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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한·중 정상회담(ʼ15.10.31)을 계기로 국내산 쌀과 삼계탕의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
됨에 따라 김치와 더불어 이들 품목의 중국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번 검역협상이 양국 간 정상회담의 의제로 설정되었으며, 
중국 측이 이례적으로 수입허용절차를 단축해 쌀과 삼계탕의 검역요건에 합의함

  - 쌀과 삼계탕의 경우 수출작업장 현지실사 및 등록, 대중국 수출 국내기준 마련, 
양국 간 수출증명서 서식 합의, 훈증소독 기준(쌀) 협의 등이 후속절차로 남아 있음

  - 정부는 2016년 상반기까지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대중국 쌀 및 삼계
탕 수출을 실현시킬 계획임

◦ 중국시장으로의 쌀 수출은 중국소비자들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감안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 고급미 위주로 추진 
필요

  - 우리 쌀은 중국 동북미(가격 측면), 일본 ․대만산 수입쌀(품질 측면)과 경쟁해야 
하므로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해 중국소비자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 필요

◦ 김치는 유통 과정에서 장시간 상온에 노출될 경우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점별 저온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수출김치의 원재료인 배추, 고추, 마늘의 안정적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의 김
치시장, 중국인의 식문화 관련 연구와 대장균군 발생을 최소화하는 김치제조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

◦ 삼계탕은 아직까지는 중국 내 시장규모가 작고, 초기 형성 단계이므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수출확대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삼계탕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으로 각인된 만큼, 고품질전략이 유효할 것
으로 보이며 중국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한 현지화 제품 개발도 추진할 필요

◦ 중국의 김치와 삼계탕 수입관세율은 각각 25%와 15%(증치세율 17% 별도)이지만, 
한 ․중 FTA 발효 시 20년과 10년에 걸쳐 균등철폐되므로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른 
장기적 수출증대 효과도 기대 가능

  - 중국에서 급부상 중인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확대 방안도 강구

◦ 기존의 최대 농식품 수출시장인 일본의 엔저와 혐한류 여파로 국내산 농식품 수출
이 정체된 상황에서, 김치와 함께 쌀, 삼계탕 등 우리나라 대표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에 걸림돌이 되었던 검역장벽이 해소되는 만큼, 수출업체와 생산자, 정부가 함
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세부전략 마련과 수출체계 구축에 지혜를 모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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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김치, 쌀, 삼계탕 관련 한 ․ 중 검역협상 타결

◦ 이번 한·중 정상회담(10월 31일)을 계기로 양국의 통상 현안이었

던 한국산 쌀과 삼계탕의 대중국 수출 검역 ․ 위생 요건이 합의됨

- 우리나라가 중국에 쌀(ʼ09년 5월)과 삼계탕(ʼ06년 12월)의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최근까지 중국의 수입위험분석은 총 8단계 중 3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에 검역협상이 일괄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6단

계 이후에 해당하는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

◦ 김치의 경우도,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김치 수입 위생

기준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이후, 올해 2월 절임채소류 위생기준 

개정고시안을 마련했으며, 후속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효만을 앞두고 

있음1)

□ 이번 검역협상 타결을 중국의 수입 농식품시장 진출과 확대의 

기회로 활용

◦ 해당 품목의 중국 내 수입시장 규모가 작거나 초기 형성 단계이므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수출확대 전략 수립 필요

- 한국산 농식품의 안전성을 전면에 부각하여 프리미엄 소비계층을 타

깃으로 한 수출확대 추진 

- 한국 전통의 맛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소비자들의 기호를 감안한 다양

한 현지화 제품 개발 필요  

◦ 한 ․ 중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인하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 쌀, 김치, 삼계탕의 대중국 수출 여건은 더 개선될 전망

- 따라서 수출업체와 생산자, 정부가 함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마련과 수출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함

1) 중국은 우리나라가 요청한 대로 김치 등 미멸균 발효제품에는 국제식품규격(CODEX;

코덱스) 기준에 의거해 대장균군 기준(30마리 이하/100g)을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WTO 회원국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자세한 내용은 농정포커스 제111호 참조)

ʻʻ이번 검역협상 타결을 

대중국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ʼʼ



●○ 농정포커스_제116호

2 ∙  

2. 쌀, 김치, 삼계탕 수출 현황

2.1. 쌀

□ 쌀은 2007년 이후 수출이 본격화, 현재 42개국에 일정량 수출

◦ 우리나라의 쌀 수출량은 2009년 4,183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2)

◦ 2007년 쌀 수출 대상국은 18개였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4년 

기준 42개 국가에 달함

- 국별 비중을 보면, 수출량의 40% 이상이 호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말

레이시아와 미국, 러시아로의 수출비중도 각각 7%를 차지하고 있음

◦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단립종 쌀가격은 

일본산이 가장 높고 한국산은 일본산보다는 낮지만 미국산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그림 1.  우리나라의 쌀 수출대상국 비중(2012~2014년 평균)

자료: 관세청

2) 2009년 국내 쌀 가격은 하락한 반면 국제 곡물파동 영향으로 캘리포니아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 쌀 수출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이후 가격차이가 커지면서 수출

량이 줄어들어 2014년 1,684톤으로 감소함

ʻʻ한국산 쌀 수출대상국은 

2007년 18개국에서 

2014년 42개국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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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 추진

◦ 쌀 수출 확대를 목표로 2011년부터 쌀 수출 재배단지 조성

- 쌀 수출 및 가공에 적합한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고, 생산된 벼는 쌀 수출 

협의회와 한국 쌀가공식품협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 계획

- 2013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현재 수출용 쌀 

재배단지 5개소 운영3)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ʼ15.3.11. 공포‧시행)에 따라 쌀 수출 시 

농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의무가 폐지되면서 쌀 수출 

절차가 간소화됨4)

2.2. 김치

□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최근 주력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 감소세

◦ 우리나라의 2014년 김치 수출은 2만 5천 톤 수준(수입액은 8,400만 

달러)이며 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이 67%를 차지함

- 그 외 미국, 홍콩, 대만이 각각 3~4%를 차지하고 있음

- 엔저 현상과 국내 김치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 일본으로의 

김치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1.  우리나라 김치 수출 실적

국가명
2013년 2014년 2015년 1~9월

수량
(톤)

금액
(천 불)

수량
(톤)

금액
(천 불)

수량
(톤)

금액
(천 불)

일본 19,211 65,851 16,968 56,615 11,130 33,582 
미국 1,206 4,946 1,296 4,936 1,007 3,740 
홍콩 937 3,567 1,229 4,691 936 3,570 
대만 877 2,427 1,114 3,028 819 2,370 
호주 461 1,651 598 2,051 535 1,745
기타* 2,939 10,836 3,537 12,712 2,598 9,335
총계 25,631 89,277 24,742 84,033 17,026 54,342 

  주: 기타는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임
자료: GTIS-GTA

3) 2015년에는 대호 간척지에 쌀 및 쌀 가공품 수출용 벼 재배단지 200ha를 조성하고, 

내년에는 540ha까지 확대 추진

4) 그동안 쌀 수출업체는 농식품부 장관의 수출추천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했고, ʻ미곡 수

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ʼ 고시에 따라 수출 물량 및 가격이 제한되었으며, 수출 후에

는 수출이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음

ʻʻ쌀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용 쌀 재배단지 

운영과 수출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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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으로의 김치 수출량은 중국 내 수입김치 위생기준인 ʻʻ김치 

100g당 대장균군 30마리 이하ʼʼ 조항으로 인해 연간 수 톤에 불과

한 채,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매년 22만 톤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국내 수출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저가 수출, 김치생산업체의 영세성 

등이 김치 수출확대의 제약으로 작용

◦ 잦은 기상변화로 국내 배추의 공급량 및 가격 변동 폭이 커지면서 

수출용 김치의 제조원가 상승과 경쟁심화에 따른 저가 ․ 저품질 김치 

수출 우려

◦ 국내 김치업체의 영세성에 따른 위생 및 품질문제, 낮은 기계화율, 

콜드체인시스템 부족에 따른 품질관리 한계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함

2.3. 삼계탕

□ 국내 육계 및 삼계 생산량 지속적으로 증가

◦ ʼ08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매몰처리 영향으로 

도계 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우리나라 도계 물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ʼ08) 62,617만 마리, (ʼ11) 75,961만 마리, (ʼ14) 88,532만 마리

-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에 따른 육계와 삼계 사육마릿수 증가

가 도계마릿수 증가의 주된 원인이며, 닭고기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

되고 있음

◦ 국내 수요 및 수출용 삼계탕 원료로 이용되는 삼계 도계마릿수도 

ʼ08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크게 증가하여 ʼ14년 

13,420만 마리를 기록함

- (ʼ08) 9,354만 마리, (ʼ11) 13,288만 마리, (ʼ14) 13,420만 마리

ʻʻ엔저 현상의 

지속으로 일본으로의 

김치수출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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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 육계 및 삼계 도축 실적

단위: 만 마리

구분 2008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9월

육계 49,416 57,646 60,416 61,913 69,201 55,716 

삼계  9,354 13,288 12,507 11,713 13,420 12,357 

기타  3,847  5,027  5,872  5,490  5,911  5,109 

총계 62,617 75,961 78,796 79,115 88,532 73,182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 현재 우리나라 삼계탕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

◦ 그동안 우리나라 삼계탕 수출시장은 일본을 중심으로 대만과 홍콩

이 주된 대상이었음. 그러나 2014년 하반기에 미국 수출이 시작된 

이후부터 미국시장의 비중이 가장 큼

- ʼ15.9.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삼계탕 수출 대상국가는 총 8개국이며 

삼계탕 수출 검역실적은 1,422톤, 6,794천 달러에 달함. 이 중 미국

으로의 수출이 478톤, 2,932천 달러로 가장 많음

◦ 우리나라 삼계탕 수출 검역 실적은 ʼ13년 1,894톤 9,372천 달러에서 

ʼ14년 1,691톤 7,581천 달러로 감소.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된 

삼계탕 수출시장인 일본과 대만으로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임

- 일본시장에의 삼계탕 수출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ʼ11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일본의 엔저와 혐한(嫌韓)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ʼ14년에는 

최대 실적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함

표 3.  우리나라 삼계탕 수출 검역실적

국가명

2013년 2014년 2015년 1~9월

수량

(톤)

금액

(천 불)

수량

(톤)

금액

(천 불)

수량

(톤)

금액

(천 불)

미국 - -   212 1,297   478 2,932

일본 1,179 6,564   874 3,791   504 2,118

대만   496 1,743   316 1,193   239   908

홍콩   168   779   184   710   123   477

싱가포르    25   138    54   261    47   222

기타*    26   148    51   329    31   137

총계 1,894 9,372 1,691 7,581 1,422 6,794

  주: 기타는 호주, 캄보디아, 미얀마 등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ʻʻʼ15년 삼계탕 수출 

실적은 미국, 일본, 

대만 순이며 

해외시장에서 

화교 소비자 선호가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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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검역협상 추진 경과

3.1. 쌀

□ 2009년 우리 정부의 수입허용 요청 이후 중국 내 수입위험분석 

절차 지연

◦ 정부는 대중국 쌀 수출을 위해 2009년 수입허용을 요청하였으나 

그동안 식물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했음

◦ 정부는 2014년 2차례(5월, 12월)에 걸쳐 국산 쌀에 대해서는 과채

류와 별도로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해 줄 것을 중국에 촉구하였으며, 

2015년 4월 제4차 한‧중 식물검역회의에서 쌀에 대해 과일 및 열매

채소와 별도로 우선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함

◦ 2015년 7월 정부는 국산 쌀 위험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조속히 제공해줄 것을 중국에 요청하여 8월에 자료 목록을 제공받

았으며, 9월 우리 정부는 쌀 관련 병해충위험분석을 위한 자료를 

중국에 제공함

□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어지면서 이후 검역협상 신속하게 타결

◦ 2015년 9월 한‧중 정상회담 시 국산 쌀의 대중국 수출을 의제로 제기

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허용 절차를 마무리하여 수출검역

요건이 체결됨

◦ 2015년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

검역총국과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에 서명함

◦ 일반적으로 수입금지식품의 수입허용 요청 시, 수입위험분석 절차

(8단계)를 거쳐 수입허용 여부 결정 및 수입검역요건을 고시하게 됨. 

중국과의 검역협상 타결에 따라 현재 6단계(수입허용요건초안 작성‧
체결)를 진행 중에 있음

ʻʻ지연되고 있던 중국의 

한국산 쌀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채택되면서 

검역협상 신속하게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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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도 실제 수출이 개시되기까지는 중국과의 소독기준 합의, 가공

공장 등록 및 현지조사, 최종 수출검역요령 고시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있음

그림 2.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 절차 (수입국 기준)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 한국산 쌀의 검역요건은 일본산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으로 합의

◦ 수출 쌀의 형태는 일본의 경우 정미만 허용한 반면, 한국은 정미, 

현미, 절미까지 포함되었으며, 포장재도 특별한 단서조항이 붙지 

않음

◦ 가공 및 보관시설은 한국이 등록하고 중국이 현지실사와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독은 수출 전 훈증하기로 함

ʻʻ한국산 쌀의 

검역요건은 

일본산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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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대상 이물질로 흙이나 왕겨, 쌀겨, 다른 종자 및 식물부스러기가 

포함되며 포장재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새 포장재를 사용해야 함

표 4.  대중국 쌀 수출을 위한 검역 요건

항 목 한국산 쌀 일본산 쌀

1. 쌀의 형태 ○현미, 정미, 절미 ○정미

2. 우려병해충

○곡식수시렁이 등 8종

(해충6, 잡초1, 병1)

 * 우려병해충 종수(種數)는 국가별 

분포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곡식수시렁이 등 4종

(해충3, 병1)

3. 가공 및 보관 

시설 등록

○한국 측이 등록, 

중국 측이 현지실사 및 확인(confirm)

○일본 측이 등록, 

중국 측이 현지실사 및 인가

4. 소독처리 ○수출 전 훈증소독 ○좌동

5. 해충 예찰

○예찰요건 없음

 - 중국 측 우려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대상해충: 곡식수시렁이 등 3종

○예찰장소: 가공공장 및 현미 

저장소

○예찰시기: 가공시설 등록 후

○예찰트랩: 100㎡당 1개

○예찰결과 기록: 매주

6. 제거 대상 

이물질

○흙, 왕겨, 쌀겨, 다른 종자 및 

식물부스러기

○흙, 현미, 왕겨, 쌀겨, 다른 종자 

및 식물부스러기

7. 포장재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새로운 

포장재

○훈증할 수 있을 정도로 통기성이 

있는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새로

운 포장재

8. 수출검사 및 

증명
○수출검사 및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수출검사 및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 공장 지정 후 최초 화물은 중국 

검역관이 수출검사 실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검역요건 합의 후속절차

◦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생관리가 철저한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한 후, 중국 측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전에 메틸브로마이드(MB) 또는 에피흄(PH3)

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중에 중국 측과 훈증소독 기준을 협의하고 

대중국 쌀 수출을 위한 국내 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 또한, 12월 중에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 등록 신청을 

받아 중국 측에 현지실사를 요청할 예정임

ʻʻ후속절차로 대중국 

쌀수출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 등록과 

중국 측 현지실사가 

이루어질 전망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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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김치

□ 2009년 중국의 ʻ김치수입검사규정’제정으로 국내산 김치 수출 제약 

◦ 중국의 기존 수입김치 위생기준은 별도의 분류없이 중국 절임채소

(파오차이)의 위생기준인 ʻ̒김치 100g당 대장균군 30마리 이하̓ʼ로 규정

- 중국의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는 2009년 ʻ김치 수입 검사규정ʼ을 제

정하여 2010년 1월부터 출입국 검사검역 업무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

시하고 있음

- 중국의 수입김치 위생기준 강화로 인해 김치의 대중국 수출량은 2010년 

116톤(수출액: 37만 달러)에서 2014년 2.5톤(1.6만 달러)으로 크게 감소

◦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김치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측에 

수입김치 위생기준 개정(ʻʻ비멸균 발효형 제품은 대장균군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ʼʼ는 단서조항을 삽입)을 지속적으로 요구

- 2012년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시 발효식품에 대한 검역기준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2013년 2월 막걸리 위생기준만 개정되었고 김치는 개

정되지 않았음

- 2014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진핑 주석 방한 시 중국의 수입김치 

위생기준 개정 문제는 한․중 음식문화 교류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의 수입김치 위생기준 개정

◦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수입김치 위생기준 개정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었음. 이후 중국 정부는 7개월간(2014년 7월 

~2015년 2월) 국내 관계 부처와 긴밀한 실무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음

- 중국 정부는 2015년 2월 17일 절임채소 ｢식품안전국가표준기준 개정

(안)｣을 WTO에 통보하였고 60일간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 

◦ WTO 의견수렴 결과, 중국의 수입김치 위생기준 개정안은 회원국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자, 중국 정부는 2015년 9월 22일 국가표준인 

ʻ식품안전국가표준 절임채소류(GB2714-2015)ʼ를 공포하고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ʻʻ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의 수입김치 

위생기준 개정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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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삼계탕

□ 2006년 중국에 한국산 삼계탕 수입허용 요청 이후, 국내 AI 발생과 

인삼에 대한 중국 내부 규정(보건식품으로 분류)으로 후속절차 지연

◦ 우리 정부는 2006년 중국에 한국산 삼계탕 제품 수입허용을 요청

했으며, 이에 중국 정부는 2007년 6월 삼계탕 수입허용 절차 및 수

입위험평가 설문서를 우리나라 정부에 송부함

- 우리 정부의 수입허용 요청으로 8단계 수출 절차 중 1단계가 시작되고, 

중국 정부의 설문서 발송으로 2단계까지 진행됨

◦ 우리나라는 2008년에 중국 측에 수입위험평가 설문서에 대한 답변

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중국 정부는 삼계탕 수입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했음

- 중국 정부가 3단계인 설문서 답변 검토, 4단계인 우리나라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림

- 축산식품의 경우 공산품과는 달리 가축 질병의 검역 문제와 식품 위생

에 관한 안전성 문제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따라서 수입위험분석 

실시 절차에 대해 특별히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임 

□ 인삼에 대한 중국 규정 변경(일반식품) 이후 검역협상 신속하게 진행

◦ 특히 중국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삼계탕 내 인삼에 대한 중국 

규정이 변경되면서 삼계탕도 보건식품에서 일반식품으로 변경되어 

수출 가능성이 높아짐

- 중국 정부는 삼계탕 원료인 인삼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였으나 ʼ12년 

8월 29일 5년근 이하 인삼을 일반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면서 삼계탕 수출장벽 규정이 완화됨

◦ 금번(ʼ15.10.31.) ʻʻ우리나라 삼계탕의 중국 수출 위생 및 검역 ․ 검사 

조건ʼ̓  최종 합의를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내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동시에 양국 농업장관 등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해 왔음

ʻʻ2006년부터 대중국 

삼계탕 수출을 

준비하였으나, 인삼에 

대한 중국의 내부 규정 

등으로 후속절차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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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검역․위생 조건은 관련 주체별 역할과 의무에 대한 합의임

◦ 금번에 체결된 ʻʻ우리나라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 위생 및 검역 ․ 검사 

조건ʼʼ 내용은 크게 검역(동물 질병관리)과 위생(식품안전 관리) 분

야로 구성되어 있음

◦ 합의문의 주된 내용은 국내산 삼계탕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지켜야할 

우리 정부, 중국 정부와 수출업체의 역할과 의무 등에 대한 상호 합

의에 대한 것임

- 삼계탕 수출 시 검역․위생증명서 첨부, 원료 닭 사육농장․지역의 질병 

비발생 여부 확인, 삼계탕 제조과정에서 가열온도 조건 확인, 중국 

정부에 등록한 작업장 확인, 한국과 중국의 식품 안전․위생 기준에 부

합 여부 확인 등의 내용임

□ 수출증명서 서식 합의 및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완료 후 수출 가능

◦ 현재까지 8단계 수출 절차 중 5단계까지 완료된 상황이며, 6단계인 

수출증명서 서식 합의와 7단계인 수출작업장 현지실사 후 등록 과

정이 완료되면 마지막 8단계인 수출 검역․검사 과정이 진행됨

- 국내 현지실사는 중국 검역관이 실시하기 때문에 구체적 일정 및 시

기는 중국 정부가 선택

표 5.  삼계탕 중국 수출 관련 후속 절차 및 주요 내용

후속 절차 주요 내용

수출증명서 서식 협의 • 중국 측과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 삼계탕 수출 희망 작업장 파악

• 중국 측에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도축장은 검역본부, 가공장은 식약처가 추천)

중국 측 국내 현지실사 • 중국 측의 국내 수출작업장 현지실사

삼계탕에 대한 중국 내 국가표준(GB) 확인 • 삼계탕에 대한 중국 내 기준 및 규격 설정

수출작업장 등록 • 중국 정부가 적합한 수출작업장 등록

수출 지침 마련 • 국내 수출 검역․위생증명 세부 실시방안 마련

절차 종료, 수출 개시
• 후속절차 완료

• 수출 검증(검역․검사) 진행

주: 중국 국가표준(GB, Guobiao)은 제품의 정의, 규격, 검사 기준 등에 대해 표준을 설정한 중국 정부의 기준
으로, GB가 없을 경우 수입 단계에서 명확한 검사 기준이 없어 통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ʻʻ이번 검역협상 

타결로 삼계탕은 

8단계 

수출절차 중 

5단계 완료  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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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축산물(검역) 수입위험분석 절차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 미국 수출 과정에서 삼계탕 수출작업장 위생 수준과 노하우 향상

◦ ʼ14년 8월 미국으로의 삼계탕 수출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국내 삼계탕 

수출작업장의 위생 수준과 관리 노하우가 크게 향상되었음. 작업장 

HACCP 적용부터 ʻ대미 수출작업장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표ʼ에 따른 

까다롭고 다양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함

-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수출기준을 이미 충족했기 때문에 국내 업체

들이 중국이 요구하는 수출작업장 기준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ʻʻ높은 위생수준을 

요구하는 미국에 

삼계탕을 이미 

수출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작업장 

기준 달성에는 큰 

어려움 없을 전망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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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국 수출가능성과 향후 과제 

4.1. 쌀

□ 중국 내 자포니카(중단립종) 쌀 소비가 증가 추세이나 고품질 수입시장 

규모는 500톤 수준으로 아직은 작은 편임

◦ 중국은 소득수준 및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소비패턴이 변화하여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육류 및 유제품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연간 총 쌀 소비량은 2005년까지 급감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3년 1억 3,700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인당 쌀 소비

량은 2000년 대비 22.2% 감소한 65.54kg 수준임

◦ 그러나 동북3성을 중심으로 주로 북부지역에서 소비되던 자포니카 

쌀이 장강중하류지역과 남부지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대부분 인디카 계열의 쌀 

소비감소이며, 자포니카 쌀의 선호도는 인디카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

- 자포니카 쌀 소비량은 쌀 총소비량의 약 33%인 4,300만 톤 수준이며, 

식용 소비가 약 93%를 차지함

◦ 중국의 자포니카 쌀(정미) 수입량은 2000년대 들어 최대 3만 톤 수

준이었으나 2011년 11만 톤, 2012년 30.5만 톤, 2014년 56.4만 톤

으로 빠르게 증가함

- 최대 수입국은 베트남으로 2012~2014년 3개년 평균 수입량의 89.1%를 

차지하며 수입가격도 kg당 0.48달러로 저가임

- 고품질 자포니카 쌀의 수입 시장 규모는 500톤 내외의 작은 시장으로 

대만산과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지함. 수입가는 각각 2.41달러와 4.73

달러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하는 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임 

◦ 중국은 쌀을 포함한 식량 수입 시 수입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영하

고 있으며, 쌀의 수입관세할당 관리 주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임

- 쌀 수입쿼터량은 532만 톤으로 이 중 인디카와 자포니카가 각각 50%를 

차지하며, 관세율은 쿼터량 이내 1%, 쿼터량 이외 65%임

ʻʻ중국의 1인당 

쌀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중단립종 

쌀소비 증가로 

수입량도 증가 추세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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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쌀 중심으로 수출 추진

◦ 현재 동북3성 자포니카 쌀 생산비(10a)는 한국의 50% 수준이고, 

가격은 한국의 1/3 ~ 1/2 수준이지만 양자 간 격차는 축소되는 추세

◦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중국소비자들의 높은 신뢰도를 감안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 고급미 위주로 추진 필요

- KREI 중국사무소가 실시한 중국소비자의 수입농식품 선호도 조사

(2014)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수입농식품 생산국은 한국

(29.3%)이고 한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남

-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중국소비자들의 인식을 감안하여 철저한 품질

관리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동북3성에 비해 유리한 운송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남부

지역의 고급 중립종 쌀 시장을 타깃으로 하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일본산과 대만산의 중간위치를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필요함5)

□ 국내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내 

수급문제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수출물량 유지가 중요 

◦ 과거 쌀 수출을 보면, 하나의 시장을 대상으로 다수의 국내업체가 

수출경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지나친 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함

- 다수의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저가·저품질 제품이 수출되는 경우 

한국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시장확대를 저해

◦ 중국의 자포니카 쌀 수입시장이 작고 동북미와는 가격 면에서, 일본․대
만산과는 품질 면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소규모라도 지속적으로 수출물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해 중국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함

◦ 중국으로의 쌀 수출이 현재 쌀 과잉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수급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5) 2012~2014년 3개년 평균 데이터로 보면 일본산의 kg당 수입단가는 4.73달러, 대만

산은 2.41달러 수준임

ʻʻ고품질 쌀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쌀을 차별화 

시키고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와 

지속적인 수출물량 

유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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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김치

□ 중국의 김치시장은 현지 생산 김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발전하는 

추세 

◦ 중국의 김치 생산은 2003년 발생한 사스(SARS) 전염병과 관련하여 

김치의 효능이 부각되면서 상업적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한국의 농식품기업(대상, 풀무원 등)이 설립한 독자기업, 합자(합작)

기업, 중국기업, 조선족교포 운영업체 등 중국 전역에 약 100여 개의 

업체가 현지산 김치를 생산함(주로 산동성에 집중)

- 연간 김치 생산량은 약 30~40만 톤 수준이고, 이 중 약 80%는 수출

하고 내수 소비는 약 20% 정도임

- 내수 소비 김치 유통은 김치공장에서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단순한 구조임

- 중국 최대 B2C 서비스 플랫폼인 TMALL.COM(天猫,티엔마오)에 22

개 식품기업이 김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음. 가격은 한국기업이 

생산한 김치가 중국기업이나 교포운영업체가 생산한 김치보다 1.5~3배 

높게 형성됨

◦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한식 외식이 빈번해지고 

한국 관광도 증가하면서 김치의 매운 맛에도 점차 익숙해짐에 따라 

점차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임

-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음식소비에서 한국의 매운 맛을 포함해 사천요리, 

호남요리 등 중국 고유의 매운 맛을 선호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

되고 있음

- 한류영향에 따른 한국 음식문화의 확산, 중국의 기름기 많은 음식과 

조화, 건강식품 인식 확산도 김치 수요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 중국은 김치 수입 시 HS 2005.9999.90(기타 미냉동 채소, 식초 

혹은 산 이외의 방법의 제조 혹은 저장한 제품의 기타제품) 세번을 

적용

- 현행 수입관세율은 25%(증치세율 17% 별도)이며, 한 ․ 중 FTA 발효 시 

20년에 걸쳐 균등철폐하게 되어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기대 

가능

ʻʻ중국의 김치시장은 

현지 생산 김치를 

중심으로 성장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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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김치의 원재료인 배추, 고추, 마늘의 안정적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점별 저온유통시스템 

구축해야

◦ 김치 수출업체가 주산지 생산자 단체와 생산 및 출하 안정제를 활

용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원료조달 안정화 모색

- 국내 수급여건에 따라 원재료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가 

구매비용 지원, 수출물류비 보조 등을 통해 수출업체의 지속적인 김

치수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김치는 유통 과정에서 장시간 상온에 노출될 경우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광활한 지역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점별 저

온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김치 수출업체가 대도시 인근 지역에 저온 및 콜드시스템이 구축된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중국의 김치시장, 중국인의 식문화 관련 연구와 대장균군 발생을 

최소화하는 김치제조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

◦ 중국 내 김치 수급 통계, 중국 내 김치업체 동향, 김치 소비 선호도, 

국내산 김치 수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 연구 필요

- 중국인의 식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김치가 지속적으로 소비

될 수 있는 요리법 개발도 고려

◦ 김치가 보유한 기능성 성분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지속되어야 함

◦ 향후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수출김치의 약 95%를 차지

하는 배추김치(맛 김치 포함) 이외에도 특화된 제품 개발로 중국 현지 

김치와 차별화를 도모

◦ 장기적으로 국내산 수출김치가 중국 절임채소 ʻ파오차이ʼ 위생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조되어 안전성과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

해서는 대장균군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조기술을 확보해야 함

ʻʻ안정적인 김치 

원료조달 방안 마련과 

중국 내 저온유통시스템 

구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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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삼계탕

□ 한국 삼계탕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시장은 초기 형성 단계, 따라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수출확대 전략 수립 필요 

◦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삼계탕을 건강식품으로 인식하고 맛에 대한 

선호도도 높지만 중국 내 시장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음

- 삼계탕은 한류 영향으로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자리 잡음

◦ 조선족 교포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즉석 삼계탕 팩이 일부 시장에 

출하되어 있으나 그 규모가 미미하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낮은 편임 

- 중국 소비자들은 건강식품인 삼계탕은 조리법을 익혀 직접 집에서 끓여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비교적 강한 편임

◦ 한국 전통의 맛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여 

현지화된 다양한 삼계탕 제품을 개발 ․ 출시하는 전략도 필요함

-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한국식 삼계탕을 판매하는 식당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며 현지화된 제품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중국에서 삼계탕 수입 시 HS 1602.3210(밀폐 용기에 넣은 닭,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세번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 현행 수입관세율은 15%(증치세율은 17%)이지만, 한·중 FTA 발효 직후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세

감축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한국산 농식품의 안전성을 전면에 부각하여 프리미엄 소비계층을 

타깃으로 한 수출확대 노력 필요

◦ 초기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한류를 

활용한 홍보(품목별 스토리텔링)전략을 수립하여 현지에서 이미지

마케팅에 주력해야 함

ʻʻ삼계탕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시장은 초기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수출확대 

전략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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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국 농식품 수출 시 직면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는 현지산 모조

식품 또는 유사제품과의 경쟁이므로 수출업체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

◦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삼계탕의 인삼 함량과 동일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조정이 필요함

- 국내에서 판매 및 유통되는 삼계탕 제품의 경우 평균 8g(5~15g) 정도의 

인삼이 사용되고 있으나, 중국의 신자원식품 관리규정에 의하면 삼

계탕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5년근 이하 인삼을 1인당 3g 

이하만 사용해야 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중국시장에서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 제고

◦ 해외 검역관 초청 지원을 통한 축산물 수출 확대 지원 및 해외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행사 추진

- 수출국 현지 통관 시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 사전예방 기회 제공, 삼

계탕에 대한 소비자 시연 및 시식행사 지원 

◦ 수출보험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대상 시장의 불확실성 최소화 가능

- 수출 대상 국가의 환율 변동, 수출대금 회수 불능 위험 발생 등 대내

외적인 위험 발생에 대비

◦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바이어 제공 샘플 운송 및 통관 소요 비용 

90% 지원, 수출자 등록, 중국어 라벨제작 및 라벨등록 비용 등 

표시기준 및 규격 관련 지원 활용

- 중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는 중국어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고,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중국 위생부에서 발표한 기준(GB 7718-2004)에 

부합해야 함. 라벨 표시 항목에는 원산지, 주소, 연락처, 중국 내 대리상 

등이 중국어 간자체로 기재되어야 함

ʻʻ한국산 농식품의 

안전성을 부각하고 

프리미엄 소비계층을 

타깃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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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새로운 유통트렌드로 급부상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 한국산 농식품이 오프라인 유통매장을 통해 진출하는 경우 중국 내 

복잡한 농식품 유통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적절한 바이어를 발굴해야 

하며, 또한 입점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시간상, 금전상

으로 큰 비용이 소요됨

- 중국내 수입 농식품 전자상거래는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

이며 중국정부의 정책지원도 강화되고 있음

◦ aT 등 우리 농식품의 중국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기관과 수출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B2B, B2C, C2C 등 다양한 유통채널 개척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지난 해 말 우리 농식품이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알리바바)의 

플랫폼인 티엔마오(天貓), 타오바오(淘寶)과 협력관계를 맺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ʻʻ중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비용절감과 유통채널 

다양화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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