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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ummary

 2018년 중국산 농축산물 교역액은 전년 대비 증가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2%, 對중국 수출은 

12.7% 증가함.  

–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7년 기저효과로 농산물(11.7%, 전년 대비), 축산물(12.7%), 

임산물(19.4%) 부류별로 고르게 성장하였으나, 농산물 부류 중 곡물은 전년 대비 17.4% 감소함.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나 2014년의 수입액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FTA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2018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70.1%, 44.2%로 전년과 비교하여 모두 상승함.

– 對중국 수출 규모가 크고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은 품목 중 라면, 토마토, 홍삼조제품의 활용률이

증가함.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중 규모가 크고 활용률이 높은 품목 중 도라지, 도토리, 맥주의 활용률이

증가함. 

 對베트남 농축산물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한·베트남 FTA로 인한 교역 확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한 ‧베트남 FTA 이행 4년차(2018)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19.6% 성장한 4.5억 

달러임. 특히 쌀과 전분박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곡물 부류의 수출증가율이 

304.9%를 기록함. 

–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4% 성장함. 쌀과 밀 등의 곡물부류

와 바나나, 자몽 망고 등의 과일‧채소 부류의 수입액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음. 

 한 ‧베트남 FTA로 인한 특혜관세 활용률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활용률 모두 상승함.

–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37.6%로 전년 대비 5.6%p 상승함. 주요품목 중 기타음료, 

배, 과당의 활용률이 증가한 반면 조제분유, 라면의 활용률은 하락함.

– 베트남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87.4%로 전년 대비 1.1%p 상승함. 주요 수입 품목인 바나나의 

활용률은 전년 대비 다소 부진함.

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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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 · 중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1)

한 ‧중 FTA 이행 4년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6% 증가

1.1.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한 ‧중 FTA의 농업부문 관세철폐율이 낮아 FTA로 인한 수입 증가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행 4년차(ʼ18)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6.3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2) 대비 5.6% 증가, 3년차 

대비 4.2% 증가

◦이행 4년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4.3%로 발효 전 평

년 대비 0.9%p, 전년 대비 0.5%p 하락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억 달러):

44.4(’15년) → 44.2(’16년, 이행 2년) → 44.4(’17년, 이행 3년) → 46.3(’18년, 이행 4년)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비중(%):

13.8(’15년) → 14.5(’16년, 이행 2년) → 14.8(’17년, 이행 3년) → 14.3(’18년, 이행 4년)

※ 2018년 1∼12월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은 35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0% 증가 

<그림 1>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 본 보고서의 농축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교역통계는 2,924개 HSK코드를 대상으로 각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집

계하였음. ’18년 자료는 1월~11월까지의 월별자료와 3개년도(’15년~’17년) 12월 교역통계의 단순평균값을 이용하여 집계하였음. 

2) 한 ‧중 FTA 협정에 따라 이행 1년차는 ’15년 12월 20∼31일, 이행 2년차는 ’16년 1월 1일∼12월 31일, 이행 3년차는 ’17년 1월 

1일∼12월 31일, 이행 4년차는 ’18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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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과 임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 과일 ‧채소, 가공식

품, 축산물은 증가

◦곡물 수입액은 쌀, 대두박, 전분박, 땅콩, 참깨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4.0% 감소한 반면, 전년(’17년) 대비 9.3% 증가

– 주요 수입액 감소3) 품목은 쌀(△48.8%), 대두박(△63.1%), 전분박(△16.8%), 땅콩(△12.2%), 

참깨(△6.1%) 등임.

※ 전분박은 수입량이 발효 전 평년 대비 120.8%  증가하였으나, 수입단가가 68.9% 하락함에 따라 수입액

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6.8% 감소

※ 전분박 수입량(천 톤): 654(’15년) → 743(’16년) → 803(’17년) → 889(’18년)

※ 전분박 수입단가($/kg): 0.19(’15년) → 0.13(’16년) → 0.14(’17년) → 0.16(’18년)

– 주요 수입액 증가 품목은 팥(6.4%), 기타채유종실(73.0%), 화분(59.9%), 보리(33.8%) 등임.

※ 팥 수입량(천 톤): 29.7(’15년) → 35.3(’16년) → 31.2(’17년) → 42.6(’18년)

※ 기타채유종실 수입량(천 톤): 13.9(’15년) → 14.2(’16년) → 17.8(’17년) → 17.2(’18년)

※ 화분 수입량(천 톤): 1.8(’15년) → 1.9(’16년) → 2.0(’17년) → 2.1(’18년)

※ 보리 수입량(천 톤): 3.9(’15년) → 1.0(’16년) → 2.1(’17년) → 26.7(’18년)

◦과일 ‧채소류 수입액은 기타채소, 김치, 고추, 기타버섯, 마늘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5.6% 증가, 전년 대비 7.1% 증가

– 주요 수입액 증가 품목은 기타채소(71.5%), 김치(22.2%), 고추(17.0%), 기타과실(가공) 

(19.2%), 마늘(25%) 등임.

※ 기타채소 수입액은 수입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증가에 따라 발효 전 평년 대비 71.5%, 전년

(’16년) 대비 12.5% 증가

※ 기타채소 수입량(천 톤): 123(’15년) → 142(’16년) → 177(’17년) → 197(’18년)

※ 기타채소 수입단가($/kg): 0.96(’15년) → 0.92(’16년) → 0.79(’17년) → 0.80(’18년)

※ 김치 수입량(천 톤): 224(’15년) → 253(’16년) → 276(’17년) → 290(’18년)

※ 고추 수입량(천 톤): 191(’15년) → 193(’16년) → 213(’17년) → 230(’18년)

※ 마늘 수입량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0.8% 증가하였고 동 기간 수입단가는 25.5% 상승하여 수입액이 

증가

※ 마늘 수입량(천 톤): 62.2(’15년) → 74.5(’16년) → 36.9(’17년) → 54.4(’18년)

※ 마늘 수입단가($/kg): 1.12(’15년) → 1.78(’16년) → 1.57(’17년) → 1.18(’18년)

– 주요 수입액 감소 품목은 사과(가공)(△65.7%), 오이(△39.0%), 무(△39.1%), 채소종자(△

6.6%) 등임.

3) 이하 감소 혹은 증가 품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기준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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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액은 기타양모 ‧조수모, 닭고기, 기타 가금육, 기타동물성유지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7.0% 증가, 전년 대비 7.0% 증가

– 주요 수입액 증가 품목은 기타양모 ‧조수모(14.8%), 닭고기4)(115.8%), 기타 가금육(45.6%), 

기타동물성유지(548.0%) 등임.

※ 기타양모 ‧조수모 수입량(천 톤): 1.7(’15년) → 1.6(’16년) → 1.6(’17년) → 1.4(’18년)

※ 닭고기 수입량(천 톤): 3.1(’15년) → 3.5(’16년) → 4.3(’17년) → 5.9(’18년)

※ 기타 가금육 수입량(천 톤): 3.0(’15년) → 3.4(’16년) → 3.6(’17년) → 5.1(’18년)

※ 기타동물성유지 수입량(천 톤): 3.7(’15년) → 25.7(’16년) → 31.3(’17년) → 28.0(’18년)

– 주요 수입액 감소 품목은 녹용(△60.5%), 가죽(△55.8%), 동물의 건과 근(△0.4%) 등임.

<표 1> 중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ʼ11~ʼ15)
(A)

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3 ’14 ’15 2년차(ʼ16) 3년차(ʼ17)
(B)

4년차(ʼ18)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전체 합계 4,382 4,714 4,834 4,437 4,424 4,439 4,625 5.6 4.2

농산물 2,458 2,745 2,653 2,437 2,530 2,538 2,691 9.5 6.0

- 곡물 852 1,093 1,010 686 619 592 647 -24.0 9.3

- 과일·채소 672 692 637 760 805 788 844 25.6 7.1

- 가공식품 935 959 1,006 991 1,106 1,159 1,201 28.4 3.6

축산물 147 142 164 171 180 188 201 37.0 7.0

임산물 1,777 1,828 2,017 1,829 1,714 1,713 1,733 -2.5 1.2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2) 발효 전 평년은 2011~2015년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3) ’11~’17년까지는 연도별 자료이며, ’18년은 1~11월까지의 월별 자료와 3개년도(’15~’17년) 12월 교역통계의 단순평균값을 이용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 중국산 닭고기 수입은 기타조제저장(HSK: 1602329000), 밀폐용기의 것(HSK: 1602321090) 등의 형태로 주로 수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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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산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ʼ11~ʼ15)
(A)

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3 ’14 ’15 2년차(ʼ16) 3년차(ʼ17)
(B)

4년차(ʼ18)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화강암제품 563 541 580 615 643 684 712 26.4 4.0 

혼합조제식료품 182 180 186 207 211 252 274 50.8 9.0 

기타채소 92 91 98 118 130 141 158 71.5 12.5 

기타 가구 123 113 134 143 134 142 144 17.4 1.6 

전분박 172 224 151 127 98 116 143 -16.8 23.2 

김치 114 117 104 113 121 129 139 22.2 8.1 

합판 241 288 264 250 206 161 137 -43.3 -14.8 

고추 117 112 114 116 109 122 137 17.0 11.8 

쌀 207 284 187 160 154 124 106 -48.8 -14.5 

기타 양모, 조수모 등 79 75 87 92 90 86 90 14.8 4.5 

침대 73 70 81 94 92 86 80 9.8 -6.6 

당면 69 69 69 69 72 73 76 10.0 3.2 

기타소스제품 59 56 60 61 58 69 75 28.3 10.1 

기타과실(가공) 60 62 61 62 63 67 71 19.2 6.6 

개 사료 34 34 37 43 49 59 65 90.9 10.2 

마늘 51 36 30 70 133 58 64 25.0 10.6 

참깨 68 91 72 55 40 53 64 -6.1 20.8 

기타한약재 61 65 66 62 60 58 61 -1.2 5.0 

당근 48 60 46 47 47 46 52 9.5 13.9 

물 13 14 24 27 51 42 50 284.9 16.8 

성형목재 30 29 37 34 36 41 48 63.9 16.9 

땅콩 52 52 48 48 46 44 45 -12.2 2.6 

팥 42 36 57 42 46 34 44 6.4 29.5 

표고버섯 41 39 51 47 38 38 44 7.3 16.4 

침엽수제재목 45 46 58 56 53 46 43 -5.4 -5.6 

주 1) 발효 전 평년은 2011~2015년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2) ’11~’17년까지는 연도별 자료이며, ’18년은 1~11월까지의 월별 자료와 3개년도(’15~’17년) 12월 교역통계의 단순평균값을 이용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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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FTA 이행 4년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3.9%p 상승한 70.1%

1.2.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5)

 한 ‧중 FTA 이행 4년차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0.1%로 이행 3년차

(66.3%) 대비 3.9%p 상승

◦ ’18년 중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6) 중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20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액은 13.9억 달러임.

– 수입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80% 이상인 품목은 도

라지(99.4%), 커피(99.2%), 고사리(96.0%), 맥주(99.6%),커피조제품(98.4%), 송이버섯

(98.2%), 도토리(98.4%), 혼합조제식료품(93.4%) 등임.

– 그중에서 도토리, 도라지, 맥주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3년차 대비 각각 0.53%p, 

0.07%p, 0.13%p 증가

<그림 2>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양허 대상품목 전체 수입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5)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FTA 대상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한 금액을 의미함.

6) ’18년 對중국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사용된 수입액 자료는 ’18년 1~10월까지임.



KREI❘현안분석 제56호  

6

한‧중 FTA 이행 4년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6.7% 증가

1.3.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한 ‧중 FTA 이행 4년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11.1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6.7%, 3년차 

대비 12.7% 증가

◦이행 4년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對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 평년 대비 

0.1%p 하락, 전년 대비(’17년) 1.5%p 상승

– 對중국 수출액(억 달러):

10.5(’15년) →  11.0(’16년, 이행 2년) → 9.9(’17년, 이행 3년) → 11.1(’18년, 이행 4년)

– 對중국 수출액 비중(%):

17.2(’15년) →  17.0(’16년, 이행 2년) → 14.5(’17년, 이행 3년) → 16.7(’18년, 이행 4년)

※ 2018년 1~12월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은 6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

<그림 3>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중국산 모든 부류별 농축산물 수출액 증가

◦곡물의 수출액 증가는 대두박, 기타채유종실, 밀, 감자, 기타종자 등의 수출 증가로 인하여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19.1% 증가

–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대두박, 기타채유종실(2,194,060.6%), 밀(28.2%), 기타종자(5,468.7%), 

감자(368.6%)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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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박(HSK: 2304000000)은 ̓14년까지 對중국 수출실적이 없으며, ’16년 81만 달러(1.4천 톤)를 수

출하였고, ’18년 수출액은 2.3백만 달러(4.3천 톤)로 전체 곡물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

※ 기타채유종실의 수출량은 2017년까지 0∼420kg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255톤으로 크게 증가

하여 곡물 수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과일 ‧채소의 경우 과실혼합물, 기타과실, 채소종자, 기타감귤류 등의 수출액 증가로 FTA 발

효 전 평년 대비 57.4% 증가

–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과실혼합물(1,284%), 기타과실(181.2%), 채소종자(67%), 기타감

귤류(319.5%), 기타화초(84.4%) 등임.

– 주요 수출액 감소 품목은 난초(△82.1%), 유자(△8.7%) 등임.

◦가공식품 수출액은 주요 수출 품목인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맥주, 기타음료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4.8% 증가

–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50.8%), 라면(191.1%), 맥주(759.7%), 기타음료

(28.3%), 홍삼(20%) 등임.

– 주요 수출액 감소 품목은 자당(△35.5%), 커피조제품(△45.5%), 비스킷(△31.3%), 기타베

이커리제품(△69.5%) 등임.

◦축산물은 조제분유, 생우유, 소원피, 유장 등의 수출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0.1% 증가

–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조제분유(39.4%), 생우유(64.4%), 소원피(77.6%), 유장, 기타 축

산조제품(2,819.3%) 등임.

– 주요 수출액 감소 품목은 기타 양모 ‧조수모 등(△28.1%), 가죽(△58.5%), 축산 유아용조제

식료품(△63.2%), 연유(△73.8%), 소시지(△84%) 등임.

<표 3> 對중국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ʼ11~ʼ15)
(A)

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3 ’14 ’15 2년차(ʼ16) 3년차(ʼ17)
(B)

4년차(ʼ18)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전체 합계 952 967 987 1,047 1,097 986 1,111 16.7 12.7

농산물 693 694 708 749 809 744 830 19.9 11.7

- 곡물 4 3 5 6 8 10 9 119.1 -17.4

- 과일·채소 72 75 79 105 134 101 114 57.4 12.8

- 가공식품 617 617 624 638 668 632 708 14.8 12.0

축산물 149 145 172 196 189 133 149 0.1 12.7

임산물 110 127 107 102 98 110 131 18.9 19.4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2) 발효 전 평년은 2011~2015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3) ’11~’17년까지는 연도별 자료이며, ’18년은 1~11월까지의 월별 자료와 3개년도(’15~’17년) 12월 교역통계의 단순평균값을 이용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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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국산 농축산물 품목별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ʼ11~ʼ15)
(A)

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3 ’14 ’15 2년차(ʼ16) 3년차(ʼ17)
(B)

4년차(ʼ18)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혼합조제식료품 68 65 70 79 89 81 102 50.8 25.1 

라면 34 38 35 39 75 103 98 191.1 -5.0 

맥주 10 8 14 19 24 50 83 759.7 64.6 

자당 125 129 105 88 98 92 81 -35.5 -11.8 

조제분유 57 56 75 94 105 61 79 39.4 29.9 

판지 47 45 48 62 55 52 67 41.7 29.1 

기타음료 29 32 29 34 37 33 37 28.3 12.4 

과실혼합물 2 1 5 14 30 30 34 1,284.3 12.5 

홍삼 28 29 27 22 12 25 33 20.0 33.1 

커피조제품 52 52 54 42 33 22 28 -45.5 27.4 

비스킷 37 38 49 53 51 26 25 -31.3 -2.5 

단일과실조제품 20 20 23 32 34 14 19 -4.1 33.7 

유자 21 22 23 22 21 15 19 -8.7 23.1 

기타소스제품 11 10 15 15 18 18 19 71.6 2.2 

기타과실 6 7 7 13 23 19 18 181.2 -8.7 

기타 양모, 조수모 등 23 21 22 24 23 17 17 -28.1 -4.0 

밤 18 22 15 10 13 17 16 -8.3 -6.9 

생우유 10 9 16 17 16 14 16 64.4 13.5 

기타베이커리제품 47 44 50 54 36 15 14 -69.5 -1.2 

가죽 34 34 24 23 16 17 14 -58.5 -16.9 

채소종자 8 8 9 14 16 14 14 66.9 -0.2 

펄프 4 8 1 1 4 12 13 192.7 9.2 

소원피 7 7 11 7 6 13 12 77.6 -7.4 

곡류조제품 6 3 6 8 9 6 12 108.6 95.7 

궐련 13 18 9 9 10 11 12 -9.6 4.0 

주 1) 발효 전 평년은 2011~2015년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2) ’11~’17년까지는 연도별 자료이며, ’18년은 1~11월까지의 월별 자료와 3개년도(’15~’17년) 12월 교역통계의 단순평균값을 이용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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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FTA 이행 4년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2.0%p 증가한 44.2%

1.4. 對중국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7)

 한 ‧중 FTA 이행 4년차 對중국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44.2%로 이행 3년차

(42.2%) 대비 2.0%p 증가

◦ ’18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8)은 9.1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액은 4억 달러

– 수출규모가 1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60% 이상인 품목은 돼

지고기(88.8%), 홍삼조제품(95.0%), 토마토(88.0%), 라면(83.1%), 대두박(75.4%), 보리

(69.1%) 등임.

– 그중에서 라면, 토마토, 홍삼조제품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3년차 대비 각각 

33.0%p, 14.6%p, 3.3%p 상승했으나, 동 기간 돼지고기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7.5%p 

하락

<그림 4> 對중국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체 수출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7)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FTA 대상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한 금액을 의미함.

8) ’18년 對중국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사용된 수출액 자료는 ’18년 1~10월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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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 ‧ 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한 ‧베트남 FTA 이행 4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25.9% 증가

2.1.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한 ․베트남 FTA 이행 4년차(ʼ18)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4.7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9) 대비 

125.9%, 3년차 대비 34.4% 증가

◦이행 4년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에서 베트남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발효 전 평

년 대비 1.9%p, 전년 대비 0.8%p 상승

–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억 달러):

8.3(’15년) → 9.1(’16년, 이행 2년) → 11.0(’17년, 이행 3년) → 14.7(’18년, 이행 4년)

–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비중(%):

2.7(’15년) → 3.0(’16년, 이행 2년) → 3.4(’17년, 이행 3년) → 4.2(’18년, 이행 4년)

<그림 5>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9) 한 ‧베트남 FTA 협정에 따라 이행 1년차는 ’15년 12월 20∼31일, 이행 2년차는 ’16년 1월 1일∼12월 31일, 이행 3년차는 ’17년 

1월 1일~12월 31일, 이행 4년차는 ’1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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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을 제외한 베트남산 모든 부류별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

◦곡물 수입액은 쌀, 밀, 완두, 감자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29.3%, 전년(’17

년) 대비 68.5% 증가

– 주요 수입액 증가10) 품목은 밀(693.8%), 기타식물성유박(2,749.4%), 완두(280.2%), 감자

(3,968.5%), 타피오카전분(250.5%) 등임.

– FTA 발효 전 베트남산 곡물 수입은 없었거나 극히 소량이었으나, FTA 발효 후 수입이 증가

하면서 수입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기타식물성유박 수입량(천 톤): 6.8(’15년) → 21.0(’16년) → 22.4(’17년) → 25.0(’18년)

※ 감자 수입량(천 톤): 0.07(’15년) → 0.2(’16년) → 0.5(’17년) → 0.6(’18년)

※ 타피오카전분 수입량(천 톤): 0.7(’15년) → 2.6(’16년) → 1.9(’17년) → 3.0(’18년)

◦과일 ‧채소류 수입액은 바나나, 자몽, 망고, 기타과실(가공) 등 과실 및 기타 가공 과실과 고추, 

오이, 당근 등 채소, 견과까지 주요 품목의 수입 증가에 따라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06.9%, 

전년 대비 12.1% 증가

– 주요 수입액 증가 품목은 기타과실(가공, 270.4%), 캐슈넛(신선·가공, 1,126.5%), 바나나

(6,873.4%), 오이(185.3%), 고추(90.9%), 당근(273.4%), 기타채소(264.7%) 등임.

※ 캐슈넛(신선 ‧가공) 수입량은 전년 대비 19.0% 감소(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782.1% 증가)하였으나,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7% 증가(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126.5%) 증가

※ 캐슈넛(신선 ‧가공) 수입량(천 톤): 14.7(’15년) → 57.6(’16년) → 95.1(’17년) → 77.0(’18년)

※ 캐슈넛(신선 ‧가공) 수입단가($/kg): 0.51(’15년) → 0.48(’16년) → 0.45(’17년) → 0.62(’18년)

※ 고추, 오이, 당근은 FTA 발효 이후 단가 상승 및 수입량 증가로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

※ 고추 수입량(천 톤): 8.4(’15년) → 11.2(’16년) → 14.6(’17년) → 16.0(’18년)

※ 고추 수입단가($/kg): 0.74(’15년) → 0.73(’16년) → 0.79(’17년) → 0.79(’18년)

※ 오이 수입량(천 톤): 5.6(’15년) → 6.2(’16년) → 5.8(’17년) → 6.6(’18년)

※ 오이 수입단가($/kg): 0.74(’15년) → 0.79(’16년) → 0.78(’17년) → 0.80(’18년)

※ 당근 수입량(천 톤): 4.6(’15년) → 5.8(’16년) → 4.8(’17년) → 4.9(’18년)

※ 당근 수입단가($/kg): 0.45(’15년) → 0.50(’16년) → 0.39(’17년) → 0.55(’18년)

– FTA 발효 이전 거의 수입되지 않았던 베트남산 신선(바나나, 망고 등) 및 가공(레몬, 자몽 

등) 과일의 수입량이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

※ 한 ‧ ASEAN FTA에서 양허제외 및 부분감축되었던 바나나와 망고는 한·베트남 FTA에서 10년 철폐로 

개정되어 관세가 매년 감축되고 있음.

※ 바나나 수입량(톤): 179.3(’15년) → 879.6(’16년) → 4,797.5(’17년) → 6,998.6(’18년)

※ 바나나 관세율(%): 27.0(’15년) → 24.0(’16년) → 21.0(’17년) → 18.0(’18년)

※ 망고 수입량(천 톤): 210.8(’15년) → 394.3(’16년) → 474.6(’17년) → 578.5(’18년)

※ 망고 관세율(%): 27.0(’15년) → 24.0(’16년) → 21.0(’17년) → 18.0(’18년)

10) 이하 감소 혹은 증가 품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기준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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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가공) 수입량(톤): 144.0(’15년) → 45.1(’16년) → 780.7(’17년) → 427.7(’18년)

※ 자몽(가공) 수입량(톤): 28.8(’15년) → 729.4(’16년) → 602.3(’17년) → 757.2(’18년)

◦축산물 수입액은 주요 수입 품목인 기타양모, 조수모 등의 수입량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

비 240.1%, 전년 대비 34.6% 증가

– 축산물 수입액에서 기타양모, 조수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85.1%로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기타 양모, 조수모 등 수입비중(%): 58.7(’15년) → 63.9(’16년) → 69.4(’17년) → 85.1(’18년)

– 주요 수입액 증가 품목은 기타양모, 조수모 등(408.5%), 육류 스프(153.3%), 젤라틴

(4,351.1%) 등임.

※ 기타양모, 조수모 등 수입량(톤): 258.6(’15년) → 282.7(’16년) → 319.4(’17년) → 498.5(’18년)

※ 육류 스프 수입량(톤): 196.7(’15년) → 179.3(’16년) → 174.2(’17년) → 354.3(’18년)

※ 젤라틴 수입량(톤): 68.9(’15년) → 103.1(’16년) → 117.8(’17년) → 151.6(’18년)

– 주요 수입액 감소 품목은 기타동물성유지(△85.8%), 소원피(△71.8%) 등임.

※ 기타동물성유지 수입량(천 톤): 3.8(’15년) → 2.2(’16년) → 1.6(’17년) → 0.3(’18년)

※ 소원피 수입량(천 톤): 5.6(’15년) → 0.9(’16년) → 1.3(’17년) → 0.5(’18년)

<표 5> 베트남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ʼ11~ʼ15)
(A)

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3 ’14 ’15 2년차(ʼ16) 3년차(ʼ17)
(B)

4년차(ʼ18)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전체 합계 653 641 875 831 914 1,097 1,475 125.9 34.4 

농산물 320 317 404 344 340 429 495 54.9 15.3 

- 곡물 56 65 85 45 37 76 127 129.3 68.5 

- 과일·채소 58 54 90 114 146 160 179 206.9 12.1 

- 가공식품 206 198 229 186 157 194 189 -8.3 -2.8 

축산물 10 11 14 19 18 26 35 240.1 34.6 

임산물 323 313 456 468 556 642 945 192.6 47.2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2) 발효 전 평년은 2011~2015년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3) ’11~’17년까지는 연도별 자료이며, ’18년은 1~11월까지의 월별 자료와 3개년도(’15~’17년) 12월 교역통계의 단순평균값을 이용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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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베트남산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ʼ11~ʼ15)
(A)

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3 ’14 ’15 2년차(ʼ16) 3년차(ʼ17)
(B)

4년차(ʼ18)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톱밥 67 49 143 138 147 193 359 437.7 86.1 

합판 44 43 62 70 129 162 230 416.5 41.4 

쌀 11 1 23 17 5 47 86 687.4 81.7 

칩 81 84 84 70 74 58 72 -11.2 25.4 

기타과실 17 15 28 46 52 46 63 270.4 37.9 

커피 71 71 69 55 54 75 60 -16.5 -20.6 

기타 가구 29 27 38 46 46 43 52 80.8 21.0 

목탄 5 5 7 13 20 25 42 805.3 68.6 

식탁 15 15 19 21 23 28 34 127.4 22.3 

캐슈넛 2 4 2 5 17 34 34 1,438.0 0.2 

침대 15 14 20 23 22 23 30 93.8 30.3 

기타 양모, 조수모 등 6 7 7 11 12 18 30 408.5 65.0 

타피오카 43 62 59 21 23 20 29 -31.7 45.7 

열대산제재목 9 10 10 11 16 21 26 177.4 28.0 

대두유 47 22 73 59 7 25 23 -51.4 -6.4 

후추 22 19 29 40 35 30 19 -15.4 -37.1 

캔디 17 19 17 14 21 16 16 -4.0 0.0 

캐슈넛 2 2 3 3 11 9 14 729.1 53.3 

고추 7 6 14 6 8 12 13 90.9 9.9 

기타임산물 10 10 13 12 14 12 12 23.6 2.6 

커피조제품 4 4 2 4 7 9 11 219.6 21.7 

수지류 7 7 7 8 11 13 11 46.9 -19.0 

성형목재 2 1 2 2 1 8 11 526.5 30.4 

기타 목재식탁용품 4 4 5 7 8 10 10 159.4 0.9 

기타베이커리제품 7 7 8 8 10 9 10 35.8 8.8 

주 1) 발효 전 평년은 2011~2015년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2) ’11~’17년까지는 연도별 자료이며, ’18년은 1~11월까지의 월별 자료와 3개년도(’15~’17년) 12월 교역통계의 단순평균값을 이용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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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4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7.4%로

이행 3년차 대비 1.1%p 상승

2.2.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이행 4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7.4%로 이행 3년차(86.3%) 대비 

1.1%p 상승

◦ ’18년 베트남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11) 중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10.8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액은 9.4억 달러임.

– 수입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대

두유(100.0%), 커피 (98.6%), 대두박(100.0%), 빵(99.3%), 캐슈넛(99.6%), 바나나(98.7%), 

캔디(99.9%), 코코넛(99.6%), 당근(91.8%) 등임.

– 베트남산 대두박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3년차 0.0%에서 이행 4년차 100.0%로 크

게 상승하였고, 주요 수입 품목인 바나나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3년차 대비 소폭 하

락함.

<그림 6>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양허 대상품목 전체 수입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1) ’18년 對베트남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활용한 수입액 자료는 ’18년 1~10월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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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이행 4년차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2.6% 증가

2.3.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한 ‧베트남 FTA 이행 4년차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4.5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52.6% 

증가, 3년차 대비 19.6% 증가

◦이행 4년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對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3%p, 전년 대비(’17년) 1.2%p 상승

–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억 달러):

3.5(’15년) → 3.8(’16년, 이행 2년) → 3.7(’17년, 이행 3년) → 4.5(’18년, 이행 4년)

–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비중(%):

5.8(’15년) → 5.9(’16년, 이행 2년) → 5.5(’17년, 이행 3년) → 6.7(’18년, 이행 4년)

<그림 7>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을 부류별로 보면, 임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 곡

물, 과일 ‧채소, 가공식품, 축산물 수출은 증가

◦주요 수출액 품목인 혼합조제식료품, 기타사료용조제품, 라면, 과당, 홍삼조제품, 커피조제품 

등의 수출 증가로 가공식품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65.8% 증가

–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87.4%), 기타사료용조제품(88.1%), 라면(347.1%), 

과당(97.1%), 홍삼조제품(151.0%), 커피조제품(49.7%)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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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궐련(△34.4%), 기타베이커리제품(△18.7%), 자당(△49.3%), 인스

턴트면(△48.2%) 등임.

◦과일 ‧채소는 단일과실조제품, 배, 포도, 딸기, 채소종자, 사과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표 전 

평년 대비 348.3% 증가

–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배(2,784.4%), 포도(4,235.8%), 딸기(23,996.5%), 채소종자

(70.5%), 사과(487.5%) 등임.

◦곡물 수출액은 FTA 발효 이전 수출이 거의 없었던 쌀과 전분박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

두박, 옥수수전분, 밀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37.1% 증가

–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인 쌀은 FTA 발효 이후 수출 단가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액은 증가

※ 쌀 수출량(톤): 1.6(’15년) → 33.3(’16년) → 44.6(’17년) → 10,022.2(’18년)

※ 쌀 수출단가($/kg): 5.02(’15년) → 1.98(’16년) → 1.79(’17년) → 1.64(’18년)

– 전분박의 경우, 이행 2년차(902톤) 처음 수출이 시작되었고 이행 3년차 수출량은 4,980톤, 

이행 4년차 5,018톤으로 크게 증가

◦축산물 수출액은 닭고기, 가죽, 동물의 건과 근, 오리고기, 기타동물성유지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3.5% 증가

–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닭고기(10.5%), 가죽(16.7%), 동물의 건과 근(550.1%), 오리고기

(938.2%) 등임.

– 주요 수출액 감소 품목은 조제분유(△6.5%), 기타 양모, 조수모 등(△12.6%), 젤라틴(△

0.8%) 등임.

<표 7> 對베트남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ʼ11~ʼ15)
(A)

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3 ’14 ’15 2년차(ʼ16) 3년차(ʼ17)
(B)

4년차(ʼ18)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전체 합계 293 341 344 352 382 374 447 52.6 19.6 

농산물 168 167 181 230 255 298 314 87.3 5.6 

- 곡물 5 4 5 9 12 6 24 337.1 304.9 

- 과일·채소 8 8 9 9 16 26 34 348.3 29.2 

- 가공식품 155 155 167 212 227 266 257 65.8 -3.3 

축산물 57 58 68 75 68 37 76 33.5 106.0 

임산물 68 115 96 47 59 40 57 -16.4 44.6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2) 발효 전 평년은 2011~2015년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3) ’11~’17년까지는 연도별 자료이며, ’18년은 1~11월까지의 월별 자료와 3개년도(’15~’17년) 12월 교역통계의 단순평균값을 이용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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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對베트남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ʼ11~ʼ15)
(A)

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3 ’14 ’15 2년차(ʼ16) 3년차(ʼ17)
(B)

4년차(ʼ18)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궐련 65 56 67 90 89 88 43 -34.4 -51.6 

혼합조제식료품 17 16 17 24 28 28 32 87.4 17.0 

닭고기 24 22 25 31 22 3 26 10.5 735.1 

기타음료 - - - - - 19 26 - 35.1 

기타사료용조제품 11 13 15 17 20 18 21 88.1 12.3 

쌀 0 0 0 0 0 0 16 786,595.8 20,430.6 

배 1 0 1 2 5 10 16 2,784.4 65.6 

판지 4 2 2 4 7 15 16 312.5 5.8 

기타임산물 60 103 83 37 45 14 15 -74.9 10.7 

라면 3 3 4 4 7 14 14 347.0 5.6 

과당 7 9 3 11 12 8 13 97.1 66.3 

가죽 11 16 12 12 12 9 13 16.7 46.5 

기타석제품 1 3 1 0 0 0 11 1,633.5 2,863.2 

펄프 - - - 0 1 2 10 - 340.3 

조제분유 9 6 9 12 8 8 8 -6.5 8.4 

홍삼조제품 3 3 4 5 5 6 8 151.0 28.0 

커피조제품 5 5 7 6 4 5 7 49.7 55.5 

동물의 건과 근 1 1 1 1 1 4 6 550.1 31.0 

캔디 2 2 3 3 4 5 5 145.6 0.1 

아이스크림 2 2 2 2 3 4 5 170.7 33.3 

소주 1 1 2 3 3 4 5 274.7 33.4 

면 2 2 2 3 2 4 5 207.8 14.0 

오리고기 0 0 0 1 1 0 5 938.2 9,496.8 

기타소스제품 2 2 2 2 3 3 4 169.6 59.4 

비스킷 3 4 3 3 2 4 4 34.9 15.4 

주 1) 발효 전 평년은 2011~2015년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2) ’11~’17년까지는 연도별 자료이며, ’18년은 1~11월까지의 월별 자료와 3개년도(’15~’17년) 12월 교역통계의 단순평균값을 이용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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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4년차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7.6%로 이행 3년차 대비 상승

2.4. 對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이행 4년차 對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37.6%로 이행 3년차(32.0%) 대비 

5.6%p 상승

◦ ’18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12)은 3.8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

한 수출액은 1.4억 달러임.

– 수출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기

타제조담배(100.0%), 대두박(100.0%), 전분박(100.0%), 과당(100.0%) 등임.

–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 중 기타음료와 배, 과당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3년차 대비 각

각 12.2%p, 18.8%p, 0.3%p 상승하였으나, 조제분유, 라면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3년차 대비 각각 5.0%p, 9.3%p 하락함.

<그림 8> 對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체 수출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2) ’18년 對베트남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활용한 수출액 자료는 ’18년 1~10월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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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요약 및 시사점

◦사드(THAAD) 갈등으로 對중국 교역이 정체되었던 2017년에 비해 2018년 수출은 12.7%, 수

입은 4.2% 증가함.  

–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7년 기저효과로 농산물(11.7%, 전년 대비), 축산물(12.7%), 

임산물(19.4%)로 부류별로 고르게 성장하였으나, 농산물 부류 중 곡물은 전년 대비 17.4% 

감소함.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나 2014년의 수입액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어 FTA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8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70.1%, 44.2%로 전년과 비교하여 

모두 상승함.

– 對중국 수출 규모가 크고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은 품목 중 라면, 토마토, 홍삼조제품의 활용

률이 증가함.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중 규모가 크고 활용률이 높은 품목 중 도라지, 도토리, 맥주의 활용률

이 증가함. 

◦對베트남 농축산물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한 ‧베트남 FTA로 인한 교역 확대 효과가 가

시화되고 있음. 

– 한 ‧베트남 FTA 이행 4년차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19.6% 성장한 4.5억 달러

임. 특히 쌀과 전분박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곡물 부류의 수출증가율이 

304.9%를 기록함. 

–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4% 성장함. 쌀과 밀 등의 곡물부

류와 바나나, 자몽 망고 등의 과일·채소 부류의 수입액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음. 

◦한·베트남 FTA로 인한 특혜관세 활용률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활용률 모두 상승함.

–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37.6%로 전년 대비 5.6%p 상승함. 주요품목 중 기타음료, 

배, 과당의 활용률이 증가한 반면 조제분유, 라면의 활용률은 하락함.

– 베트남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87.4%로 전년 대비 1.1%p 상승함. 주요 수입 품목인 바나나의 

활용률은 전년 대비 다소 부진함.

◦FTA 체결 확대로 농산물 교역이 성장하면서 국내 농산물 수요를 잠식하는 반면 우리나라 농산

물 수출이 성장하는 기회 요인도 되고 있음. 그러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점진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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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이로 인하여 FTA 체결의 이점인 관세 인하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 특혜관세 활용률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중국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 시장의 15%를 차지하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

임. 베트남은 우리나라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으로 잠재력이 큰 시장임. 

– 우리나라의 對중국 특혜관세 활용은 39.6%, 對베트남 특혜관세 활용률은 33.9%로 중국의 

63.2%, 베트남의 78.2%에 비해 저조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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