센터 사업자 추

천권을 단계 으로 조직에 이양

- 참여조직과 농가 등 조직 구성원 심의 지원을 강화

  ∙ 표조직에 참여한 농가 출하농산물의 최 가 보장 

  ∙정책사업 평가시 우 수 부여로 우선지원 상에 포함

3. 수출조직 강화 방안

3.1. 수출 주체별 전문성 강화 

◦ 농식품 수출을 한 주요 활동은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계에 의해 수행됨. 

농가와 수출업체로 구성된 수출조직에서 수출업체(수출 문조직)는 생산

리 이행, 수출 계획 수립  추진 등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수출물량 생산  출하계획 수립

-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품질  안 성 조건 악

- 생산농가와 계약서 작성, 교육 등 생산 리 주도

- 수출조직 운 원회 구성

- 유통시설 확보, 운 ․ 리 등

◦ 수출 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 농가는 수출 문조직 운 지침에 따라 고품

질, 안  농산물 생산에 념함.

- 수출업체에서 지시하는 생산, 출하 로그램을 엄격히 이행

- 수출 농식품(원료) 공  계약조건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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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생산농가

◦ 수출국 거래회사와 수출물량 계획, 수출

가격 의

◦ 수출물량 생산  출하계획 수립

◦ 생산농가와 계약서 작성, 계약이행, 수출

의 주도 인 역할 수행

◦ 수출조직 운 원회 구성

◦ 유통시설 확보, 운 ․ 리 등

◦ 수출업체(조직)가 제시, 리하는 재배, 

출하 리지침 이행

◦ 수출업체와의 계약물량 공  등 계약내용 

수

3.2. 수출 조직 결속력 강화

가.  계약거래 운  활성화 

◦ 계약생산과 계약거래 이행률을 높이기 해서는 수출 농가 수취가격이 국내 

출하가격보다 높도록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고품질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매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이 요구됨. 

-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수 의 품질  안  농산물 생산

- 고품질 생산 농산물이 높은 가격에 매 가능한 수출시장  거래처 개발

◦ 계약거래의 이행률을 높이기 해서는 생산과정 품질 리시스템  로그

램과 연계되어야 함. 

- 수출업체에서 종자  묘목 공 , 재배지침 리 등 생산 리를 수출 문

조직에서 담당하고 리하는 역을 확 해야 함.

- 수출국 요구 수 의 품질, 안 성 기 을 갖춘 농산물을 생산하기 해 

지도할 수 있는 문인력 운 이 필요함.

◦ 수출농산물 생산과 출하계약 이행조건을 강화함으로써 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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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량 계약 시기를 국내 출하물량 거래시기보다 빠르게 설정하여 소유

권을 선 함.

- 계약  선지  비율과 약  지 비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거래주체간 부

담을 증가시킴.

- 계약거래 계약서 작성시 생산농가 ↔ 융기 (농 ) ↔ 수출업체간 융

거래 안  수단 확보

- 연도별 생산량, 품질, 가격 변동에 응할 수 있는 계약거래 조건 체결(  

2개연도 통합 계약 등)

제주  양배추  수출업 체  S 농조합법인 사 례와 시사

 ◦사례 내용 

  - 제주도에서 양배추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S업체는 2004년부터 일본시장에 연간 

5억원 수 의 양배추를 지속 으로 수출하고 있음

  - S업체의 일본 수입회사  국내 농가와의 계약 시기는 7월로 타 유통주체의 

계약시기인 9월보다 2개월 정도 빠름

  - 계약 은 출하 정 액의 30%를 선지 하고 약 은 방 400%로 설정

  - 재배, 생산 리를 하여 15일 주기로 농가를 방문하여 지도, 일본 수입회사 

담당자도 월1회 정도 생산 장을 방문하여 수입회사, 수출회사, 농가 간 유

계를 강화함

  - 수출용 양배추 구입가격이 국내출하가격보다 50∼60% 높은 수  

 ◦시사

  - 계약체결 시기를 앞당기고 계약  선지 과 약  비율을 크게 높여 계약이

행률 제고

  - 고품질 생산, 고품질 상품 수요처 개발  고가격 수취로 계약이행률 제고

  - 계약농가의 생산  품질 리 과정에 수출업체와 수입국 바이어의 지속 , 정

기 인 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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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품질 리  매뉴얼에 의 한 생산․출하 리

◦ 생산농가 교육에 농가들의 기술지도 내용에 한 수요가 높으므로 재배기술 

교육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큼. 그리고 수출조직의 공동선별이나 마  

활동을 강화하기 해서는 생산 품질의 균일성을 높이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음.

  - 일 된 재배 리 체계를 생산농가에게 인지  교육시키기 해서는 고품질 

생산에 필요한 품질 리 매뉴얼의 작성과 보 이 필요함.

  - 수출 농산물의 안 성을 높이기 해서는 수출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농약 

사용명, 허용치 기 에 따른 매뉴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출국 시장의 

안 성 기  변화에 따라 탄력  처가 가능해야 함.

◦ 수출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속성과 속성별 가치평가가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생산 지역별로 재배여건이 다르므로 지역별, 품목별 특성에 맞는 매뉴

얼 기 을 보완하여 용할 필요성이 큼.

  - 지역별, 품목별로 일 된 재배과정을 리함으로써 수출농산물 품질균일성 

제고 

다.  문인력 확보

◦ 수출농산물의 생산 단계, 상품화  출하단계에서 품질수 과 안 성이 높은 

상품성을 갖추기 해서는 수출조직에 품질 리 운 매뉴얼에 의한 시스템

을 운 할 수 있는 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재배․생산 리 문가: 토양, 병해충, 수확시  리 등

  - 유통시설 리 문가: 출하등  정, 공동선별장  유통시설 리

  - 해외 업 문가: 바이어 발굴 등 수출시장 개척활동, 유통망 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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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수출조직 운 원회 

◦ 수출을 목 으로 결성된 수출 문조직에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조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분쟁 가능 요인들을 제거하기 해서는 「수출조직 

운 원회(가칭)」를 구성, 운 해야 함.

  - 갈등 요인: 수출 상품 등 정, 수출가격, 정산시기 등 

  - 구성: 생산자 표, 수출업체 표, 농   련기  등

  - 역할: 갈등요인 발생 시 운 원회에서 조정․해결, 조직 운 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한 조직운  공개 등

새송이 버섯 수출 G회사  사 례와 시사

◦사례 내용 

  -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와 고품질 생산을 해 수출직  력농장 운 , 버섯

배지 분양센터 투자

  - 고품질 안  수출상품을 생산하기 해 품질 리 체계  기 을 생산품질이 

가장 우수한 생산농가 기 으로 생육방법 보 , 수출농가에 합한 생육방법으

로 지도

◦시사

  - 품질과 안 성이 높은 수출상품을 생산하기 해 생산원료 단계부터 투자  

리 

  - 품목별, 지역별 여건에 맞는 우수농가 기  매뉴얼 작성  보 , 재배 리로 

품질수 과 균일성을 제고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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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라 엘 수출 문조직 아그 스코( Agrexco- Carmel)  사 례와 시사

◦조직 개요

  - 이스라엘의 수출 문조직인 아그 스코 카멜(Agrexco-Carmel)은 1962년에 설립

되고 1991년에 민 화된 수출 문회사임(정부 50%, 소매기구 25%, 생산자조직 

25%)

  - 최고 품질만을 수출하고자 하는 이념으로 신선농산물 연  수출의 선도  역할

을 담당하고 있음

◦품질 리 체계

  - 품질 리  수출상품의 하자 책임은 으로 생산농민에게 부여

   ․수출품목 생산  출하 운  매뉴얼은 상 국 요구조건을 최 한 수용하여 작성

   ․생산자는 품질 보증  개선에 한 책임을 가지고 최고 품질의 농산물 생산

  - ID 리와 이력추 제에 의해 생산자로부터 수출시장까지  과정 리

   ․생산시기부터 농민들이 담부서 리 로그램에 입력한 정보를 통해 상품

정보 리

  - 품질 리 매뉴얼은 생산자단체, 식물검역소, 수출회사가 공동으로 품목별로 작성

◦시사

  - 생산  품질 리 기  설정  책임은 정부기 , 수출회사에 담

  - 생산농가는 매뉴얼에 따른 최고 품질 생산에만 념하여 수출주체간 역할 문

성 제고

3.3. 품목부류별 수출대표조직 설립

◦ 수출 표조직 설립 필요성

- 국내 수출업체 수가 무 많고 수출규모도 세하여 발생하고 있는 수출 

제약요인들을 단일 수출 표조직 설립  운 으로 자율 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수출조직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해 수출활동을 조직 , 문 으로 수행

함으로써 수출장애요인 극복과 수출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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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표조직 역할

- 국가  차원의 수출 표조직으로 활동 

- 수출시장 개척, 수출 국가별·업체별 물량 배정, 수출 물류시스템 구축 등

- 수출농산물 품목별 생산-선별-상품화-선 -수송 활동의 체계  리

◦ 수출 표조직 구성방법

- 조직 유형  품목 구성: 수출 표조직의 운 품목 범 에 따라 신선농산

물과 가공식품 표조직으로 분류하여 설립하거나 품목부류별로 과수수

출 표조직, 채소류수출 표조직 등으로 분류하여 설립할 수 있음.

- 표조직의 지분 공유방법: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정부가 공동 참여

 ∙생산자조직: 품목별 표조직 심

 ∙수출업체: 품목별 수출선도조직 심

◦ 수출 표조직 운 의 기  효과

- 수출 표조직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출활동을 자율 으로 수행

- 정부 수출 지원창구의 일원화로 수출지원정책의 일 성과 효율성 제고

- 수출 표조직 구성원  수출참여 주체에 한 지원 차별화

- 수출활성화 기능 강화: 수출시장 개척, 마  활동, 수출 자조  운  등

◦ 수출 표조직 운 연계성 강화 방향

- 수출 표조직의 운 을 원 문생산단지 사업,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과 연결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출활동에 한 연계성을 강화시킴.

 ∙원 문생산단지: 품질과 안 성이 확보된 수출물량 공 기지로 활용

 ∙생산자 조직 확 : 원 문생산단지 생산농가 심으로 수출조직 구성

원을 확 시킴

 ∙수출선도조직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는 원 문생산단지를 공 기지

로 활용함

 ∙수출물량 선별  상품화: 수출선도조직에서 소유·운 하고 있는 유통

시설  거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수행. 수출참여 조직원들의 생산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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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 산지유통센터로 일  출하하고 산지유통센터 조직차원에서 수

출물량 리 수행

-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품목별 표조직의 운  체계와 연계시켜 수출 표

조직을 구성하고 운 함

 ∙수출인 라 구축을 한 수출 문단지 육성 확 , 산지유통센터 시설 지

원을 수출 표조직 운 과 연계시켜 연계성을 높임

 ∙수출경쟁력 제고기술을 개발하기 한 품종개발, 장․수송  유통기

술 개발 등을 수출 표조직 운  활동과 연계

 ∙우수 수출 문조직에 한 표 물류비 인센티  제공 방법에 해 수출

표조직을 통해 지원 

그림 4-2.  품목별 표조직과 수출조직 연계 강화도

단계 품목별 표조직 수출 표조직

↓ ↓

생산

◦ 과원 규모화 추진

◦ 생산시설 화

◦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 원 문생산단지 심 추진

 - 품질과 안 성 갖춘 수출농산물

(원료) 안정  공  기능

 - 품질재배매뉴얼에 의한 생산

 - 수출선도조직 계약재배(수출물량)

↓ ↓

유통

출하

◦ 계약출하, 출하물량 조

 - 내수출하와 수출출하 물량/비율

◦ 표 규격, 공동선별·공동출하

◦ 소비 진 홍보

◦ 가공제품 개발

◦ 직거래 활성화

◦ 표 랜드 육성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 표조직 소유/수출선도조직 운  산

지유통센터를 경유하는 출하시스템

 - 산지유통센터에서 지검역 실시

 - 수출 표조직 물류시스템 운

↓ ↓

수출

◦ 수출물류비 지원  운 활성화

◦ 수출국별 수출 문단지 조성

◦ 수출단지 기반 조성

◦ 해외시장 개척사업

◦ 수출선도조직간 조직통합

 - 품목별 조직 강화, 규모화

 - 수출시장 개척, 마 활동

 - 수출국별 물량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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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과수수출연합회( ASOEX)  사 례와 시사

 ◦조직 개요

  - 칠 는 과수 생산량  고품질 상품 심으로 80% 이상을 수출하고 나머지 

20% 정도의 등외품은 내수시장에 출하하는 수출 지향  국가로 세계 과일 수

출의 주도  역할 수행

  - 칠  과수 수출물량의 90% 수 이 과수수출연합회(ASOEX) 회원 물량일 정

도로 수출주체가 조직화, 규모화되어 있음

  - 과수수출연합회의 품질 리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선별  포장기반

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사례 내용 

  - 칠 는 다국  기업의 규모 농장운 형태이기 때문에 조직화와 규모화에 매

우 유리한 조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으로 생산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산지유통센터를 

심으로 조직화 함 

  - 산지유통센터의 품질 문가들이 고품질 생산, 수확 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

하등 도 부여함. 등 정에 한 농가들의 불만은 거의 없는 편임

  - 상품성 리, 출하처 리는 마  담당자가 수행 

  - 품질 리 시스템은 품질과 병해충 리를 한 찰요원 운 , 지역별 재배매

뉴얼 보 ․지도, 품질 리인  출하지정인 제도 운

  - 안 성 수 을 높이기 해서 칠 우수농산물제도(ChileGAP) 운

 ◦시사

  - 칠  과수수출 표조직인 과수수출연합회를 운 하여 생산, 유통, 수출, 지원

업무를 문 으로 수행하고, 농가들은 생산에 념

  - 표조직에서 과수산업 종사자들의 이익 변

  - 한국은 수출 련 조직이 설립되고 있으나 활성화는 미흡. 품목별 수출 표조직 

심으로 생산, 유통 활동 결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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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농산물 수출물류 황과 과제

1. 수출 물류 황

◦ 산지유통센터에 농산물을 수집하여, 냉-선별-포장 등 수확후 리 작업이 

이루어짐.

- 수출용 농산물은 내수용에 비해 규격 기 이 엄격하기 때문에 상 으로 

세 한 선별과정을 거침.

- 내수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 물리  충격이나 온도 변화 등이 상

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수출 물류에서는 심각한 품질 하를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농산물은 체계 인 수확후 리가 필수 임.

- 부분의 수출농산물은 생산자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를 활

용하고 있으며, 마산항이나 양항에는 농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음.

◦ 국내 운송의 경우 신선농산물 단  수출 규모가 작아 주로 차량을 이용함.

- 규모 화물의 경우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감할 수 있으나 

신선농산물은 수출 물량이 상 으로 음.

- 수출용 컨테이 를 이용하여 산지에서부터 컨테이  차량을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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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하지만 컨테이  차량을 이용한 수송비가 상 으로 높아 항구까

지는 냉장차량을 주로 이용함.

- 산지에서 선별  포장된 농산물은 항구까지는 차량으로 수송되고, 항구

에서 수출용 컨테이 에 옮겨 실은 후 수출국으로 수송됨.

물류 단계 주요 활동

산지유통
- 집하, 냉 - 선별, 포장

- 장, 산지검역 - 상하차

국내운송 - 도로, 철도 운송

부두/공항
- 검역, 통

- 선 기, 선

국외운송 - 항공, 해상 운송

수 입 국
- 검역, 방제 - 통

- 상하차  운송

표 5-1.  수출 물류 단계별 주요 물류 활동

자료: 창곤 외(2002)에서 재구성

◦ 수출 농산물에 해서는 잔류농약 검사와 훈증 등의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 잔류농약 검사는 문 검사기 에 의뢰하여 정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의뢰 이후 2～5일 후에 검사 결과가 의뢰자에게 통지됨.

- 유해 병충해 방지를 해 수출 직 에 훈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병충해가 

빈발하지 않는 시기에는 국내 훈증 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한 후 수입국

에서 훈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기도 함.

 

◦ 검역  통  이후에는 농산물과 일반 공산품 사이의 물류 체계는 유사하여 

국외 수송은 종합 수출입 물류 업체에 의해 수행됨.

- 농산물은 신선도 유지를 해 냉장 컨테이 를 활용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농산물과 공산품의 국외 운송 체계는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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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겨울철과 같이 상 으로 기온이 낮은 시기에 일본 등 근거리 국가

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반 컨테이 를 이용하기도 함.

◦ 국외 운송의 경우 부분 해상 운송을 활용하고 있음.

- 송이버섯, 화훼류, 딸기 등 상품의 특성상 필요하거나 긴  배송의 필요성

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항공 운송이 이루어짐.

◦ 수출농산물은 주로 40피트 컨테이 를 활용하고 있음.

- 수송 규모가 클수록 단  당 수송비용이 감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일반

으로는 40피트 컨테이 를 활용함.

- 불가피하게 수송량이 은 경우에는 20피트나 12피트 컨테이 를 활용하

고 있음.

- 상 으로 소량 수출의 빈도가 높은 신선식품의 수출 지원을 해 농수

산물유통공사에서 21개의 12피트 냉장컨테이 를 보 하여 수출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컨테이  재 시 재량을 최 화하기 해 팔렛트를 제외하고 수작업으

로 재하기도 하며,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팔 타이징을 하는 

경우도 있음.

Container 명

내부  SIZE(mm)
내부용
(CBM)

량(Kg)

Length Width Height 자체 량
최 재
량

총 량

40ft
일반 12,016 2,344 2,387 67.6 3,740 26,740 30,480

냉장 11,556 2,286 2,216 58.5 3,770 26,710 30,480

20ft
일반 5,810 2,250 2,330 30.45 2,200 21,800 24,000

냉장 5,483 2,286 2,243 28.1 2,730 21,270 24,000

12ft
일반 3,588 2,309 2,366 19.6 1,590 5,000 6,590

냉장 3,101 2,283 2,142 15.16 2,700 4,100 6,800

표 5-2.  수출용 컨테이 의 규격 

* CBM(Cubic Meter) = 1m × 1m ×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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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수송 시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일본까지는 1일 이내, 미국까지는 20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됨.

- 일본은 당일 선 하면 이튿날 항구에 도착하며, 미국이나 캐나다는 서부 

항구까지 평균 20일, 동부지역까지 최장 35일이 소요됨.

- 수출국내 통  검역에는 간이 검사의 경우에는 당일 출시가 가능하지만 

정  검사를 거치는 경우에는 일반 으로 3일～5일의 기간이 소요됨.

2. 수출 물류 련 정부 정책

2.1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 설립 지원

◦ 정부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해서 마산항과 양항 2곳에 수출 문 물류

센터 설치를 지원함.

-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해서는 수출항에 물류센터가 필요하다는 단하

에 선별, 온 장, 훈증 등의 설비를 갖춘 수출 물류센터를 마산항과 

양항 인  지역에 설치함.

- 국비보조 70%, 지방비 30%의 기 으로 사업을 실시하 으며 2001～2002

년 기간에 총 사업비 135억 원, 국고보조  92억 원이 투입되어 시가 주

하여 시설을 건립함.

- 양항의 물류센터는 2004년 5월, 마산항의 물류센터는 2004년 11월 개장됨.

구분 총사업비
국비지원

지방비
계 ’01 ’02

합  계 13,496 9,154 2,220 6,934 4,342

  양
마  산

6,080
7,416

4,256
4,898

1,110
1,110

3,146
3,788

1,824
2,518

표 5-3.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지원 내역
단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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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항의 물류센터는 경남무역이 탁 운 하고 있으나, 양항의 물류센터

는 거의 가동되고 있지 않음.

- 경남무역은 경상남도가 20억 원의 출자   49%를 출자하여 설립한 제3

섹터형 기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수출사업을 개하

고 있음.

- 경남무역의 주력 사업은 리카와 딸기의 일본 수출이며, 2008년 15개 

국에 3,228만 달러를 수출하 음.

- 양항의 물류센터는 남무역에서 운 하 으나, 남무역이 수출 부진, 

수출  미수 등의 경  부실에 따라 2007년 산하면서 양항의 물류

센터가 효율 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음.

2.2 정부의 수출 물류비 지원

◦ 정부는 수출 문업체  수출 농산물 생산자에게 수출물류비를 지원함으로

써 수출확 와 농가 소득 증 를 도모하고 있음.

- 년도 수출실 이 일정 기 을 과하는 업체나 원 문생산단지의 수

출 농산물 생산자에게 수출물류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있음.

- 수출업체의 규모화를 해 수출실  기 을 진 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

으며 2008년의 경우 년 수출 실  15만 달러를 과하는 업체에 수출물

류비를 지원하 으나, 2009년에는 실  기 을 20만 달러로 상향조정함.

- 지원 상 품목을 진 으로 확 하고 있으며, 1999년 과실, 화훼, 채소, 

김치, 축산물 5개 부류에 해 지원하 으나, 2009년 재 인삼, 통주, 

곡류, 가공밥, 장류, 차류, 식재료 등 12개 부류에 해 지원하고 있음.

◦ 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 규모는 2008년 기  연간 320억 원 수 임.

- 정부는 농어 구조특별회계를 통해 수출물류비 지원 산을 확보하고 있

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 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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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류비 산에는 수출물류비를 직  지원하는 사업과 지검역, 잔류

농약검사, 수출생산단지 사   사후 리 등 수출물류 조성 사업을 지원

하는 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의 부분은 수출물류비를 직  지원

하는데 투입됨.

◦ DDA 상 타결 시 수출물류비의 감축 는 철폐가 상되고 있어 수출물류

비 지원수 을 단계 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음.

- 수출물류비는 개발도상국 지 에 한 인정 여부에 따라 감축 기간이 상

이할 수 있으나 감축이 불가피한 보조 에 해당됨.

- 품목과 수출국가를 고려하여 지원 단가를 차등 용하고 있으며, 지원 요

율을 단계 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음.

- 2008년의 경우 지원단가의 25%에 해당하는 물류비를 지원하 으나, 2009

년에는 지원단가의 20%에 해당하는 물류비를 지원함.

- 지원한도 역시 지속 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2001년 수출 액(FOB)의 

50%에서 2009년에는 20%로 조정함.

구분 2001～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수 30 25 25 20 20 15 10

표 5-4.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요율 용 계획
  단 : % 

◦ 앙 정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출물류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부분의 역  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출 

진을 해 지방비를 활용하여 수출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앙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은 물류비를 기 으로 책정되지만,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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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 수출 농산물 가격을 기 으로 지원 을 책정하고 있어 지원 요

율은 상 으로 낮으나 지원 액은 오히려 많은 경우도 있음.

- 지방정부의 수출지원은 행 WTO에서 감축 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수출

지원제도에 명시 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 정부의 의지에 의해 일

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구분 생산농가지원 수출업체지원 합계

경 기 도 - - -

강 원 도 2 1 3

충청북도 5 2 7

충청남도 4～8 - 4～8

경상북도 7～11 4 11～15

경상남도 6～13 4～6 10～19

라북도 6 2 8

라남도 6 2 8

제 주 도 제주-부산 간 물류비

표 5-5.  지자체의 농가수취가 비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
단 : % 

자료: 김병률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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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감축 상 으로  분류하고 있는 수출 련 지원제도

◦수출실 에 따라 정부가 기업 는 산업에 하여 제공하는 직 보조

◦수출장려 을 포함하는 외화보유제도 는 이와 유사한 행

◦수출품 선 과 련하여 국내 선 분에 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국내수송  운임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품, 국내제품, 서비스를 국내 소비용 생산에 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

◦수출과 련하여 산업 는 기업이 지불한 는 지불해야 할 직 세, 사회보장부

담 의 완  는 부분 인 면제, 경감, 유

◦직 세 과세표  산정에 있어 국내소비를 한 생산과 련하여 부여되는 이상의 

특별공제 허용

◦수출품의 생산․유통시 내수용품 이상의 간 세 면제, 환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 서비스에 한 내수용품 이상의 간 세 면

제․환 ․유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부과되는 것을 과하는 수입과징 의 경

감 는 환

◦정부가 수출신용보증 는 보험계획, 수출품의 비용 증가에 비한 보험 는 보

증계획, 환리스크 보증계획 등의 장기 인 운 비용 는 손실을 보 하는 데 제

공하는 우 리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조달비용보다 낮은 리의 수출신용공여, 수출자 는 융

기  부담 비용의 부 는 일부를 신 부담하는 수출신용조건 제공

◦기타 상품수출 증가목 의 제번 형태의 소득 는 가격지원

* 출처: 주문배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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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상  결과에 따른 수출물류비  감축 시나 리 오

◦개도국 지  유지 시

   - 지속 인 지원이 가능하나 수출물류비 보조는 선진국 수출보조 철폐시  이후 

합리  기간까지 단계 으로 감축하여 철폐하여야 함

◦개도국 지  상실의 경우

  - WTO 농업 정의 허용보조  수출물류비 보조는 WTO/DDA 정 최종 이행

연도부터 향후 상에 의한 합의년도(end point)까지 단계 으로 감축하여 완

철폐

          X0 = 이행 년도

          X1 = 선진국의 경우 철폐년도

          X2 = 개도국의 경우 철폐년도

          α = 향후 상에서 결정하는 합리  기간 ( OX 2- OX 1= α )

  - 재부터 이행 년도(X0)까지 재의 물류비 지원수 을 유지하거나(ⓐ의 경우) 

물류비를 확 지원(ⓐ  ́ 의 경우)할 수 있음

  - 이행 년도(X0)에 개도국지 를 유지할 경우(ⓑ 는 ⓒ의 경우)에 당시의 물류

비 지원수 을 선진국의 수출보조 철폐년도(X1)시 까지 물류비를 유지(ⓑ 는 

ⓒ의 경우)하거나 확 지원(ⓑ´ 는 ⓒ  ́ 의 경우)할 수 있으며 종국 으로 선진

국의 철폐시 이후 특정연도(X1 + α) 즉, 개도국철폐년도(X2)까지 단계 으로 

감축․철폐하여야 함

  - 이행 년도에 개도국지 를 상실할 경우(ⓓ 는 ⓓ  ́ 의 경우)에 선진국철폐년도

(X1)까지 물류비를 단계 으로 감축․철폐하여야 함

*출처: 최용규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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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물류의 문제

3.1 수출업체의 물류시설 부족

◦ 수출 농산물은 부분 산지유통센터를 경유하여 선별, 포장 등의 과정을 거

치고 있으나 수출업체들은 산지유통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물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의

하면 지원 상자를 생산자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한도 20억

원에 해 70%의 국고  지방비 보조를 하고 있음.

- 한 생산자단체는 동조합,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

업법인, 공동출자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시군유통회사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출업체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액 자부담을 통해 산지유

통센터를 설립하거나 기존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를 임 하

여 사용해야 함.

◦ 국에 이미 국고가 투입된 산지유통센터만 249개가 개설되어 있어 수출업

체 용 산지유통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기 곤란한 실정임.

- 기존 시설들도 활용도가 낮아 가동률 제고를 하여 다각 인 책을 마

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업체 용 산지유통센터 추가 개설을 추진하

기 곤란함.

- 한 국 각지의 주요 산지에서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취 하는 수출

업체가 특정 지역에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 하는 것은 비효율 인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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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산지유통센터 개설 추이
단 : 개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시설 정보(www.kamis.co.kr)

3.2 수확후 관리 체계 미흡

◦ 수출 농산물은 유통 기간 동안 신선도를 비롯한 품질을 유지해야 함.

- 농산물의 품질 유지를 해서 다양한 수확후 리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

며 일반 으로 엽채류는 냉, 과채류는 큐어링6(curing), 과실류는 씨에이

(CA: Controlled Atmosphere)7  엠에이(MA: Modified Atmosphere)8 등

의 기술이 활용됨.

6 수확과정에서 과채류 표면에 형성된 상처를 심으로 미생물이 번식하여 농산물의 품

질을 속하게 하시키는 경향이 있어 일반 으로 열을 이용하여 상처를 아물도록 

하여 보  기간을 늘리는 장 기술
7 Controlled Atmosphere. 장고 내의 이산화탄소, 질소, 에틸  등의 가스 농도를 조

하여 과일의 사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장기간 품질을 보 하는 기술
8 Modified Atmosphere. 상자, 지 등 포장재 내의 가스 농도를 조 하여 수송  과일

의 품질 하를 최소화시키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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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진흥청, 농  등의 기 에서 수확후 리에 한 다양한 기술의 개발 

 보 을 추진하고 있음.

◦ 체계 으로 수확후 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농산물들은 우수한 품질의 농산

물을 선별하고 수송 과정에서 온 장을 하여도 10일이 넘는 수출 물류 과

정에서 품질이 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선 후 거래처 도착까지 20일 내외 소요되는 미주지역에 배와 같은 

과일을 수출하는 경우 품질 하로 클 임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수출과정에서 농산물의 품질 리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은 

시설 미비, 생산자  수출업체의 인식 부족 등임.

- 부분의 수확후 리 기법이 국내에서도 상용화되어 있고, 이미 이를 도

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설도 있으나, 건축 연한이 오래되거나 투자 규모

가 작은 산지유통센터 에는 정한 수확후 리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 하지만 이미 다수의 수출 농산물을 취 하는 산지유통센터에 수확후 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시설 부족을 수출 농산물 품질 리를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 오히려 경험  인식의 부족으로 한 수확후 리를 도입하지 않고 있

기 때문에 수출 농산물의 품질 리가 효율 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3.3 농약 잔류 검사의 체계 미흡 

◦ 수출 농산물은 수출 직 에 잔류 농약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통 검사 

의뢰 후 5일이 소요됨.

- 속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검사 의뢰 후 검사 결과를 통지받기까지 

2일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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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농산물이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일본까지 수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24시간 미만임.

- 즉 수출 직  잔류 농약 검사를 요청하여도 농약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이 에 일본의 통  검사가 이루어짐.

- 만일 허용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 농산물의 

반송 는 폐기와 함께 수출업체에 한 수출 단 등의 조치가 수출업체

에게 가해짐.

◦ 재와 같은 수출 농산물에 한 잔류 농약 검사 체계로는 원활한 수출 물류

를 수행하기 곤란함.

- 가능하면 수출 선  이 , 늦어도 수입국의 통  검역을 거치기 에 잔류 

농약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체계가 필요함.

4. 수출 물류의 개선 과제

4.1 수출물류비 지원 제도 개선 방향

◦ 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물류비에 한 단계 인 감축은 지속 으

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DDA 상이 타결되는 경우 수출물류비 지원에 한 감축 는 폐지가 

불가피하므로 단계 인 감축을 통해 격한 지원  감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한 수출물류비 지원에 투입된 산을 수출원 단지의 인 라 투자, 수

출시장 개척, 농산물 수출 컨설  등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식의 지

원으로 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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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지원 규모는 유지하되 수출액

의 일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산물 수출에 한 지원은 수출 농가의 수취가를 제고시키고 농산물 수

출을 활성화시키는 정 인 효과가 있는 수단임.

- 하지만 수출 액의 일정비를 보조하는 경우 수출국 시장에서 국내 농산물 

간의 가 경쟁 등을 래하여 장기 으로 수출경쟁력을 하시킬 수 있음.

- 앙정부와 유사하게 생산시설, 유통시설 등의 인 라에 한 투자, 컨설

 활성화, 수출 시장 개척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출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4.2 비축 창고를 공동 수출 물류로 활용

◦ 농산물 수 안정을 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 하고 있는 비축 창고의 

일부를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출물류센터로 운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 12개소의 물류 거 에 농산물 비축 기지를 운

하고 있음.

- 12개 비축기지의 지 면 은 363,571㎡, 66,760㎡의 온 장시설을 포

함하여 시설규모는 97,011㎡, 보 능력은 58,571톤임.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 하고 있는 비축기지의 일부를 할애하여 수출 물

류센터로 활용함.

◦ 주요 물류 거 에 치한 비축기지의 일부 시설을 정비하여 냉, 큐어링 등 

수확후 리가 가능한 수출 물류시설로 개선한 후 산지유통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수출 업체가 임차하여 활용하도록 함.

- 생산자단체가 아닌 수출업체는 자기 부담으로 산지유통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공공기 에서 제공하는 수출 물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수출업체

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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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을 신규로 확보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투

자를 최소화할 수 있음.

4.3 수확후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수확후 리는 이미 다양한 기법이 소개되어 있고, 다수의 시설이나 자재가 

상용화되어 있으므로 단기 으로는 새로운 기술개발보다는 기존 기술을 

장에 맞도록 용하고, 이를 수출 조직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함.

- 부분의 수확후 리 매뉴얼이 국내 유통에 을 맞추고 있으므로 수

출 농산물에 을 맞춘 수확후 리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함.

- 수출 조직들을 상으로 수확후 리의 요성과 품목별 수확후 리 기

술 용에 한 교육 로그램을 진행함.

- 공공기 에서 발행하는 수출 실무 메뉴얼9 등에 수확후 리의 요성

과 주요 품목에 한 매뉴얼을 포함하는 등 수확후 리에 한 홍보를 

강화함.

◦ 장기 으로는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해 수출 물류에 을 맞춘 

수확후 리 기술의 개발을 추진함.

- 수출연구사업단이나 기존의 농림기술개발 과제를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를 한 수확후 리 기술 개발 사업을 발 시킴.

9 2007년 12월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한국 농식품 수출 가이드북」을 출간

한 바 있으나 수출실무 내용에 수확후 리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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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간이 잔류 농약 검사 장비 보급

◦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간이 잔류 농약 검사 장비를 수출 조직

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가락시장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이 시장 

밖으로 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간이 검사 장비를 운 하고 있음.

- 간이 농약 검사 장비는 시료를 투입한 후 수 시간 내에 농약의 잔류 여부

를 정성․정량 으로 정함으로써 신속하게 응할 수 있음.

- 수출 농산물도 간이 검사를 통해 선  이  는 수출국 도착 이 에 농약 

잔류 상태를 악함으로써 통  이 에 회송, 폐기 등 능동 인 응이 가

능함.

◦ 개별 수출 조직에 보 하는 것보다는 주요 거 에 공동 간이 농약 검사 센터 

등을 설치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간이 검사 장비를 운 하기 해서는 장비나 시료 외에도 문 인력이 투

입되어야 하므로 개별 수출 조직이 이를 운 할 경우 과 한 경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농산물이 주로 수출되는 부산항, 마산항, 양항 등 주요 수출 항 인근에 

간이 검사 센터를 설치하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한 도농업기술원 등에서 농약 간이검사를 실시하면 산지에서 시료를 채

취하여 검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선  이 에 검사 결과를 통보받아 

응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음.



100

제6 장

시설원  수출 실태와 발 방향

1. 시설원  생산  수출 추이 

1.1.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 실태

◦ 1990년  들어 원 작물 소비가 고 화․주년화 됨에 따라 고 채소  화

훼류의 재배면 이 증가하 음. 2007년 시설원  재배면 은 76,580ha로 

1990년 41,747ha에 비해 약 1.8배까지 증가하 으나 2000년 93,963ha를 정

으로 감소내지 정체 상태임.

◦ 1990년  반 이후 시설원  재배면 이 지속 으로 증가한 이유는 1994년

부터 농어 발 책의 일환으로 ｢원 산업 경쟁력 제고 책｣이 추진되면서 

시설원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 기 때문임. 그러나 1990년  말 외환 기를 

겪으면서 생산시설 화사업의 축으로 시설면   연 산업도 정체상

태임.

◦ 최근 시설 이용률이 1995년에 2.1배에서 지 은 1.5배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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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농자재와 유가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

여 농가 소득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농가 소득을 높이기 해서는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여 국내가격

을 지지할 필요가 있고, 수출을 지속 으로 증 시키기 해서는 일정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률을 높이거나 신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표 6-1.  재배면  변화와 시설이용률 

　
시설채소 화훼

(B)
계
(A+B)

이용률
(%)시설면 재배면 (A)

1985  16,569 28,689 581 29,270 177

1990  23,698 35,994 1,752 37,746 159

1995  40,077 81,604 3,054 84,658 211

2000  48,853 90,627 3,336 93,963 192

2001  48,749 86,421 3,385 89,806 184

2002  48,535 82,544 3,338 85,882 177

2003  48,589 83,369 3,560 86,929 179

2004  47,841 80,815 3,397 84,212 176

2005  48,574 78,469 3,448 81,917 169

2006  48,680 76,361 3,232 79,593 164

2007  49,828 73,372 3,208 76,580 15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 」, 2008.

◦ 시설원  산업은 에 지 의존 이고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국

제 유가의 가 른 상승, 투입 농자재 가격의 인상 등으로 시설원  생산이 

크게 축되고 있음. 여기에 국내 경기의 둔화, 환율변화 등 시설원  작물의 

국내소비  수출 여건도 매우 불안정하여 시설원  농가의 경 상황이 어

려움에 착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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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시설원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는 하나 그 동안 시설원 산업은 

농의 규모화와 문화가 꾸 히 진행되어 농가소득 증 에 크게 기여하

고, 수출 증  등 농업부문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입증

된 상태임. 특히 유리온실 등 첨단시설은 그동안 련 기술의 발 , 국제경쟁

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정 면 은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신정부에서도 간척지에 규모화된 첨단 온실단지를 조성하여 농식품 수출의 

진기지로 활용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음. 

◦ 시설원 산업의 육성은 원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해 지속

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특히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시설원 산업에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시설설치

비, 생산자재비, 가온비용 등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을 악하고 이를 해결하

기 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시설면   2007년 가온면 은 체의 24%인 1만 2,962ha이며 이  채소는 

1만 396ha로 80%이며, 20%가 화훼 가온면 임.

- 가온은 작물의 품질 향상, 출하시기 조  등을 해 필요한 것으로 가온농

가 입장에서는 비용 감형 가온방법이 매우 요한 요소임. 

표 6-2.  원 작물의 가온 면  

시설면 (ha) 가온면 (ha) 난방시설
비율(%)채소 화훼 계 채소 화훼 계

2000
48,853
(93.6)

3,336
(6.4)

52,189
(100.0)

10,952
(88.3)

1,446
(11.7)

12,398
(100.0)

23.8

2007
49,828
(94.0)

3,208
( 6.0)

53,036
(100.0)

10,396
(80.2)

2,566
(19.8)

12,962
(100.0)

24.4

자료: 농식품부, 「농림수산업 주요통계」.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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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설원예 작물의 수출 실태

◦ 고유가, 농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일본의 안 성 규제 강화 

등 어려운 수출 여건 하에서도 리카, 채소종자, 딸기 등의 일 수출은 

증가함.

- 2008년 리카 수출은 국내가격 상승  일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단

가 하락(2000년: $3.32/kg → 2008년: $3.18)에도 불구하고 54.2백만 달러

로 년 비 14.9% 증가함. 이는 환율상승과 작기 환에 따른 안정 인 

수출물량 공 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딸기는 일본 이외에 동남아(홍콩, 싱가포르, 국, 말 이시아,  등) 수

출이 꾸 히 확 되어 2008년은 년에 비해 67.9% 증가하 음.

- 방울토마토는 일본 수검사조치로 일본 수출이 크게 감소하 으나, 토

마토 첩 등 가공품은 국  러시아, 동남아 등으로 수출이 확 되는 것

으로 나타남. 신선토마토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첩은 국, 

러시아 만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표 6-3.  주요품목 수출실
단 : 천 달러, %

2004 2005 2006 2007
(A)

2008
(B)

증감률
(B/A)

체 채소류 229,656 231,432 203,936 196,401 233,922 19.1

채소류

리카   43,401   53,145   45,732   47,154 54,166 14.9

채소종자   15,833   15,823   18,340 21,482 22,522 4.8

딸    기   4,166    4,406    5,863    6,947 11,667 67.9

토 마 토   10,603    8,828    5,764 4,563 4,797 5.1

멜    론   4,598    4,599    3,083    2,176 2,384 9.5

체 화훼류 48,527 52,142 40,414 58,089 76,222 31.2

화훼류 

양    란   10,175   18,744   11,413 25,057 25,976 3.7

백    합   13,337   10,484    9,716 15,886 19,051 19.9

장    미   11,596   10,570    8,847 8,025 11,811 47.2

국    화     9,270    8,503    6,971 5,926 6,018 1.6

선 인 장     2,147    1,881    2,179 1,806 2,523 39.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08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통계(2009.3)”. 

www.kati.net, 수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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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수출은 주 수출품인 장미, 백합의 일본시장 가격 상승에 따른 일 장미 

 백합 수출 호조와 더불어 선인장, 상수 등의 신규시장 개척에 힘입어 

년 비 31.2% 증가한 76.2백만 달러를 수출함.

- 백합의 경우 일본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화훼 소비 축과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고유가로 인한 생산농가의 조기 출하물량 확 와 하반

기 환율상승에 힘입어 년 동기 비 19.9% 증가해 19.1백만 달러 수출

- 장미는 주 수출지역 일본의 가을 혼례수요용 소비확 , 고유가 부담에 따

른 일본 자국산 생산 감소  환율상승으로 국내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년 동기 비 47.2% 증가함.

- 국화는 일본 성수기인 7월 오 에 고온장애로 인한 출하부진으로 주문

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9월 이후 일본의 국내산 출하량 감소 

 한국산 국(백마)의 수출확 로 소폭 증가함. 

1.3. 품목별 수출확대 가능성 검토

가.  토마토 수출증  가능성 

◦ 토마토 10a당 수량은 네덜란드 46kg, 일본 15kg, 한국 13kg, 국 8kg으로 

네덜란드의 1/3 수 이지만 일본과 비슷하고, 국보다는 높음. 

- 비용면에서 한국은 일본의 80% 수 이므로 일본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어 일본으로 수출 가능함. 

- 네덜란드 토마토는 장기간 수확 가능한 Red 계통으로 주로 가공용 품종이

고, 한국은 Pink 계통으로 생식용을 재배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산보다 생

산성이 떨어지나 일본의 수요에 맞아 수출하기 유리한 조건임. 

◦ 러시아는 매년 토마토 수입량이 증하고 있으며, 주로 터키, 국, 우즈베키

스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터키산이 50%, 한국산이 0.1% 미만으로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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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 임. 향후 러시아를 신시장으로 개척한다면 토마토 수출은 증가할 것

으로 보임.

나 .  딸기  수출증  가능성 

◦ 딸기 수출은 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최근 홍콩, 싱가포르, 국, 말

이시아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 확  가능성이 있음. 

- 2001년 일본 97.4%, 만 2%,  0.5%에서 2008년에는 일본의 비 이 

35.2%로 낮아졌고, 홍콩 30.1%, 싱가포르 25.8%, 만과 이 9%로 증가

하 음.  

그림 6-1.  딸기 수출국의 다변화로 수출확  가능성 

일본, 97.4

대만, 2.1

괌, 0.5

2001년

일본, 35.2

홍콩, 30.1

싱가포르, 25.8

대만, 괌, 9

2008년

◦ 딸기는 품종 로열티로 인해 수출에 문제가 있었으나, 국산 품종인 매향, 설향 

등의 개발과 수출 용 품종으로 고하, 수경 등이 개발되어 수출확  가능성

이 높아짐.

다.  리 카 수출증  가능성 

◦ 재배기술이 발달하여 리카의 품질이 좋아짐. 과거에는 A  비율이 60%

에서 재는 70～80%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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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등 별 생산량 비

A B 그 외 등

2004 60% 20～25% 5%

2009 70～80% 15～20% 10%  

자료: 농 경제연구원, 지조사자료, 2009. 5. 

◦ 우리나라 리카 생산은 여름작형과 겨울작형으로 나뉘어 있어 연  생산

되므로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일본시장 유율을 보면 11～7월

까지는 한국산이 70～90%를 차지하고 있고, 8～10월은 네덜란드산 유율이 

한국산보다 다소 높은 편임. 리카는 량 수출에 의존하 으나, 최근 국

내생산량 3만 2천톤  내수가 56%로 확 됨에 따라 수출기반이 안정되고 

있음. 

표 6-5.  월별 수입국별 시장 유율 비교(2007년)
단 : %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국
별

유
비
율

한국 48.0 56.1 71.2 74.5 89.0 87.3 87.9 39.6 27.6 29.3 55.3 81.4

뉴질랜드 52.0 43.9 28.7 23.0 3.6 0.0 0.0 0.3 4.8 28.0 34.4 18.6

네덜란드 0.0 0.0 0.0 2.5 7.5 12.7 12.1 60.1 67.6 42.8 10.3 0.0

자료: 한국무역 회(www.kita.net)

◦ 향후 리카에 맞는 시설설치와 재 시설에서 , 습도, 온도를 동시에 자

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한다면 단수는 재보다 30～40% 향상되

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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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장미 수출증  가능성 

◦ 일본으로 수출되는 장미 에서 네덜란드산은 품질이 좋고, 일본에서 생산되

지 않는 신품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 으로 희소․특산품형으

로 분류되어 수출되고 있음. 

◦ 한국산, 만산, 인도산은 일본산과 가격차이가 큰 가형으로 분리되지만, 

최근 일본시장에서 가격 꽃을 묶어 매하는 ‘pack 꽃’의 매가 증가추세

에 있어 한국산 장미의 일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 6-6.  일본시장에서 장미의 수입국별 형태 

수입국 형 태 

장미
인도, 한국 가격형, 량소비 

네덜란드 희소․특산품형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  수출확 략 수립. 2006

◦ 일본 화훼도매시장에서 수입장미의 국별 경매가격은 네덜란드산이 가장 높

고, 다음으로 한국산이나, 한국산은 일본산에 비해 가격이 낮아 가격경쟁력

이 있음. 그러나 일본으로 수출이 확 되고 있는 베트남산은 네덜란드에서 

투자와 기술보 으로 품질이 개선되고 있어 향후 일본시장에서 한국산과 경

쟁이 심화될 것으로 상됨.

표 6-7.  일본시장에서 장미의 수입국별 경매가격
단 : 엔/본

일본 한국 네덜란드 에콰도르 국 기타

장미
스텐다드 73.6 - 210.0 42.8 17.7 40.0

스 이 84.9 60.9 168.0 - - 57.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  수출확 략 수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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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원  수출 정책과 문제

2.1. 시설원예 수출지원 프로그램

◦ 90년  반부터 재까지 시설원  수출을 한 정부 정책은 해외시장개

척사업, 농수산물 매 진사업, 계열화수출 문조직육성사업, 수출정책

자 융자 사업 등을 확 하는 등 극 으로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의 수출지원 로그램을 제외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출지원사업 규모

는 다음과 같음. 

- 해외시장 개척사업: ’95(18억 원) → ’00(94억 원) → ’08(198억 원)

- 농산물 매 진사업: ’95(16억 원) → ’00(191억 원) → ’08(327억 원)

- 수출정책 자 융자: ’95(1,139억 원) → ’00(2,530억 원) → ’08(4,02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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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우리나라 수출지원 로그램(2008년)

사업목 사업내용

해

외

시

장

개

척

수출상품화 지원
신규시장 개척  

수출유망 품목 발굴

- 상품개발

- 활동

- 수출상담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수출홍보
농식품의 

해외시장진출 지원

- TV, 신문 등 해외 고

- 해외 식문화 이벤트

수출상품화 사업
수출농산물 상품성

제고

- 농식품수출컨설

- 수출농산물 공동 랜드 운

수출명품화 지원
세계일류 30  

수출상품 육성
- 운 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수출업체의 

해외시장진출지원
-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농수산물 매 진사업

(수출물류비 지원)

WTO가 허용하는  

범 내에서 수출 물

류비 일부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 수출물류비 지원

- 환변동보험가입지원

- 수출농산물 검역지원

계열화수출 

문조직육성

고품질농산물 생산 

 안정  물량공

- 수출물류비지원

- 운 활성화자 지원

시설원 품질개선사업

노후화된 기반시설 

화, 규모화, 

문화

- 시설 화

- 단지 증․개축

원 문생산단지 평가 

 사후 리

원 문생산단지 

안 ․품질제고 

- 정부지원 원 문단지 183개소

- 평가  등 결정 지원

고품질․안 농산물 

생산지원

고품질 안 농산물 

생산

- 수출농산물 GAP인증 홍보

- 수출과실류 지검역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수출정책자 융자 
농수산물가격안정 

 고품질 생산지원

- 수출수매자 지원

- 생산시설 화자  융자

자료: 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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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출지원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 정부의 극 인 수출지원 정책은 수출업체의 수출의지를 고취하여 화훼, 

리카, 토마토, 딸기 등 수출증 에 많은 기여를 하 음.  

◦ 한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일본시장 일변도의 수출을 국, 동남아,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하는 데 기여하 음.  

◦ 리카, 화훼 등은 일본 수출을 통해 수출이 크게 확  되었음. 그러나 

최근 리카의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음. 하지만, 이

를 통해 우리 농산물 생산자, 수출업자 등에게 안 성이 요하다는 것을 재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화훼 수출액: ’97(5.3백만 달러) → ’07(58.1백만 달러) 11배 증가

- 리카 수출액: ’97(2.6백만 달러) → ’07(25.3백만 달러) 10배 증가

◦ 그러나 정부 산의 증가에 비해 수출증가는 매우 조하 음. 이는 근본 으

로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낮으며, 정부의 정책 한 무 단기 이고, 

보조  집행 심으로 운 하여 수출의 체질강화에 부족한 이 있었음. 

◦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정책은 지원 상이나 지원방식이 모든 

품목을 상으로 소규모 분산 인 지원이었음. 이로 인해 수출상품이 경쟁

으로 특정국에 수출되어 과당경쟁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의 사례가 있음. 

향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산품을 집  지원하여 지역별로 특성화함으로써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수출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수출지원정책이 보조  집행 심으로 단기 처방식이었음. 앞으로는 장기

인 에서 수출경쟁력 확보를 한 생산기반 확충, 신품종 개발 등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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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 수출상품화 지원, 안 성 리 강화 등 인 라 구축 심으로 

환될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는 불리한 기후조건, 한국의 40%에 불과한 국토면 , 한국의 70% 수

의 농업인구 등 환경 인 측면에서 우리보다 유리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정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기술 집약  농업을 통해 세계 제

2의 농산물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 음. 우리도 수출확 를 한 체질강화에 

정부정책이 을 맞춰야 할 것임. 

2.3. 대규모 첨단온실단지 조성 사업 재검토 필요

◦ 정부는 간척지에 규모화된 첨단 온실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의 진기지로 활용

할 계획임.

- 규모 농어업회사 장기임 : 새만 (700ha), 산강(713ha)

- 농가(조직) 임 : 50～100ha규모의 2～3개 단지 조성 

◦ 규모 첨단온실사업은 수출증 에 많은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국내 

공 물량의 확 , 기존 해외시장의 잠식 등 많은 변화가 상됨에 따라 사

에 수출품목과 수출국을 분석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유리온실 정면  추정  연차별 유리온실 설립 계획 수립, 유리온실 운  

주체  운  방안 등 최첨단 유리온실의 설립  운  방안 제시 필요

◦ 유리․비닐온실 경 성과 비교 분석과 주요 수출국에서 품질  가격 경쟁력 

분석, 수출국별․연도별 수출 가능 가격  수출량 등을 추정하여 주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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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성과  수출량 증 방안 검토 

◦ 유리온실 형태, 규모  지 선정,  소규모 수출업체와의 통합  계열화 방안 

제시 등 최첨단 유리온실단지 설립에 따른 정책방안 제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시설원  농산물 수출의 문제

3.1. 생산자재 비용 증가

◦ 품목별 종자․종구비 비 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합의 경우 경 비의 61%

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국화가 37%, 딸기는 22%임. 

표 6-9.  주요 품목별 주요 비목 경 비 

단 : %

딸기 국화 백합

종묘비(종자,종묘) 22.3 37.2 60.8

  주: 국화, 나리(충청남도), 딸기( 국)

자료: 농 진흥청, 「농축산물표 소득」, 2007 

◦ 리카, 백합 등과 같이 종자･종구를 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 로열티 성

격이 수입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작물의 경우 농가 비용부담이 상당함.

- 1ha 리카 농가의 종자비는 1,950만 원, 내수 심의 백합농가 종구비는 

1억 1,400만 원, 수출 심의 백합농가는 1억 1,700만 원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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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리카, 백합농가의 종자･종구비 부담

리카 백합

평당 종자･

종구비

500원/개×13개/평 

= 6,500원

내수용(14-16cm): 400원/개×95개/평=38,000원

수출용(18-20cm): 600원/개×65개/평=39,000원

ha당 종자･

종구비(농가단 )

6,500원×3,000평

= 19,500,000원

내수용: 38,000원×3,000평=114,000,000원

수출용: 39,000원×3,000평=117,000,000원

국단
19,500,000×370ha

= 72억 1,500만원

내수용: 114,000,000×100ha = 114억 원

수출용: 117,000,000×100ha = 117억 원

계 231억 원 

종자･종구비

/경 비(%) 
8.0% 60.8%

주: 리카의 발아율 85%, 국재배면  370ha 용, 백합의 국 재배면 은 200ha, 내수

와 수출 각각 50% 용함.

◦ 딸기는 아직 품종보호 상작물로 지정되지 않아 로열티 지불의무가 없으나 

2012년 이후부터 지불 상

- 일본품종인 육보, 장희에 한 2차례의 품종보호 상(2006년 3월, 5월)

- 육보 등 구품종: 5원/주, 라 고 등 사계성 신품종: 100원/주  

- 외국 품종 30～50% 재배 가정 시 연간 11～20억 원

◦ 장미, 국화, 난, 거베라 등 화훼류는 부분 양번식 작물로 로열티 분쟁이 

많고 지불액 부담도 가장 많음.

표 6-11.  주요 화훼류의 로열티 수

주, 분당 로열티 
수 (원)

송이당 
수 (원)

비고

장미 1$(1,000원) 14 4년 재배, 주당 연간 18본 생산

국화 15 15 한주에서 한 송이 생산

난 700 700/분 심비디움

카네이션 100 10 1년 재배, 주당 연간 10송이 생산

거베라 500 3.3 3년 재배, 주당 연간 50송이 생산

포인세티아 60 60/분

  주: 로열티는 주당 산정이 국제 인 행임.

자료: 국립원 특작과학원, “로열티 경감을 한 신품종 개발 보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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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 채소, 버섯 등 8개 품목에 한 2009년 로열티 부담액이 190억 원으로 

추정되고, 2012년에는 1,539억 원으로 추정됨.

표 6-12.  주요 원 작물의 로열티 추정액
단 : 억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화훼

장미 40.1 77.0 76.3 74.8 72.4 69.0 65.6 60.7 57.5 593.4

국화 2.6 6.1 10.8 10.5 10.8 10.8 11.3 10.8 11.3 85.0

난 - 27.5 27.0 26.9 26.0 25.6 25.1 24.6 24.3 207.0

카네이션 5.4 5.4 5.5 6.2 6.2 6.2 6.2 6.2 6.2 53.5

거베라 2.0 3.1 3.8 4.0 4.0 4.0 4.0 4.0 4.0 32.9

포인세티아 0.3 0.9 0.7 0.7 0.7 0.8 0.8 0.9 0.9 6.7

소계 50.4 120.0 124.1 123.1 120.1 116.4 113.0 107.2 104.2 978.5

채소 딸기 - 63.6 57.5 45.8 38.5 28.0 21.0 17.5 14.6 286.5

특작 버섯 - - - - 13.6 45.7 46.3 78.3 90.3 274.2

계 50.4 183.6 181.6 168.9 172.2 190.1 180.3 203.0 209.1 1,539.2

자료: 국립원 특작과학원, “로열티 경감을 한 신품종 개발 보 ”, 2009.

◦ 품종보호 상이 모든 작물로 확 되는 2012년 이후 과수를 제외한 주요 원

작물의 로열티 지불 상 액은 2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 화훼류: 100억 원, 버섯: 90억 원, 딸기: 15억 원 등

3.2. 시설 원예농업의 고비용 에너지

◦ 고온성 품목인 장미, 리카, 토마토는 동력․ 열비 비 이 높게 나타남. 

장미가 34%로 가장 높고, 리카가 33%, 토마토는 29%임.

-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동력 열비가 높은 품목의 경우 재배면 의 축소, 

생산․출하시기의 조 , 새로운 보온방법과 가온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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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주요 품목별 주요 비목 경 비 
단 : %

토마토 리카 장미

열, 동력비 29.3 33.2 33.5

  주: 장미, 리카(경상남도), 토마토( 국)

자료: 농 진흥청, 「농축산물표 소득」. 2007

◦ 가온시설의 종류는 지열히트펌 , 공기열원 히트펌 를 이용한 온실냉난방 

시스템, 히트펌 를 이용한 양액베드 냉난방시스템, 바이오디젤 이용기술, 

바이오가스 이용기술, 태양  이용기술 등이 있음. 

- 유가 정도에 따라 어떤 가온시설이 합한지 경제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3.3. 생산시설의 노후화로 품질 저하

◦ 재 설치․운 되고 있는 온실의 부분은 10년 에 설립된 것으로 시설

골격, 자동제어장치 등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없이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임. 

- 유리온실에 자동화 리 시설로 , 온도, 습도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시공되었으나, 재 자동화시설이 노후화되어 수작업으로 행하고 있음.  

- 특히, 유리온실에서 화훼를 재배할 경우 , 습도, 온도를 제 로 조 하

지 못하면, 꽃 색깔 등 품질이 낮아짐. 

◦ 유리온실 개보수 작업이 필요하지만 일부 기술은 재 우리나라 기술이 아

니고, 네덜란드 기술로 시공되어 있어 네덜란드 시공업자가 개보수를 해 

내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더욱 지역별 기후조건과 작물 조건에 맞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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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지 않고 몇 개의 형태로 일률 으로 시공되어 있음. 따라서 지역과 

품목에 맞는 시설로 환하기 해서는 폭 인 개보수가 있어야 함.

3.4. 연중 안정적 수출량 확보 미흡

◦ 해외 수출가격이 불안정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 인 수출

물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안정 인 수출물량 확보 문제

- 소규모 세농가가 많아 안정 인 물량 확보가 어려움.

- 연  공 할 수 있는 안정 인 생산시설 미비

◦ 수입국 선호에 맞춘 품종 다양화 미흡함. 백합의 경우 주요 재배품종으로는 

아시아틱계 백합, 오리엔탈 백합, 나팔나리, 신팔나리 등이 있으나 수출 주력 

품종은 오리엔탈계 백합임.

3.5. 소규모 생산 및 수출업체 경쟁력 약화 

◦ 국내 생산과 수출규모는 매우 세한 편이므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쉽지 

않은 여건임.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해서는 계열화, 규모화가 필요함. 

- 수출 문조직이 세해 지속 인 거래가 어렵고 시장교섭력 약함.

◦ 수출 문조직 에서 평균 수출액 이상인 업체 수는 토마토, 딸기, 새송이, 

국화 등에서 1～2개에 불과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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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수출 품목별 평균 수출액 이상 수출 문조직(2007)

단 : 톤. 천불

수출량 수출액 업체수
평균수출액이상 
업체수

리카 14,147 47,957 31 10

토마토 1,099 3,134 16 1

딸기 737 5,559 19 2

새송이 907 3,511 23 1

국화 1,745 6,014 11 2

백합 2,474 15,854 13 4

◦ 편 된 수출시장으로 인해 수출 리스크 부담이 높음. → 신규시장 개척 필요

- 부분 시설 채소는 일본에만 량 수출함에 따라 일본의 수입 여건변화

에 따라 수출이 불안정할 수 있음. 

3.6. 수출 농산물 검역과 품질관리 미흡 

◦ 수출 검역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출농가·업체가 추가 비용 부담과 함께 수출

상품의 품질 하로 인한 클 임으로 농가손실이 큼. → 검역상의 문제

- 백합의 경우 수입국 지 검역시 훈증에 따른 수출품의 상품성이 하되

고, 추가 훈증비용 부담이 부과됨.

◦ 선별․포장․상품화 과정에서의 상품성과 신선도 유지가 어렵고 부분 

지 생산지역에서 자체 선별・포장하여 수출하고 있어 고품질 상품 수출과 

클 임 감을 한 포장, 상품화 문제 도 시 히 개선되어야 함 → 유통, 

포장, 상품화 문제

- 선별․포장, 신선도 유지 등 수확 후 상품화 리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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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주요품목별 수출 애로사항

애   로   사   항

리카

◦ 화훼, 채소류 등 기존의 생산시설을 활용한 재배로 시설이 노후화됨

◦ 국내 가격 상승 시 국내출하 선호로 수출물량 확보 어려움

◦ 안 성에 한 불안감으로 한국산 구매 기피  작기에 따른 생산량 

변동

◦ 까다로운 검역조건

백합

◦ 수입종구가격 상승에 따른 경 비 상승

◦ 장기재배에 의한 연작장해 피해 발생

◦ 소규모 세농가가 많아 안정  수출물량 확보 애로

◦ 수출국 선호에 맞춘 품종 다양화 미흡

◦ 선별․포장, 신선도 유지 등 수확 후 상품화 리가 미흡함

◦ 일본에만 량 수출함에 따라 수출이 불안정

◦ 수입국 지 검역시 훈증에 따른 상품성 하, 추가 훈증비용 부담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장조사(2008)

4. 시설원  작물의 수출 확  방안

4.1. 국산 품종개발을 통한 종자․종묘비 절감

◦ 2012년 이후에는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모든 신품종에 해 로열티 지불 의

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의 종묘비 부담을 이고, 원 작물을 수출작목으

로 육성하기 해서 국산품종의 략  개발이 요구됨.  딸기, 장미, 국화 등 

양번식작물은 로열티 지불액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내산 품종개발이 더 

시 한 상황임.      

◦ 품종개발의 목표는 로열티  종자비 감을 통해 원 농가의 소득을 제고시

키고, 원 종자의 내수  수출시장 확  등 종자산업을 육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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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개발 방향은 수입종자를 체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 품종, 

국내 수요자의 선호를 만족할 수 있는 품종,  수출국의 기호에 부응한 수출

용 품종 등으로 설정되어야 함. 

그림 6-2.  원 작물 품종개발 목표와 방향

목  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로열티 및 종자비 절감
원예종자의 내수 및 수출시장 확대

◦ 우량 유전자원 확보
◦ 첨단기술을 활용한 육종기술 도입
◦ 민, 관, 학 중심의 품종개발 체제 구축
◦ 개발 품종의 홍보 및 보급 체계 확립

수입대체 가능한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종개발

국내 수요자 
만족의 품종개발

수출전용
품종개발

  

◦ 우수 품종개발을 한 과제로는 우량 유 자원 확보,  첨단기술을 활용한 육

종기술 도입, 민･ ･학 심의 품종개발 체제 구축,  개발 품종의 홍보  보

체계 확립 등이 있음.  

4.2. 시설구조 개선과 에너지 기술 개발 

◦ 에 지 감기술로 보온방법의 개발과 에 지 감 책수립이 필요함. 보

온성 향상을 해서는 다 피복과 보온커튼을 이용한 다 ․다층화 방법이 

있고, 고온피복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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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지 감 기술로는 태양열, 지하수, 수력, 풍력, 태양  등을 이용한 신재

생에 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바이오매스 등 체연료를 이용하는 방법, 기

를 이용한 히트펌 를 이용한 난방비 감 방안이 있음. 

◦ 수평형 지열히트펌 의 난방비 감효과 사례

  - 경남 진주시 사 면 조직배양묘 온실의 경우 경유 온풍난방기에 비해 약 

1,300만 원의 난방비 감효과가 있음.

  - 설치비는 수평형 히트펌 가 경유 온풍 난방기에 비해 16배 정도 많이 소요

되나, 앙정부에서 60%, 지방정부에서 20% 보조하여 농가 부담은 경유 온

풍기의 3배 정도만 부담하면 됨. 

표 6-16.  지열히트펌 의 난방비 감효과 

경유 온풍난방기
히트펌

수평형 수직형

경유소비량(리터) 19,899 - -

력소비량(kW) - 90,218 82,592

난방비용(원) 16,317,180 3,608,720 3,303,680

난방비 감액(원) - 12,708,460 13,013,500

설치비용(원) 3,500,000 55,000,000 99,750,000

주: 1) 력요  40원/kwh 기 (농업용 병, 부가세 포함)

2) 난방기간 170일 기

3) 경유가격 820원/L 기

4) 히트펌 용량: 8만kcal/h

자료: 농 진흥청, 시설원  에 지 감 가이드 북. 2008. 

◦ 정부는 고효율 난방기․보온장치 확 보 을 해 2009년 2,000농가 590ha에 

260억 원 지원하고, 2009～2013년까지 자동화 비닐하우스 등 4,500ha에 

4,500억 원(국고 2,250억 원) 투자할 계획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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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온실단지에 신재생에 지(지열난방) 보 을 해서 정부는 2009년 106

개 농업경 체 91ha에 7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나, 경제성 분석을 

해서는 지열히트펌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이를 설치하기 한 기시설, 

용량 기시설을 이용하기 한 인력고용, 감가상각비, 보조난방기 설치 등 

투자비용을 악할 필요가 있음. 

4.3. 시설현대화에 의한 품질 경쟁력 제고

◦ 수출단지를 심으로 시설원 온실을 증․개축하거나, 규모 자동화시설을 

설치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수출 유도 

◦ 리카의 평당 평균 생산량은 31.4kg임. 유리온실은 평당 45.4kg, 비닐온실

은 25.3kg으로 생산성 차이가 있음. 한 유리온실 높이가 3m, 4.5m, 7m 등 

높이에 따라 생산성이 다르게 나타남. 

◦ 딸기 생산성을 비교하기 해 토경재배와 고설수경재배를 분석한 결과, 고설

수경재배는 토경재배에 비해 생산량이 2.6배, 수익은 3.0배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고, 고설수경재배는 노동력 감기술과 편안한 작업 자세로 농활동을 

하고 있어 생산성 이외에 노동력 감효과도 크게 나타남. 

◦ 토마토 재배를 비닐온실과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원 문생산단지 조사결

과 비닐온실 25ha에서 2,000톤(ha당 80톤)을 생산하는 법인과 유리온실은 

3ha에서 1,000톤(ha당 330톤)을 생산하는 법인을 볼 때 4배 이상의 생산성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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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품목별 대표조직 설립과 운영 전략

가.  표 조직의  설립방향과 역 할 

◦ 품목별 표조직은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 교육부문 부를 총 할 수 있

는 조직으로 육성되어야 농가소득 향상, 수출증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고 . 

◦ 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목별 표조직은 유통구조 개선의 일부분으

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역할은 주로 수출을 담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한 품목의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품목별 표조직으로 확 되어야 함. 

◦ 표조직에서 생산부문은 비용 감기술 개발보 , 에 지 감형 시설 개발

보 , 규모화된 생산조직 육성, 수출 문단지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 화 유도

◦ 유통분야에서는 산지유통조직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공 의 주년화, 품목

별 계열화를 통해 비용 감, 자조 제도 도입으로 농가소득의 안정화, 고품

질 안 농산물 수출을 한 수확후 리, 공동 랜드로 이미지 향상 

◦ 소비분야에서는 수출국의 소비패턴 변화를 반 한 생산유도, 홍보강화로 신

수요 창출, 상품의 차별화로 소비확  등을 유도 

◦ 교육분야에서는 농가의 고품질 생산을 한 생산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유통교육과 농가 자신이 경 자라는 마인드를 고취하여 소득 향상을 한 자

구 노력 

◦ 문조직 내에 수출입분야을 담할 수 있는 분과를 두어 육성하고, 이들은 

해외신시장 개척과 수입국의 소비성향을 생산자에게 피드백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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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시설원 작물별 표조직의 주요 업무 

품목별 표조직

≪유통≫

- 산지유통조직의 조직화, 규모화
- 품목별 계열화 유도
- 자조 제도 운용․ 리
- 고품질 안 농산물 공
- 공동포장, 공동출하, 랜드화 등

≪소비≫

- 소비자소비패턴 변화반
- 신규소비 확  홍보 강화
- 상품 차별화로 소비확

≪교육≫

- 농가의 생산  유통 교육
- 농가의 경 마인드 고취

≪수출입≫

- 수출 담 의체 구성활용
- 해외 신시장 개척
- 고부가가치상품 수출
- 고품질안 농산물 수출

≪생산≫

- 비용 감기술 개발보
- 에 지 감형 시설 개발보  
- 수  조 (품목별, 계 별)
- 규모화된 생산조직 육성
- 수출 문단지 육성 

자료: 김연  외, 「버섯 특화사업의 육성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6. 

나 .  표 조직의  운 략 

◦ 품목별 표조직은 국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특화사업단, 유통사업단, 품목

별 의회, 산지생산자 조직, 연구소 등을 통합 리․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들 상호간에 력 체계를 갖도록 표조직이 운 되어야 함. 

◦ 수 을 조 할 수 있도록 각 산지생산자조직 등에 생산량을 할당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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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인 수출확 를 해 수출창구를 일원화하고, 물량 확보와 해외 바이어 

교섭, 소비확 를 한 홍보, 농가의 생산  기술교육, 농가의 경 마인드 

고취를 한 교육실시 의무를 문조직에게 부과하여 수출을 확 할 수 있도

록 함. 

◦ 표조직이 기능과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

- 회원농가의 책임( 원회의 교육에 의무 으로 참여, 원회의 규칙 수, 

자조  납부 등)과 권한(유통 련정보  농 자료 수령 등)을 규정하고, 

원부자재 공 권, 종자․종묘 생산  공 리권, 자조  운 권, 수출 

담권 등의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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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장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을 한 정책 

1.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의 의의

◦ 정부는 2008년 12월, 2012년 농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음.

- 이  신선농산물 수출 13억 5,000만 달러, 가공농식품 수출 61억 5,000만 

달러, 수산식품 수출 25억 달러임.

- 이러한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2007년 기 으로 연평균 22% 수

으로 농식품 수출이 증가해야 하는데, 수출시장 개척과 함께 고품질 수출

농산물을 생산, 유통시키는 것이 목표달성의 핵심임.

표 7-1. 품목별 수출목표  집  육성 품목

구 분 2007 2009 2012 집 육성 상 품목

합 계 3,760 5,300 10,000

농식품

농  식  품 2,532 3,600 7,500

신선농식품 597 800 1,350
김치, 인삼, 리카, 배, 돼지고기, 유자차, 

새송이버섯, 삼계탕, 화훼, 단감 등

가공농식품 1,935 2,800 6,150
면류, 과자류, 커피류, 연 류, 소스류, 

주류, 유제품, 천일염 등

수산식품 1,228 1,700 2,500
참치, 김, 굴, 넙치, 복, 오징어, 

붕장어, 게살, 고등어, 미역 등

자료: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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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확 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 첫째는 수출물량 확 로서 기존 시장에 

수출 물량을 늘리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시작하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수출단가를 높이는 것임.

- 물량 확 에는 동일 품목의 확 와 품목의 다양화가 포함되는데 화 수

출을 늘리는 것은 자에 속하고, 가공품 등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

는 것은 후자에 속함. 

- 수출확  기본 략에는 물량 확 와 수출단가 제고가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수출물량 확 와 수출단가 제고는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해 가능

◦ 수출경쟁력은 우리 농식품이 세계시장에서 다른 경쟁국들의 농식품과 경쟁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

- 일반 으로 소비자는 같은 품질이라면 가격이 싼 상품을 구입하고, 같은 

가격이라면 품질  서비스 등이 우수한 상품을 구입할 것임.

- 인건비(노임), 설비비 등의 생산원가, 환율 등이 가격경쟁력의 주요 결정

변수라면, 품질, 디자인, 서비스, 검역요건 등은 비가격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임.

◦ 기술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 농식품의 생산원가를 낮추기 한 자동화․기계

화 등의 재배기술은 가격경쟁력과 연 되는 기술이며, 품종개발, 수확 후 

리기술, 농약잔류 기  충족 등은 비가격경쟁력과 연 되는 기술임.

- 농식품수출 확 를 한 기술개발은 수입국 시장 공략  품질경쟁력, 가

격경쟁력 향상이 주요 내용임.

- 특히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을 해서는 안 성이 뛰어나고, 맛, 향기, 

당도, 색깔 등 수출시장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안정 으로 공 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가 해외에 수출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액이 많은 과채류( 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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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토마토), 과실류(배, 단감, 감귤), 화훼류(난류, 백합, 장미)의 수출용 생

산 상의 주요 이슈와 고품질 략을 제시하기로 함.

2. 주요 수출농산물의 생산 상의 주요 이슈

2.1 과채류

가.  리 카

◦ 리카의 국내수요 증가로 인한 내수 가격상승으로 수출물량 확보의 어려

움이 있음.

- 생산  수출비 이 2001년 97%에서 2007년 49%로 하락(2008년 542만 

달러 수출)

◦ 리카는 주로 네덜란드 품종을 이용하여 경 비  종자비 비 이 높고

((2006, 700원/립), 농가의 기술력이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최  기술국가인 

네덜란드에 비해 평균단수는 60% 수 에 불과한 실정

- 많은 농가의 경작규모가 네덜란드 등에 비해 상 으로 세하고, 1990년

 후반 IMF 외환 기 이후 시설원 정책의 후퇴로 규모 생산단지 조성

이 미흡하여 품질균일화와 공동 랜드, 안 성 리 등이 미흡한 편임.

◦ 국내 육성 품종이 무한 상태로 종자는 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농가간 

기술차이가 심한 편임.

◦ 비닐온실에 비해 생산량  소득이 1.5배 정도 높은 유리온실의 경우 난방비

와 농자재비 부담이 큰 것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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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작형 유리온실의 경우 체 경 비  난방비와 농자재 비 이 각각 

39%, 28%를 차지(비닐온실은 각각 32%, 33% 차지).

◦ 일본의 안 성 강화, 미국의 비 세 장벽(방충망 설치 의무화), 국과의 검

역 상 미 추진 등이 수출의 장애 요소임.

- 2006년 한국산 방울토마토에서 특정농약 성분이 검출되어 수입이 지된 

경험이 있으며, 이후 농약 포지티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면서 한국산 

리카의 안 성 리가 강화되는 추세임.

◦ 일본의 소비자 기호에 합한 품종 보 이 미흡한 실정임.

- 한국산 리카는 L 크기가 많은데, 일본소매 이 요구하는 S 는 M 

크기 등 작은 크기의 품종 보 이 필요함.

- 일본 소비자 기호 변화에 맞는 지속 인 품종 갱신이 요구됨. 

나 .  딸기

◦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장을 심으로 딸기 수출이 지속 으로 증

가세에 있음.

- 딸기수출: (2007) 690만 달러 → (2008) 1,170만 달러

◦ 10a당 딸기의 수량은 미국의 48% 수 이고, 생산비는 미국의 1.4배임. 

- 품질은 우리나라산이 미국보다 우수한 편임.

◦ 재배품종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 로열티를 지 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 매향, 설향, 향 등 국내 육성품종의 보 이 증가, 재 국산딸기 비  

43%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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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마토

◦ 수출가격에 비해 국내가격이 높고 주수입국인 일본에서 검역강화로 수출 증

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토마토 수출: (2007) 460만 달러 → (2008) 480만 달러

◦ 미국산 토마토(신선) 수출가격은 우리나라 도매가격의 70%로 우리나라 토마

토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편이고, 우리나라산 토마토는 신선도와 맛에서는 미

국에 앞서고 일본과 비슷한 수  

- 기계화․자동화 강화, 안 성 제고, 고품질 다수확 품종개발이 토마토 수

출확 의 건임.

- 재배품종은 우리나라만 90% 이상이 외국산 품종을 재배하고, 일본, 국, 

미국, 네덜란드 모두 자국 품종비율이 90% 이상임.

◦ 우리나라에서 기능성 피복자재  체에 지 이용은 기단계이고, 시설환

경  양수분 리는 단요인 환경조 이 부분이나, 일본, 네덜란드는 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이 실용화되어 있음.

◦ 수입시장에서 검역이 엄격한 편이므로 농약 안 사용 지도  농약 잔류검사 

개선 등이 필요함.

- 2008. 2월과 3월 허용기 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발견되어 반품조치되었

고, 4월 에도 기 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음.

- 검출된 농약성분은 루퀸코나졸로서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등록되

지 않았지만 포지티 시스템에 따라 농약잔류로 인정(우리나라는 0.7ppm 

기 치 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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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실류

가.  배

◦ 2008년 배 수출은 당도가 높은 고품질 생산  원화의 평가 하에 따른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년 비 7% 증가

- 배 수출: (2007) 4,720만 달러 → (2008) 4,740만 달러  

◦ 한국산 배는 일본산에 비해 품질경쟁력은 뒤지나, 가격경쟁력에서 우 를 선

하고 있고, 품질향상  생산성 증  기술 등의 개발로 국제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면에서 우  선 이 가능함.

- 우리 배는 1,500～2,000원/kg으로 국배 300～600원보다 3～5배 가격이 

비싼 편

◦ 재 배는 신고가 주 품종(76.1%)으로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

고, 우량 신품종 육성 확보 보 이 미흡한 편임.

◦ 부 지 재배면  증가 등 고품질 배 생산기술이 미흡하여 생산성  품질이 

하되는 경향이 있음.

- 노목증가  식재배의 기 간벌 등 수체 리가 미흡

- 수량 증 를 한 식, 화학비료, 농약의 과다 사용의 문제가 있음.

◦ 수입시장 기호도에 맞는 생산체제가 미흡한 편임.

- 고당도의 소규격과 생산이 미흡

- 미국, 유럽 등 지인 기호에 맞는 소과 우량품종 생산량이 음.

◦ 수출 상국의 잔류농약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나 이에 한 농가의식이 미

흡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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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상국별 허용약제 정보수집  농가교육․홍보가 부족

- 수출배의 합격률이 72%로 병해충과(23%), 소과(16)가 주요 원인

나 .  단 감

◦ 우리나라 단감수출은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음. 

- 단감 수출: (2007) 620만 달러 → (2008) 740 달러

◦ 한국산 단감은 국에 비해 품질의 우 를 선 하고, 일본산보다는 수량과 

품질 면에서 열 에 있으나, 생산비와 수출가격면에서 우 에 있음.

- 이스라엘산은 품질은 떨어지나 선별과 포장이 우수하여 동남아시장, 미국 

등의 수출시장에서 경쟁 계에 있음.

- 이스라엘산은 수량면에서도 10a당 1,858kg으로 한국산 1,434kg보다 우

에 있음.

◦ 단감재배 기반조성이 취약하여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

- 단감 주산지 부분이 경사지로 기계화가 곤란함(재배면 의 79% 이상이 

경사도 15% 이상).

- 단감재배 규모가 세하고, 고령화로 생산성 증 에 한계가 있음.

- 단일 품종 편 에 따른 가격 불안정 요인이 상존

다.  감귤

◦ 2008년 감귤 수출은 189만 달러로 캐나다, 동남아 국가로 주로 수출됨.

- 미국 수출은 2002년 국내 수출단지에서 검역 상인 궤양병 발생이후 

단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되었음.

- 주 수출시장인 캐나다 시장에서는 국, 모로코, 일본산과 경쟁하는데 

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열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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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노지 감은 당도가 낮고 신맛이 강하여 수치상의 품질은 낮으나 신선도

가 양호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 수출경쟁력을 키우기 해서는 품종개량  

재배기술 개선을 통해 고품질 과실 생산이 요구됨.

- 감귤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는 러시아 시장에서 국산 감귤은 당도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국산에는 뒤지나 모로

코산에 비해서는 우 에 있음.

◦ 한국산 감귤은 주로 평지에서 재배되나 농 규모가 작아 기계화에 한계가 

있고 식 등으로 수  환경 개선이 미흡함.

◦ 감귤수출업체의 애로사항으로 다른 농산물에 비해 장성이 높은 품목군인 

감귤의 경우 수출물량의 안정 인 수집과 수출농가  단지 리에 한 이

해 부족, 포장  상품화 리의 어려움 등이 지 되고 있음.

- 노지감귤의 경우 주 출하시즌인 11월과 12월에만 주로 수출이 이 져 수

출 물량 확 에 한계가 있음.

2.3 화훼류

가.  난 류

◦ 난류 수출도 증가세에 있음.

- 난류 수출: (2007) 2,510만 달러 → (2008) 2,600만 달러

◦ 품종보호 상 작물 지정(2006, 신비디움)으로 로열티 지불요구가 한층 강화

될 망임.

- 기 출원품종의 무단증식  재배로 수입업체와 농가단체 간의 로열티 

문제가 발생하 음.

- 수출국 기호에 맞는 품종육성과 개발보 이 시 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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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에 따른 수출  내수 가격 차이가 커 신품종의 요구가 높음.

- 신비디움 신품종 단가: 러 리문크 센트(황색, 형) 40～50 천원/분, 라

핀핫 계열(분홍색계) 20～30천원/분

◦ 난류 재배농가가 부분이 세농으로 재배환경이 불리함.

- 온도, 습도, 가스, 병충해 등에 의한 생리 장해  농약 오남용에 의한 분

쟁이 발생하기도 함.

- 수출용 는 친환경  식재재료 개발이 미흡한 편임.

- 신비디움 화의 경우 일본 수출이 가능하나, 화 리 기 이 없는 실

정임.

나 .  백 합

◦ 백합은 화류 수출에서 42%를 차지할 정도로 화훼수출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수출이 증가세에 있음.

- 백합수출: (2007) 1,590만 달러 → (2008) 1,910만 달러

◦ 수출용 구근의 부분을 네덜란드산에 의존하는 백합은 수입종구 가격상승

에 따른 경 비 상승으로 수익성에서 압박을 받고 있음.

- 구근이 경 비의 50～60% 차지하는데 백합수출 확 를 해서는 수출국 

선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품종의 양질 구근을 국산화할 필요가 있음.

- 더구나 개발된 품종을 담당할 문조직배양 증식  양구생산업체가 부족

하여 종구를 체계 으로 공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수출농가들이 종구비 부담으로 16cm 이하의 , 소구를 사용하여 수출백합

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일본시장에서 한국산에 한 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음.

- 일본 경매시장에서 한국산 백합은 일본산에 비해 일반 으로 30% 이상 

가에 매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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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미

◦ 장미 수출도 최근 증가세에 있음.

- 장미수출: (2007) 800만 달러 → (2008) 1,180만 달러

◦ 장미의 국내 재배품종은 부분 독일, 화란 등에서 도입한 품종이고 국산은 

22% 수 에 그침. 

- 국내 출원품종수는 575개이나 보 이 지연되고 있음.

- 국산 품종을 개발하여 렴한 묘목을 공 하면 고가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경쟁국(베트남, 국 등)에 비해 유리한 이 있을 것임.

◦ 수출  유통여건은 한국이 일본수출에서 선박수송이 가능하여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편임.

- 그러나 베트남과 국 등 경쟁국들이 임 , 좋은 재배환경, 무난방 등 

재배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음.

◦ 환율 상승  국제 유가 변동의 향으로 동 기 연료비 부담이 큰 편임.

◦ 양액 리  병해충 방제 미흡으로 상품 생산율이 감소함.

- 정부지원 온실들이 10년 이상 되어 수리  보수가 필요하고, 수확 후 

리시설 미비  보수가 미흡한 실정임.

3.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략

◦ 외국 품종 이용에 따른 로열티 지불을 이고, 품질이 우수한 수출농산물을 

생산하기 해 양질의 국산 품종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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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 수출농산물이 수입품종에 의존하고 있는 바, 국산화  수출국 

기호에 맞는 품종 개발이 필요함.

- 우선순 별, 순차별 R&D 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함.

- 이를 해서는 수출유망시장의 소비자 기호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

한 결과가 R&D에 반 되어야 함.

- 기 연구는 국가가, 장 용  실용화연구는 민간이 담당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재 13개 수출사업단에서 추진 인 품종개발 결과를 극 활용하고, 

이를 한 실용화 는 상용화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함.

- 민간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해, 앙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학,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  사업클러스터를 운 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한 우수 품종을 렴하게 공 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함.

- 수출생산단지 는 생산자단체 는 의회 공동으로 구근 등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구입단가를 낮추는 일이 필요함.

- 백합의 경우 인편번식 등 종구를 량으로 번식, 공 할 수 있는 종구생산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종구단지에는 필요한 기계화 지원

- 재활용에 따른 여러 가지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보 이 필

요함.

◦ 수출농산물의 안 리수  향상을 해 우수농산물 리제도(GAP)를 용

해야 함.

- 국내 GAP 기 과 상이한 우리의 수출유망국가 GAP와의 동등성 취득 

는 수출 용 농산물의 수출 상국 GAP 인증 획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한 경우 수출 상국별로, 수출농산물 생산 농가를 상으로 수출시장 

GAP 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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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으로는 모든 내수용  수출용 농산물에 해 Global GAP을 

용해서 수출농산물의 품질과 안 성을 제고해야 함.

◦ 수출농산물 품질  등 의 균일화를 해 공동 선별, 포장 유도

- 수출 문단지 심으로 APC를 건립하여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선별, 포장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APC에는 장에 최  조건을 갖춘 온 장고 등을 설치

◦ 시설 화 등을 통해 종합환경제어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에 지 효율 높이고 수막  보온덮개 등 

에 지 감형 농자재를 보 할 필요가 있음.

- 수출단지를 심으로 온, 습도  양액 등 재배환경을 종합 으로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는 단체를 상으로 한 교육 강화

- 안 기  수, 양질의 수출농산물 생산 기법 등을 교육

- 주요 수출농산물에 해 지역별, 품종별 재배메뉴얼 제작, 보

- 생산자 단체를 심으로 생산기술 교류의 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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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주요품목 수출실

단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7(A) 2008(B) 증감률

물 량  액 물 량  액 물 량  액

합   계 2,051.0 3,759.3 2,150.9 4,402.8 4.9 17.1

농 식 품 1,514.0 2,531.8 1,565.6 2,954.5 3.4 16.7

김  치 26.5 75.3 26.9 85.3 1.5 13.3

인  삼 1.9 92.1 2.1 97.2 10.5 5.5

채소류

리카 14.2 47.2 17.1 54.2 20.2 14.9

채소종자 0.4 21.5 0.5 22.5 5.3 4.8

딸기 1.0 6.9 1.6 11.7 61.8 67.9

토마토 1.8 4.6 1.7 4.8 △1.7 5.1

멜론 0.7 2.2 1.0 2.4 38.2 9.5

과실류

배 20.0 49.2 23.7 47.4 18.4 △3.7

유자차 8.4 25.3 9.8 27.1 17.8 7.4

단감 4.7 6.2 7.4 7.4 57.8 19.5

사과 1.6 3.4 4.7 9.4 199.8 175.1

감귤 3.3 2.9 2.5 1.9 △24.5 △34.9

화훼류

난류 4.4 25.1 4.3 26.0 △0.7 3.7 

백합 1.9 15.9 2.6 19.1 34.5 19.9

장미 1.9 8.0 1.9 11.8 △2.4 47.2

국화 1.4 5.9 1.4 6.0 △1.4 1.6

선인장 0.2 1.8 0.2 2.5 4.4 39.7

축산물
돼지고기 12.6 25.6 10.4 17.7 △17.5 △30.8

삼계탕 0.8 3.7 1.1 4.7 26.2 26.3

버섯류

표고버섯 0.3 5.8 0.3 6.1 △17.4 5.1

팽이버섯 1.9 3.4 6.2 11.3 224.8 226.5

새송이버섯 0.9 3.5 2.0 7.3 113.5 111.2

가공식품

통주 7.3 10.4 8.4 12.5 14.9 20.5

고추장 5.2 11.1 4.5 9.4 △14.1 △15.7

된장 5.2 10.1 4.8 9.1 △6.8 △10.5

간장 7.4 10.7 8.9 11.7 21.4 9.7

수산식품 537.0 1,227.5 585.3 1,448.3 9.0 18.0 

어류 참치 114.2 293.5 114.1 293.2 △0.1 △0.1

연체동물
오징어 158.2 129.4 151.8 130.7 △4.0 1.1 

굴 8.0 40.1 9.1 46.3 13.6 15.2

해조류 김 6.7 59.7 7.9 75.3 18.4 26.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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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장

가공식품  식재료 수출 황과 과제

1. 가공식품  식재료 수출 황

1.1. 기본 현황

가.  가공식품

◦ 우리나라 가공식품 수출 실 은 2008년을 기  125만 톤, 22억 달러로 체 

농식품 수출액(44억 달러)의 반 수 임.

- 세부 품목별로는 연 류가 가공식품 수출액의 21%를 차지하 고, 과자류

(11%), 주류(11%), 면류(9%) 등이 높은 비 을 차지

- 반면, 소스류는 상 으로 낮은 비 을 보이는데,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의 통 장류의 비 은 0.5%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

◦ 가공식품의 경우 세계  경기침체  수출가격 인상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92%가 증가하 음 (수출 액 기 ).  

- 우리나라 가공식품의 품질  안 성 향상에 따른 해외시장에서의 인지도 

상승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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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동남아 등 신규 시장의 수요 확 로 수출 시장 다변화  수출 실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단됨.

- 필리핀, 방 라데시, 말 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한국 가공식품의 

시장 진출 가속화

◦ 최근 3년간 가공식품 수출 실  변화를 보면, 체 기 으로 물량이 5.6%, 

액은 29.3%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커피류, 연 류, 소스류 등이 평균 이상 증가세

- 당류 등은 감소 

◦ 가공 농식품의 수출 순 를 보면 권련(담배) 수출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당(Cane sugar)과 커피 조제품이 많았음.  한 라면, 소주, 비스킷도 가공

식품 수출에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라면은 2006년 5 에서 2008년 3 로 수출 비  증가

- 소주는 2006년 4 에서 2008년 5 로 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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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가공식품 수출 추이

단 : 천톤, 백만불, %

구분
2006 2007 2008

증감률
(2006～2008)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합계 1,188.1 1.716.6 1,251.2 1,877.5
1,254.8
(100.0)

2,220.1
(100.0)

5.6 29.3

면류 56.1 166.0 58.1 179.4
60.2
(4.8)

200.3
(9.0)

7.3 20.7

- 라면 29.8 102.6 30.4 115.7
32.2
(2.6)

129.5
(5.8)

8.1 26.2

주류 192.1 192.6 190.8 191.6
234.1
(18.7)

236.1
(10.6)

21.9 22.6

- 소주 90.6 118.7 87.7 112.4
88.9
(7.1)

124.1
(5.6)

-1.9 4.5

과자류 71.0 205.8 73.9 225.5
79.0
(6.3)

246.5
(11.1)

11.3 19.8

당류 330.5 154.4 389.7 155.3
296.9
(23.7)

152.8
(6.9)

-10.2 -1.0

커피류 50.7 125.2 57.2 160.8
56.2
(4.5)

198.0
(8.9)

10.8 58.1

소스류 48.9 95.0 49.8 107.2
51.0
(4.1)

121.7
(5.5)

4.3 28.1

- 고추장 5.6 11.3 5.2 11.1
4.5
(0.4)

9.4
(0.4)

-19.6 -16.8

- 된장 4.8 8.9 5.2 10.1
4.8
(0.4)

9.1
(0.4)

0.0 2.2

- 간장 7.5 9.2 7.4 10.7
8.9
(0.7)

11.7
(0.5)

18.7 27.2

연 류 43.7 350.3 54.1 413.7
55.9
(4.5)

463.9
(20.9)

27.9 32.4

기타 395.1 427.3 377.6 444.0
421.5
(33.6)

600.8
(27.1)

6.7 40.6

  주: 1) 호 안은 비

  2) 고추장의 경우, 일부 수출업체의 수출품목코드 입력 오류로 수출 실  감소 통계 발생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자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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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가공 농식품 수출 순

단 : 천톤, 백만불

순
2006년 2007년 2008년

품목 물량 액 품목 물량 액 품목 물량 액

가공 체 1,285.5 1,534.2 가공 체 1,315.5 1,934.7 가공 체 1,313.0 2,279.4 

1 권련 39.5 334.9 권련 48.1 397.1 권련 52.9 453.0 

2 자당 291.0 125.3 커피조제품 56.9 158.7 커피조제품 56.0 196.0 

3 커피조제품 50.6 123.4 자당 359.7 137.8 라면 32.2 129.5 

4 소주 90.6 118.7 라면 30.4 115.7 자당 285.2 127.7 

5 라면 29.8 102.6 소주 87.7 112.4 소주 88.8 124.1 

6 기타 조제식품 41.6 71.1 기타 조제식품 48.1 78.8 비스킷 13.1 59.9 

7 비스킷 11.1 51.4 비스킷 12.2 57.1 마요네즈 21.6 46.5 

8 맥주 69.6 39.2 곡류조제품 8.7 40.2 맥주 74.5 43.3 

9 곡류조제품 8.1 37.0 마요네즈 21.1 34.3 베이커리 반죽 44.1 36.3 

10 베이커리 반죽 64.2 35.0 맥주 60.4 34.0 곡류조제품 7.7 34.7 

11 마요네즈 20.8 31.0 베이커리 반죽 52.3 30.9 껌 4.9 26.9 

12 껌 4.8 23.4 껌 4.4 21.0 국수 12.3 24.4 

13 물 31.1 20.8 옥수수 분 62.2 20.7 조제분유 2.7 24.0 

14 옥수수 분 69.4 18.3 국수 12.0 20.3 두박 54.7 21.9 

15 국수 11.2 17.5 물 27.4 19.4 빵 6.4 20.7 

16 인스턴트면 2.4 15.8 빵 5.5 17.3 물 28.3 19.5 

17 섬유 23.0 14.9 잎담배 6.0 15.8 젤라틴 3.8 19.2 

18 젤라틴 3.0 14.6 섬유 24.7 15.7 두유 10.9 18.7 

19 코코아분말 19.0 14.5 코코아분말 19.6 15.4 코코아분말 17.8 15.6 

20 잎담배 4.0 13.9 캔디 2.9 15.3 아이스크림 3.2 13.4 

21 캔디 2.6 13.2 젤라틴 3.1 14.7 섬유 18.3 13.3 

22 빵 4.4 12.5 우유조제품 7.3 13.5 쇼트닝 7.4 13.2 

23 우유조제품 8.3 11.8 코렛 2.4 12.8 우유조제품 7.6 12.7 

24 쇼트닝 11.9 11.8 조제분유 1.9 12.6 인스턴트면 2.2 12.3 

25 고추장 5.6 11.3 쇼트닝 9.3 12.4 캔디 2.6 12.2 

26 조제분유 1.8 10.7 인스턴트면 2.0 11.2 옥수수 분 28.1 12.0 

27 코렛 2.0 9.8 고추장 5.2 11.1 육류스 3.5 11.9 

28 면 10.4 9.8 간장 7.4 10.7 간장 8.9 11.7 

29 간장 7.5 9.2 아이스크림 2.5 10.3 포도당 5.4 11.6 

30 된장 4.8 8.9 된장 5.2 10.1 혼합조미료 2.3 11.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자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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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식재료

◦ 우리나라의 식재료 수출은 그동안 개별 세업체들이 농수산물 는 일반 식

품 수출의 일환으로 같이 취 되어 왔고, 식재료 수출에 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 없는 실정임.  

◦ 다만, 주요 식재료를 심으로 수출 황을 추정한 자료를 보면 2007년에 

238톤, 5억 달러정도 수출하 고, 2008년에 267톤, 6억 달러 정도 수출한 것

으로 추정됨.10  

◦ 품목별 수출 황을 2008년 액 기 으로 보면 채소류의 수출이 가장 많았

는데, 이  김치가 채소류 식재료 수출의 60%를 차지했고, 리카도 38%

를 차지함.  

- 다음으로 주류의 수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 등지에서 크

게 불고 있는 한류 바람에 힘입어 한식당 등에서의 막걸리  소주의 소

비가 늘었기 때문

- 소스류는 마요네즈와 장류(고추장, 간장, 된장)가 각각 6:4 정도를 차지

- 반면, 축산물은 삼계탕이 부분이었고, 수산물은 김이 수출액의 77%를 

차지

10 이 수치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식재료 사용 가능성이 높은 수출품목을 상으로 수

출액의 약 10%(6억 달러)를 외식, 식용 식재료로 추정하여 집계한 것으로 실제보

다 과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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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주요 식재료 수출 황 (추정치)

단 : 톤, 천 달러, %

종류
2007 2008 증감율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566 1,370 358 837 -36.7 -38.9

과실류 34,606 84,055 45,648 91,299 31.9 8.6

채소류 41,376 124,639 44,950 141,845 8.6 13.8

소스류 38,827 66,236 39,803 76,691 2.5 15.8

식물성유지류 77 586 54 675 -29.9 15.2

주류 91,976 115,264 94,293 128,530 2.5 11.5

면류 14,651 26,040 14,777 30,115 0.9 15.6

버섯류 3,155 8,250 8,721 22,676 176.4 174.9

축산물 881 3,732 1,111 4,712 26.1 26.3

임산물 347 5,772 287 6,065 -17.3 5.1

수산물 11,672 76,313 18,299 98,493 56.8 29.1

계 238,134 512,257 268,301 601,938 12.7 17.5

  주: , 과실, 채소, 소스류, 유지류, 주류, 면류, 버섯류, 수산물 등 식재료로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액의 약 10%(6억 달러)를 외식, 식용 식재료로 추정하여 집계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일부 수정)

1.2. 가공식품의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면류는 미국, 국, 일본 시장 수출이 부분인데,  국 수출이 호조를 보

이는 반면 일본 수출은 2007년 감소하 다가 2008년에 다시 회복하는 추세

를 보임.

- 라면, 국수 등의 면류 수출의 경우,  국 수출액이 2007년, 2008년 지속 

성장세 유지

-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 시장에서는 라면보다 국수가 선 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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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주요국 수출 동향 (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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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자료 수정

◦ 주류는 막걸리의 일본 수출 호조로 년 비 23% 증가를 달성함.

- 우리나라 막걸리의 경우, 일본의 유사 통주(도부로쿠(濁酒))보다 높은 인

기를 유

- 특히 은층에서 한국산 막걸리를 칵테일 재료로 소비하다가 막걸리만을 

마시는 매니아로 발 되는 추세

◦ 과자류는 일본 수출 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년 비 31% 성장한 것으

로 나타남.

- 미국 수출은 2006년 이후 진 인 증가를 보이고 국 수출은 다소 하락 

추세

- 코 이 등의 러시아연합 과자류 수출은 년 비 1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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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주요국 수출 동향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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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자료 수정

그림 8-3.  주요국 수출 동향 (과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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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자료 수정

◦ 당류는 국내 설탕 체 수요 발생에 따라 해외 수출분이 감소한 것으로 분

석됨.

-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분당 가격 상승에 따른 향으로 분석

- 다만  국 수출은 지속 인 성장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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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주요국 수출 동향 (당류)

연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자료 수정

◦ 커피류의 경우, 신규 수출시장인 인도네시아, 호주, 카자흐스탄 등에 한 수

출이 증가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인도네시아 수출의 경우, 2007년 1천 4백만 달러에서 2008년 2천7백만 달

러로 90% 성장

- 러시아연방의 수출은 다소 하락

그림 8-5.  주요국 수출 동향 (커피류)

연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자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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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류의 경우, 수출업체의 신규 시장 개척  제품 다양화를 통해 수출 실

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간장은 미국 지인 시장 진출  러시아연방 수출 증가로 년 비 10% 

증가

- 고추장은 주요 국내 수출업체 일부가 수출품목 코드를 잘못 용하여 실

 감소 통계가 나왔으나, 실제 수출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연 류는 이라크 등의 동 주력시장의 수출 호조  신규 시장의 수출 증가

로 성장세를 유지함.

- 이라크 수출액은 2005년 0달러에서 2008년 1억 달러로 증

- 신규 수출시장으로 러시아지역 시장 부각

그림 8-6.  주요국 수출 동향 (소스류)

연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자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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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주요국 수출 동향 (연 류)

연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자료 수정

2. 련 정책과 제도

2.1. 기본 현황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세우고, 

가공식품과 식재료 수출 제고를 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가공 농식품은 2009년 28억 달러에서 2012년 62억 달러로 수출 확

- 식재료는 2009년 8천 8백만 달러에서 2012년 35억 달러로 수출 확 11

11 가공식품과 식재료의 수출 액은 일부 상호 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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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농식품 수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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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가공식품과 식재료를 포함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지원 사업 산으로 383억 원을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293억 원, 수출 인 라 강화사업으로 90억 원

을 책정

◦ 가공식품과 식재료를 상으로 하는 구체 인 수출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출 

지원 사업에 비해 상 으로 은 편임. 재 부분의 지원 사업이 수출 

물류비 지원에 이 맞추어져 있음.

- 가공식품 수출 지원 사업으로는 물류비 지원이 부분

- 식재료 수출 지원 사업은 2009년에 구체 인 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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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 가공식품(김치류, 인삼류, 유자제품, 가공밥, 혼합곡, 녹차, 감귤농축액, 장류 

등 포함)과 식재료를 상으로 수출 물류비가 지원될 수 있음. 2009년도에 

수출물류비 신청 자격을 가지는 업체는 등록신청일 기  과거 1년 이내의 수

출 실 이 20만 달러 이상인 법인 는 개인임.

- 단, 단일부류만 수출하는 업체는 등록신청일 기  과거 1년 이내의 수출

실 이 15만 달러 이상인 법인 는 개인으로 한정

◦ 가공식품  식재료의 경우 주원료가 국내산(막걸리 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주원료의 일부를 외국산과 혼합한 경우는 지원 상

에서 제외됨.12

- 최근 국산 원료 사용 비율만큼 지원하자는 주장이 업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지원 내용은 기본 물류비 지원과 인센티  지원으로 나 어서 시행됨. 기본 

물류비 지원 액은 수출물량에 품목별 국가별 지원 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나, 

수출건별 지원액이 수출 액(FOB)의 20%를 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향후 WTO 상 결과 상되는 수출물류비 지원 감축 는 철폐에 비

하여 지원 수 을 단계 으로 감축13

- 인센티  지원  가공식품  식재료 수출에 련되는 것으로는 신 시장 

개척 인센티  등이 해당14

12 가공식품의 주원료 시는 다음과 같음: 인삼제품(인삼  엑기스), 유자제품(생유자 

 유자과즙), 김치(배추, 무), 가공밥( ), 혼합곡(곡류), 감귤제품(감귤), 장류(콩), 녹

차(차잎), 조제분유․요구르트․우유[원유, 탈지(분)유, 지분유, 유청분말]
13 2007년 표 물류비의 25% 지원이 2008년과 2009년에는 20% 지원으로 감축되었고, 2012

년에는 10% 수 으로 추가 감축될 망임.
14 지원 조건으로는 2008년도 지원품목의 동일국가 수출실 (물량  액) 비 2009년 

수출실 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임. (2009년 지원업체는 2010년 지원 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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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원 실 을 보면, 농식품 체 기 으로 1990년 4억 5천만 원에서 

2008년 327억 원으로 73배가 증가하 음.

- 김치류는 1996년 2억 원에서 2008년 30억 원으로 15배 증가

- 가공밥은 2007년 3천만 원에서 2008년 7천만 원으로 약 2배 증가

- 통주는 2008년에 처음으로 1억 3천만 원 지원

- 장류는 2008년에 처음으로 1톤 (9천 달러) 수출 물량에 해 소량의 지원 실시

표 8-4.  수출 물류비 지원 실

단 : 백만원

1990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계

계 453 1,553 19,081 28,882 28,882 28,882 32,684 281,360

과실류 453 1,408 5,204 10,851 11,431 11,066 9,728 102,988

화훼류 - 145 5,330 4,132 4,645 4,663 5,391 55,228

채소류 - - 5,575 7,333 6,565 7,223 11,021 71,690

김치류 - - 1,996 2,666 2,565 3,407 3,031 27,408

인삼류 - - - 922 853 852 918 7,478

축산물 - - 383 762 762 765 1,263 5,106

곡류 - - - - - 38 15 53

가공밥 - - - - - 34 67 101

통주 - - - - - - 127 127

장류
1)

- - - - - - - -

수출 
물류조성

- - 593 2,061 2,061 834 1,123 11,181

  주: 1) 장류는 2008년의 1톤 (9천 달러)의 수출에 해 백만 원 미만의 액이 지원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일부 수정)

되며, 2009년 비 수출실 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2010년에도 표 물류비의 30%

가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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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재료 수출 지원 사업

◦ 식재료 수출 지원은 이제 시작 단계인데, 식재료에 한 명확한 개념  범  

설정도 되어 있지 못하는 실임.

- 식재료에 해 학술 으로는 “식품가공  외식산업의 투입재로 사용되

는 농림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잠정 규정

- 정책 으로는 “기존 수출 상품(신선 농산물 등)이 아닌 지속 가능성이 있

는 신 시장 개척 창출 물량으로서 식재료 수출 리 원회에서 인정하는 

품목”으로 설정15

◦ 식재료 수출 지원 정책 상으로는 제품 형상과 납품처로 구분하는 방안 등이 

논의 임.

- 제품 형상으로는 업소용 용량 벌크 제품을 식재료로 인정하고, 납품처는 

최종 소비처가 외식 는 가공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는 방안 제시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 사업으로 10여개 사업을 선정하고 약 30억 원의 

산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구체 으로는 식재료 수출 기반 조성 사업, 해외 식재료 시장 개척 사업, 

해외 식재료 홍보 사업 등을 3  핵심 사업으로 추진

◦ 특히, 식재료 수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식재료 수출 리 원회와 

한민국 식재료 수출 회를 운  는 비 에 있음. 식재료 수출 회는 

2009년 5월 재 68개 식재료 수출 련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으며, 다

양한 사업을 비 에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식재료 카탈로그 제작  배포 사업, 식재료 페어 개최 

15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정 소비용 식재료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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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재료 박람회 참가 지원, 식재료 매 진 사업 지원, 식재료 인증

마크 사업, 식재료 수출 활성화 사업, 공동물류센터 구축 사업 등

그림 8-9.  식재료수출 회 조직

자료: 한민국 식재료수출 회(일부 수정)

3. 개선 과제

3.1. 시장 효율성을 감안한 지원 전략 수립

◦ 최근 들어 상 으로 소외되었던 가공식품과 식재료 수출에 한 정부 지원

이 확 되고 있는데, 이는 1차 생산물인 농림축수산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과 식재료의 특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일로 단됨.16  다만, 정

부의 직 인 지원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배려하는 지원 략 수립이 필

요함.

16 여기서 흔히 같이 제기되는 가공식품  식재료의 국산 원료 사용 문제는 별도로 논

의하기로 함.



154

◦ 표 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정부가 지원

하는 것 외에 지자체 등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음. 이는 할 지역에

서의 수출 확 를 도모하는 목 이 있으나, 자칫 지자체간의 실  경쟁으로 

비화되어 수출 상국에서의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음.17

- 지자체 등의 추가 지원을 통해 물류비 부담이 은 업체가 가 수출을 

실시하여 수출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는 문제 발생

◦ 재 세업체가 난립한 실을 감안하여 가공식품  식재료 수출 창구를 

규모화 내지는 단일화하기 한 시도가 필요한 시 임. 이때 해당 역할을 정

부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공공 부문보다는 업체 회 등의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재료의 경우, 식재료 수출 회를 심으로 수출 창구 리를 고려 가능

3.2. 주요 시장 및 주력 상품 선정

◦ 가공식품  식재료 수출 제고를 해  세계를 진출 가능 지역, 개척 상 

지역, 여건 조성 지역으로 분류한 다음, 품목별 · 지역별 주력 상품을 선정하

여 집  지원해야 됨.

- 가공식품의 경우 일본은 주류(막걸리, 소주)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동

남아는 수산가공품, 동은 건강식품 등이 유력18

- 식재료는 미국과 유럽은 양념류 (고추가루, 고추장, 된장, 우더류 등)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다양한 한식용 식재료가 유리한 상황19

17 수출업체의 시장 교란 행 를 제한하기 해 2009년부터 ‘수출농식품 공정거래 신고

제도’를 운 이나,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18 업계 의견
19 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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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요 시장과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집  공략하기 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류 열기가 유지되고 있는, 일본 · 국 · 동남아 지역에 해 한식과 연

된 가공식품과 식재료의 시장 공략을 지속 유지

- 고춧가루 등의 양념류를 북미  유럽 시장 공략 품목으로 선정하고 지원20

3.3.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제품 홍보 지원 확대

◦ 련 수출업체  해외 구매 바이어의 애로 사항  가장 큰 것이 ‘어디에 

무엇을 팔지’와 ‘어디서 구매할지’를 알려주는 정보 창구의 부재 음. 이를 

해, 국내 수출업체에게 수출 국가별 품목별 정보 DB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반 인 국가별 시장 정보나 무역 실무 정보 제공이 아닌, 구체 인 시장 

조사 결과  잠재 구매업체 정보 등을 지인 조사를 통해 정기 으로 

수집하여 제공 필요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상담 기능을 더욱 확

◦ 제품 홍보를 해서는 식품 엑스포 참가비 지원 등의 일회성 지원을 벗어나,  

가공식품  식재료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국내 수출업체의 상품 생산 과정 

등이 담긴 홍보 동 상 CD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실질 인 지원책이 확

되어야 할 것임.

- 재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식재료수출 회를 심으로 식재료 카탈로그 

제작 작업이 진행 

- 업체별 국․ 문 홈페이지 제작  리 지원도 요청되고 있는 상황

20 세계 으로 고추 주요 생산지로는 미국, 멕시코, 헝가리, 스페인 등이 있고, 이들 지역

은 고추  고춧가루 등에 친근한 문화를 가지고 있음. 특히 헝가리는 유럽 주요 고

추생산국으로 통음식에도 고춧가루 등을 넣어서 조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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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품 아이템 및 관련 기술 개발 지원 

◦ 부분의 식품 가공업체와 식재료 생산업체의 규모가 세하여, 신상품 개발

이나 포장  디자인 개발에 한 투자 여건이 상당히 열악함. 따라서 이에 

한 R&D 지원을 극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련 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상품 포장 디자인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 신상품 개발을 해서는 한국식품연구원 등 연구기 과 산 · 학 력 확 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 이고, 포장  디자인 개발과 련해서는 련 민간 업

체에 컨설  는 개발 용역을 정부가 발주하는 것이 효율 일 것임.

- 정부 발주 용역의 경우, 수혜업체도 물 는  지원을 하도록 하여 

공동 개발하도록 유도

3.5. 물류 효율성 제고

◦ 가공식품  식재료의 경우,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단일 품목이 한 컨테이

를 채우기도 힘든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수출 물류의 비효율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WTO 등으로 제약이 심해지고 있는 물류

비 지원 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출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새

로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구체 으로는 수출 항구나 물류 거 지역에 용 물류센터를 마련하고 국에 

산재해 있는 업체의 수출품을 수집하여 공동 운송하는 시스템 구축에 해 고

민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상온 유통이 가능한 일부 가공식품부터 시작이 가능

◦ 온유통체계(Cold-chain system)가 필요한 식재료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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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련 비용이 많이 들기에 이에 한 추가 지원책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온유통 련 설비 도입을 한 지원과 온유통 운  노하우 보 을 

한 교육  컨설  지원 등 필요

3.6.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강화

◦ 식재료 수출의 경우, 기존의 농수산물유통공사나 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등의 공  네트워크 외에 한상(韓商)이나 재외동포 등의 민간 네

트워크를 같이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이를 가공식품 등의 부문으로 

확 할 필요가 있음.

- 표 으로 세계해외한인무역 회(World-OKTA: 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를 통해 식재료 수출 확 를 한 

네트워킹이 진행 

◦ 한 기존의 공  네트워크의 기능 강화도 필요한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

외지사 인력 강화, 련 기 간의 연계 강화  종합 인 CT(Control tower) 

구축 등이 선결 과제임.

- 유통공사의 해외지사 인력 확충은 본사 견 인력 확 가 아닌, 지 세부 

시장 조사  수출 희망업체 컨설  등의 실무 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는 지인 는 재외동포, 유학생 등의 채용이 필요

3.7.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 강화

◦ 가공식품  식재료 수출의 경우 업체 생  상품의 안 성 유지는 필수

인 사안임. 특히, 해외시장에서 한 업체의 상품에서 안  련한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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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나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품 체 이미지를 크

게 추락시키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이 세한 업체 특성상 생  

안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정부는 수출용 가공식품  식재료의 업체 생  안 을 리하기 한 

담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 농림산물의 경우 잔류 농약 등에 한 

리가 상 으로 잘되고 있는 편이나, 가공식품과 식재료는 업체 스스로 

리하는 경우가 많음.

- 구체 으로는 업체의 생 련 인증(HACCP 등) 취득을 한 지원 확 , 

수출 상국별 안  기  수를 한 컨설 (도우미) 운 , 안  반 사

례 홍보  교육 강화 등이 필요

- 담 기구는 정부 기 과 련 단체․ 회가 공동 운 하는 체제가 보다 

효율 일 것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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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장

요약  결론

◦ 우리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확 하고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해 정부는 2008년에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

하고 극 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 연구는 농식품 수출과 정부정책에 해 체 으로 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각 분야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세계 농산물 잠재 수출 시장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농산물 수출시장은 유럽

이지만  EU 회원국간의 교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증  가능성은 

시장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됨. 향후 수출 마 은 잠재력이 

큰 아시아와 북미 그리고 러시아에 집 해야 함. 수출에 있어서 수확기와 계

 요인이 작용하는 품목의 최 경쟁국은 미국과 국으로 나타남.

◦ 정부가 추진 인 농식품수출의 단기 인 목표 달성을 해 무리하게 여러 정

책이나 지원을 추진할 경우 도덕  해이나 산낭비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장기  에서 수출을 한 인 라를 구축하고 수출지원창

구의 단일화를 유도해야 함. 수출물량 공 능력향상을 한 사업과 수출시장

개척을 한 사업의 추진 속도를 조 하는 등 농식품 수출지원의 여러 정책

들이 유기 으로 결합되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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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증 의 장애요인들을 구조 으로 해결하여 안정 으로 수출을 증가시키

기 해서 ‘국가 수출 표조직’을 설립하여야 함. ‘국가 수출 표조직’ 육성

은 재 정책 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 문생산단지,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농축수산물 품목별 표조직 육성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해야 함. 

◦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물류는 일반 으로 산지유통센터나 수출물류센터에서 

선별, 포장 등의 작업을 거친 후 차량으로 항구로 수송된 후 냉장 컨테이 에 

재하여 선박을 활용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마산항과 양항에 수출물류센

터를 설치하고, 수출업체에게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등의 수출 물류 정책을 

펴고 있음. 수출 물류의 개선을 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비축창고를 수

출 물류 센터로 활용, 수확후 리에 한 교육  홍보 강화, 간이 잔류 농약 

검사 장비 보 을 통한 안 성 리 체계 확  등의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농가 소득을 높이기 해서는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여 국내가격을 지

지할 필요가 있고, 수출을 지속 으로 증 시키기 해서는 일정물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시설이용률을 높이거나 신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시설

원  농산물의 수출 확 를 해 종자비와 열비 감 책이 필요하며 신

재생에 지 개발  이용방법에 한 교육 체제 갖춰야 함.

◦ 우리나라 수출용 농산물 생산 상의 주요 문제 으로는 외국 품종에 한 큰 

의존성, 수입국 안 성 기  강화, 수입국 기호에 맞는 상품 생산 미흡 등임.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외국 품종 이용에 따른 로열티 지불을 이고, 양질

의 국산 품종 개발이 필요함. 한 우수농산물 리제도(GAP)를 용하고 수

출농산물 품질  등 의 균일화를 해 공동선별, 포장 유도할 필요가 있음.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는 단체를 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

◦ 우리나라 가공식품 수출 실 은 2008년 22억 달러로 체 농식품 수출액의 

반 수 임. 식재료 수출은 2008년에 6억 달러 정도 수출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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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이나 식재료 수출 지원책으로는 물류비 지원이 부분이며 지자

체별 차별 지원 등으로 해외 시장 질서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직 인 지원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배려하는 지원 략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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