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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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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 57.2억 달러 가운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33%를 차지하면서 점차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중요해지고 있음 

  -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증가는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FTA 활용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시사하고 있음

◦ 그러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농식품 수출의 경우 수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

  - 2013년 농식품 수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70.4%에 이르고 있으나, 농식품 

수출의 경우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약 23.1%에 불과함. 반면, 일반 제조업의 

경우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70%를 상회

◦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것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복잡한 

증명 절차 등으로 스파게티볼 효과 발생에 기인

  - 농식품 FTA 수출활용률이 낮은 것은 수입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운 데다 FTA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임. 또한 주요 수출시장인 개도국의 

원산지 확인, 통관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물적·인적 인프라가 낙후된 것도 원인

◦ FTA 수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식품 수출증대 전략에 FTA 활용 제고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전환이 필요함

  - 원산지 증명 발급, 검역, 검사 등의 통관절차, 수출 대상국의 식품안전 관련 국

내법 적용 등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필요

◦ FTA 전문인력 양성 등 FTA 활용인프라 확충, 농식품 전문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

  -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산지기준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프로그램의 도입 및 정착이 필요함

  - 기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수출업체의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을 쉽게 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확대

◦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이나 기체결 FTA의 관련 위원회를 활용하여 원산지

규정의 비일관성 완화, 비정상적인 통관행정 시정 요구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

www.krei.re.kr ∙ 1

“급격한 농식품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수출확대 

방안 필요

”

1. 최근 농식품 수출환경 변화와 특징

□‘2017년 농식품 수출목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농식

품 수출증대 정책수단 모색(국정과제 실천계획; 2013. 3.)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농가소득은 정체

된 가운데, 일부 품목의 경우 여전히 과잉생산 심화

- 이에 정부는 우리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수급안정 및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

□ 최근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환경은 엔화 환율 하락과 일본 내 혐한

(嫌韓) 감정 확산으로 일본시장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주력

시장 판도가 변화

 ◦ 2013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서 일본시장 비중은 22.5%로 축

소된 반면 아세안 비중은 17.2%, 중국 비중은 16.6%로 확대

- 아직은 근소한 차이로 일본이 최대시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

세안과 중국의 소비 증대 추세를 고려할 때 조만간 아세안과 중국이 

주력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

 ◦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의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출확대 전략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 

□ 최근 51개국과 12건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환경에 

긍정적 영향 예상

 ◦ 2014년 8월 현재 51개국과 12건의 FTA를 체결하여 특혜관세 혜

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협상 중인 FTA를 포함하면 농

식품 FTA 수출액 비중이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60%를 상회할 것

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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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의 FTA 발효로

농식품 수출확대

여건 조성

”

2.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 시장 농식품 수출 현황

□ 전체 농식품 수출액은 2004년 20억 9천만 달러에서 2013년 

57억 2천만 달러로 연평균 9.7% 증가

   ◦ 유럽연합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의 엔화 환

율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그림 1.  우리나라의 전체 농식품 수출 동향

   

□ 최근 9건의 FTA 발효로 농식품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

  ◦ 농식품 수출에 FTA 체결의 관세인하 효과가 가시화되어 FTA 체결

국으로의 수출은 2004년 백만 달러에서 2013년 18억 6천만 달러

로 FTA 발효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아직은 근소한 차이로 일본이 최대시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

세안과 중국의 소비 증대 추세를 고려할 때 조만간 아세안과 중국이 

주력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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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2,085 2,222 2,304 2,532 3,048 3,298 4,082 5,384 5,645 5,724

FTAs2)
   1    1  25 242 310 377 628 1,130 1,733 1,860 

0.0% 0.0% 1.1% 9.6% 10.2% 11.4% 15.4% 21.0% 30.7% 32.5%

칠레 1 1 1 1 3 3 3 4 5 6

싱가포르 19 22 21 25 33 43 82 81 97 101

EFTA 2 2 3 2 3 6 5 5 4 5

ASEAN 117 143 184 214 271 325 522 756 828 952

인도 5 5 6 9 12 14 16 22 22 38

EU 59 64 45 52 145 157 202 261 303 261

페루 1 0 0 0 1 1 1 1 1 2

미국 285 280 282 302 335 338 377 419 473 480

터키 1 3 4 2 16 10 7 15 11 15
콜롬비아 0 0 0 0 0 0 0 1 4 6

호 주 25 40 54 68 72 79 75 81 94 90 “반면, FTA 체결국 간

농식품 무역은

적자

”

표 1.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서 FTA 체결국 비중1)

단위 : 백만 달러, %

주 1) 농산물은 수산물을 제외한 것을 의미함(농산물+축산물+임산물)
   2) 표에서 음영이 들어간 부분은 해당 FTA가 발효된 기간임

   3) FTAs는 연도별로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발효일에 관계없이 
연도를 기준으로 합산하였음

   4) 싱가포르는 ASEAN에 속한 국가로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 이후로는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싱가포르 FTA는‘FTAs' 항목에 합산하지 않았음
자료: KATI

□ FTA 체결국과의 농식품분야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  FTA 체결국과의 농식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입 증

가폭이 더 커 농식품분야 무역수지 적자폭은 증가세를 이어감

- FTA 체결국 농식품 수출액(억 달러): (’04) 0.1 → (’08) 3.1 → (’13) 18.6

- FTA 체결국 농식품 수입액(억 달러): (’04) 1.0 → (’08) 37.2 → (’13) 148.1

-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억 달러): (’04) 1.0 → (’08) 34.2 → (’13) 130.4

그림 2. FTA 체결국과의 농식품 수출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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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도

매우 저조

” <산업 전체> <농식품 부문>

3.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

3.1. FTA 특혜관세 활용도

□ 2013년 농식품 FTA 수출활용률은 23.1%(3억 9천 달러)로 매우 

낮은 수준

 ◦ 농산물 수출액은 약 16억 달러이며, 이 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

여 수출한 FTA 활용 수출액은 약 3억 9천만 달러에 불과

     - 반면, 농식품 FTA 수입활용도는 70.4%, 산업 전체 FTA 수출활용률은 

66.9%로 높은 수준

<FTA 수출활용률>

○ FTA 협정에 명시된 관세양허 품목의 교역액 중에서 실제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교역이 이뤄진 비율임

   - FTA가 상품교역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

한 기준으로 FTA 특혜관세 수출활용률(이하 FTA 수출활용률)을 

이용할 수 있음.

   * FTA 수출활용률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 / FTA 혜택

품목의 수출

그림 3. 주요 FTA 체결국 수출입 활용도(%) 비교(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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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수출 

활용률 높은 반면, 

아세안, 인도는 

낮아

”

FTA 체결국
FTA 대상 

농산물수출액
원산지활용 수출액 FTA활용률(%)

칠레 5,024  1,390 27.7

싱가포르 104,945  7,623 7.3

EFTA 6,472  2,990 46.2

ASEAN 939,215 37,163 4.0

인도 11,448 37 0.3

EU 146,708 69,588 47.4

페루 845 371 43.9

미국 571,773 278,104 48.6

터키 8,287 849 10.2

소계 1,689,771 390,493 23.1

□ FTA 체결국별 수출활용률은 미국, EU, EFTA 등이 높은 반면, 

아세안, 인도는 미미한 수준

 ◦ 미국으로의 수출활용률이 48.6%로 가장 높고, EU 47.4%, EFTA 

46.2%, 페루 4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은 ASEAN이 9억 4천만 달러로 가

장 크지만, 수출활용률은 4.0%로 아주 낮은 수준이었으며, 인도

의 경우 0.3%의 수출활용률을 보여 농식품 수출 시 FTA 특혜관

세 적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FTA 체결국별 FTA 활용률 현황(2013)

단위: 천 달러, %

  주 1) 농산물은 01~24류에서 03류를 제외하고 합한 수출액임
     2) ASEAN에서 싱가포르는 제외하였음

□ 농식품 수출 활용률이 낮은 것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 및 복잡한 

증명 절차 등 기인

 ◦ 농식품 FTA 수출활용률이 낮은 것은 수입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가공

식품의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운 데다 FTA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임

- 또한 주요 수출시장인 개도국의 원산지 확인, 통관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물적·인적 인프라가 낙후된 것도 원인1)

1) 이병훈. 2014년 1월호.『aT Focus』. 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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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규정 충족은 

관세인하 혜택의 

필수조건

”

□ FTA 관세혜택 극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의 충족

   ◦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을 충족시켜야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혜택을 받고 수출 증대에 활용 가능

   ◦ 원산지 증명이 발급되어야 특혜관세 적용을 받으므로 즉시 관세철

폐 대상에 포함되었더라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관세인하나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3.2. FTA 관세절감 효과

□ FTA 체결국 중 수출규모가 큰 미국과 EU시장으로의 수출로 약 

2천 2백만 달러 관세절감 효과 발생

   ◦ 2013년 대 미국, 대 EU 농식품(HS 01~24류, 단 03류 제외) 수출

에서 절감할 수 있는 총관세액의 합계는 약 4,769만 달러

       - 현재 FTA 활용률 47%를 감안한 관세절감액은 2,240만 달러임 

       - FTA 활용률을 100% 활용할 경우 약 2,529만 달러의 추가적인 관세 

절감이 가능함

  ※ 미국과 EU 모두 우리나라와의 FTA로 인한 관세가 감축 중임을 고려하면, 수

출액이 동일할 경우 향후 절감할 수 있는 관세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관세절감액 추정 공식>

관세절감가능액  수출액 ×  실행세율   특혜관세 
관세절감액   활용률 × 관세절감가능액

□ 연초, 곡물 ․ 곡분, 기타 조제식료품, 음료 ․ 주류 ․ 식초 품목군에서 

관세절감 매우 부진

    ◦ 관세절감가능액과 관세절감액 차가 큰 품목군은 24류 연초(777만 

달러) > 19류 곡물 ․ 곡분의 조제품(687만 달러) > 21류 기타 조

제식료품(545만 달러) > 22류 음료 ․ 주류 ․ 식초(104만 달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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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24류 연초, 

19류 곡물, 곡분 등 

품목류 관세절감 

매우 저조

”

HS2 명칭
합계(미국+EU)

관세절감가능액
(A)

관세절감액
(B)

차액
(A-B)

FTA활용률

01류 산동물 10 7 3 72.4%

02류 육류 13 1 12 8.7%

04류 낙농품 669 410 259 61.3%

0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6 2 4 36.8%

06류 산수목·꽃 190 72 118 37.9%

07류 채소 960 653 307 68.0%

08류 과실·견과류 769 290 479 37.7%

09류 커피·향신료 63 12 51 18.9%

10류 곡물 8 6 2 71.1%

11류 밀가루·전분 184 87 97 47.3%

12류 채유용종자·인삼 562 227 335 40.5%

13류 식물성 엑스 460 58 401 12.7%

14류 기타 식물성 생산품 0 0 0 8.3%

15류 동물성유지 177 143 33 81.1%

16류 육·어류조제품 2,124 1,538 587 72.4%

17류 당류·설탕과자 980 447 533 45.6%

18류 코코아 101 20 81 20.2%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14,821 7,947 6,874 53.6%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520 668 852 43.9%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14,060 8,606 5,453 61.2%

22류 음료·주류·식초 2,020 985 1,035 48.8%

23류 조제사료 29 27 3 90.9%

24류 연초 7,967 197 7,770 2.5%

농식품 합계 47,692 22,404 25,289 47.0%

※ 개선효과가 큰 상위 4개 품목군의 관세절감은 2,113만 달러로 향후 

관세절감 가능액의 83.6% 차지

    

표 3. 미국과 EU시장 농산물 수출품목류별 관세절감액

단위: 천 달러

  
  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수출액과 WTO의 관세율 자료를 활용한 추계치임

□ 가공도별 추가적인 관세절감 가능성은 반가공농산물, 가공농산물, 

신선농산물 순이지만, 관세절감 가능액은 가공농산물, 신선농산물, 

반가공농산물 순임

  ◦ 반가공농산물은 FTA 활용도가 36.7%로 가장 낮아 관세절감 가능성이 

높지만, 수출액이 적어 관세절감 가능액도 87만 달러 수준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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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농산물, 

관세 절감 가능성 

가장 높아

”

◦ 가공농산물은 FTA 활용률이 2.5%로 극히 낮은 연초를 제외할 경우 

FTA 활용률이 대체로 높아 관세절감 가능성이 하락하지만, 수출액

이 많고 현행관세율도 높은 편이라 관세절감 가능액이 많음

표 4. 미국과 EU시장 농산물 가공도별 관세절감액

단위: 천 달러

구분

합계(미국+EU)

관세절감가능액
(A)

관세절감액
(B)

차액
(A-B)

FTA
활용률

합계 47,692 22,404 25,288 47.0%

기초(신선) 2,561 1,266 1,295 49.4%

반가공 869 319 550 36.7%

가공 44,262 20,819 23,443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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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 

47.4%만 

FTA 활용

”

4. 농식품 수출업체의 FTA 활용 실태

4.1. 조사개요

□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활용 실태와 평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함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소관 수출업체 670개 대상으로 설문

을 실시하였으며, 96개의 수출업체가 응답

   - 조사기간: 2014년 7월 3~20일

   - 조사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및 팩스 조사 병행

   - 표본오차: ± 3.81(95% 신뢰수준)

4.2. FTA 활용 실태

□ 수출업체 중 47.4%가 FTA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변

  ◦ FTA 활용률이 높은 국가는 미국(26.0%), 터키(23.1%), ASEAN(23.1%), 

EU(18.3%) 등 순이었으며, 활용률이 낮은 국가는 최근에 발효된 페루

(1.0%), 칠레, 인도, EFTA 등이었음

그림 4. FTA 활용 실태

<FTA 활용 경험> <활용 경험이 있는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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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문인력’,

‘원산지 발급정보’

부족으로 FTA 

활용하지 못해

”

4.3. FTA 활용 저해요인

□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FTA 전문인력 부족’, ‘원산지 

증명 발급 정보 부족’이 각각 21.4%를 차지함

   ◦‘수출 품목이 기존 무관세 및 관세인하 폭이 적기 때문에’14.3%, 

‘수출 시 상대국 바이어의 FTA 원산지 증명서 미요청’ 12.5%,‘원산 지

요건 불충족’ 이라는 답변이 5.4%를 차지함

□ FTA 활용과 관련하여 수출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 절차’ 라는 답변이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FTA 전문인력 부족’ 23.4%,‘실질적 정보 부족’ 22.1%,‘원산

지 검증에 대한 우려’ 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FTA 활용 저해요인

<FTA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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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 

발급지원 확대를 

통한 FTA 활용 촉진

”

4.4. FTA 활용 촉진 방향

□ FTA 활용 확대를 위해 원산지 증명 발급 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

 ◦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원산지 증명 발

급 관련 지원 확충’이 20.0%, ‘FTA 전문인력 육성’ 19%, ‘FTA 관련 

정보제공 확대’가 18%로 나타남

그림 6.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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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 

FTA 활용을 통한 

수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

5. 정책과제

□ 기존의 농식품 수출증대 전략에 FTA 활용 제고방안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전환이 필요함

  ◦ 최근 한·미 FTA를 비롯한 12개 FTA를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FTA 환경에 적합한 수출전략 수

립을 통해 FTA 대상국 수출시장을 선점하고 지속적인 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음

  ◦ 원산지 증명 발급, 검역, 검사 등의 통관절차, 수출 대상국의 식품

안전 관련 국내법 적용 등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필요

  ◦ 기체결 FTA 농산물 원산지 규정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농산

물 원산지 규정을 농식품 수출 시 적극 활용

□ 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 발급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제도의 

보완

  ◦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수출대상국별 원산지 규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전담인력 

부족으로 수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탓임

    - 따라서 수출업체들의 원산지 증명 발급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지

원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 FTA 활용도를 높일 수출지원체계 구축

  ◦ FTA 이행에 따른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가공농식품과 신선농산물

을 분리하여 차별화된 수출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급

  ◦ 농가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조직·업체들을 대상

으로 FTA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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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출 증대 

전략의 체계적 

전환 필요

”

□ FTA 전문인력 양성 등 FTA 활용인프라 확충, 농식품 전문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보급

   ◦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산지 기준 관련 역량 강

화를 위해 원산지 전문 관세사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지원프로그램 도입 ․ 
정착

   ◦ 기존의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수출업체의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을 쉽게 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확대

□ 기체결 협상의 수출 활용률 제고를 위한 원산지 규정 관철

   ◦ 기체결 FTA의 원산지 분야 위원회를 활용하여 대상국별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완화 요구

        - 대상국별 FTA 이행과정에서 원산지 규정 모니터링을 통한 

FTA의 경제적 이득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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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주요 FTA 체결국별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수출국 2000∼02년 평균 2011∼13년 평균

 미국

라면
29.

9
소주 4.2 혼합조제식료품 53.4 기타 소스제품 10.6

혼합조제식료품
29.

3
기타 베이커리제품 4.0 기타 음료 39.5 소주 9.0

궐련 14.9 캔디 3.2 궐련 39.4 고추장 7.9

배 13.3 밤 3.1 배 24.9 채소종자 7.7

젤라틴 10.6 고추장 3.0 라면 22.9 커피조제품 7.2

기타 양모,섬수모,조수모 등 10.2 기타 채소 2.9 비스킷 20.6 베이커리반죽 7.0

비스킷 7.9 혼합조미료 2.7 젤라틴 17.4 기타 조제식료품 6.9

국수 4.7 발효유 2.7 기타 파스타 12.3 기타 베이커리제품 6.7

기타 파스타 4.6 조물제품 2.5 곡류조제품 11.8 기타 채소 6.6

곡류조제품 4.5 단일과실조제품 2.1 국수 11.7 빵 6.3

EU

혼합조제식료품 67.3 선인장 1.0 혼합조제식료품 166.3 가죽 2.8

기타 양모,섬수모,조수모 등 6.0 배 0.9 라면 13.4 국수 2.7

잎담배 5.0 기타 설탕과자 0.8 기타 당 13.1 김치 2.7

라면 4.9 기타 파스타 0.8 기타 음료 10.4 채소종자 2.6

면 4.4 돼지의 것 0.6 기타 식물성 점질물 5.9 단일과실조제품 2.5

캔디 3.2 방향성 물질 0.5 젤라틴 5.8 균질화담배 2.3

기타 식물성 점질물 3.1 곡류조제품 0.5 새송이버섯 5.4 기타 베이커리제품 2.3

젤라틴 2.6 채소종자 0.5 면 4.5 인스턴트면 2.0

백삼정 1.6 가죽 0.4 기타 파스타 3.5 감귤 1.5

커피조제품 1.4 커피조제품 2.9

ASEAN

혼합조제식료품 34.1 빵 2.2 혼합조제식료품 101.3 딸기 11.9

자당 27.8 배 2.1 궐련 87.6 대두박 11.7

옥수수전분 12.5 가죽 2.1 커피조제품 74.7 비스킷 10.0

돼지고기 8.2 기타 주 2.1 기타 사료용 조제품 36.4 자당 10.0

커피조제품 8.0 기타 사료용 조제품 2.0 라면 24.2 기타 베이커리제품 9.2

기타 양모,섬수모,조수모 등 7.6 젤라틴 1.9 과당 23.6 기타 양모,섬수모,조수모 등 8.9

소원피 5.9 포도당 1.7 닭고기 20.1 조제분유 8.7

라면 4.6 기타 식물성 점질물 1.7 옥수수전분 19.9 인스턴트면 8.4

감 3.4 배합사료 1.5 물 19.1 감 8.2

밀 3.1 감 1.5 가죽 14.0 쇼트닝 8.1

주: 품목은 AG 코드 기준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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