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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업전망보고(2019-2028)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난 4월 20일 베이징에서 "2019년 중국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고 <중국농업전망보고

(2019-2028)>를 발표하였음.

□ <중국농업전망보고(2019-2028)>는 농업농촌부 중국농업전망 전문가팀이 5년 전의 전망

보고를 기반으로 중국의 거시경제, 농업정책, 기후여건, 과학기술혁신, 자원 환경 및 국

제시장 변화 등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농업모니터링 조기경보 혁신팀이 

연구개발한 CAMES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관련전문가의 판단과 결부하여 도출해 낸 최

신 전망 결과임.

□ 중국농업전망보고(2019-2028)>는 식량, 면화, 유지(유료), 당료 등 주요 작물을 대상으로 

2018년 시장에 대해 점검하고, 중국 거시경제사회 발전과 농업발전 환경에 대한 합리적

인 가설을 기반으로 CAMES모형 예측 및 전문가 분석 판단을 종합하여 2019년, 2020

년, 2025년 등 주요 시점의 농산품 생산, 소비, 무역 및 가격 추이에 대해 전망함.

□ 향후 10년 중국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가설. 2019년 중국 국내총생산 6.3% 예상, 2020

년~2028년 연평균 증가율 5.6% 전망, 도농 주민 소득 지속 증가, 도시와 농촌 주민 1인

당 가처분 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2%(가격요인 제외)와 6.6%(가격요인 제외)로 

예측, 총 인구규모 지속 증가(연평균 2.85‰ 증가) 예상, 도시화률 안정적 제고로 2028년 

상주인구 도시화 비율 67.3% 예상. CPI는 2.0%~3.0% 대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될 전

망임.

1. 2019년 중국 농산품 시장 예측
❍ 2019년 중국의 식량생산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농업보장 능력과 품질 효율

이 한층 제고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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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주요 식량(벼, 밀, 옥수수)의 재배면적은 14.38억 무(9586.7만 헥타르) 수준을 유지

하고 생산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대두진흥계획의 실시에 따라 대두 재배면적은 약 1000만 무(약 67만 헥타르)가 증가할 

전망

❍ 농산품 소비는 계속해서 빠른 업그레이드 추세를 유지할 전망임.

- 도농 주민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특수 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 수산물 

소비에서는 영양과 안전을 더욱 중요시할 전망임.

- 우유, 소고기, 양고기, 수산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임.

- 가공농산품 수요가 현저히 늘어날 것이며 감자, 과일, 동물성 제품의 가공품 소비가 늘

어날 전망임.

❍ 국내외 농업의 융합이 한층 강화될 전망

- 돼지고기 수입은 170만 톤에 달해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

- 면화, 식용식물유, 설탕, 유제품 등 자원집약형 농산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 야채, 과일 등 전통적인 비교우위 농산품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

❍ 농산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전망이나 일부 품목은 큰 등락을 나타낼 전망임.

- 벼, 밀, 과일 등은 우량 품종의 경우 가격이 높을 전망

- 옥수수는 수급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전망이며, 가격은 안정 추세 속에

서 상승 전망 

- 돼지고기 가격은 하반기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소고기와 양고기, 가금 육, 수산물 등은 

가격이 안정추세 속에서 소폭 상승 전망

□ 주요 품목별 2019 거시 전망

▣ 식량 생산량 기본적으로 안정 유지, 생산구조 한층 개선될 전망

❍ 정부의 "농업 품질 향상, 효율성 강화" 정책 유도와 최저수매가격 등 정책에 기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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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벼와 밀 재배면적이 안정 추세 속에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쌀 총생산량은 여전히 2억 톤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고품질의 쌀과 특용 밀 재배면적

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옥수수의 재배면적은 지속 감소하고, 소비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임.

- 2019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교우위 지역의 

옥수수 생산량은 안정 추세를 유지하여 옥수수 전체 생산량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임.

- 사료용 옥수수 소비는 돼지 사육규모 감소로 인해 다소 줄어들고 공업용 소비 증가율 

또한 둔화될 전망

❍ 대두 생산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대두진흥계획(大豆振興計劃)" 실시로 인해 2019

년 대두 재배면적이 1,000만무(약 67만 헥타르)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면화·유료작물·당류의 품질 향상 가속화 전망

❍ 2019년 면화 재배면적은 2% 감소, 생산량은 600만톤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며, 유지작물

과 당료는 생산 능력이 한층 향상되고 재배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육류 생산 감소, 알류·우유 생산 증가 전망

❍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2019년 전체 육류 생산량은 3.5% 줄어들 전망.

- 2019년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소고기, 양고기, 우유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가격 또한 안정 추세 속에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알류의 경우 생산량은 소폭 증가하고 가격은 안정세 속에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수산물 생산량 안정세 속 소폭 증가, 원가 요인에 따른 가격 상승 전망

❍ 2019년 중국의 수산 양식 산업에 대한 녹색ㆍ고품질 발전 추진에 따라 양식 지역 분포

와 품종 구조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수산물 생산량이 소폭 증가할 전망임. 한편,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수산물의 시장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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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10년(2019-2028) 중국 농업 전망

□ 향후 10년간 향촌진흥전략이 전면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업의 시장화, 정보화, 브랜드

화, 국제화 수준이 현저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특징에는 1) 농업 품질 향상과 

효율성 강화, 농산품 품질 안전 수준과 농업 종합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 2) 농산

품 소비량 증가율 둔화, 소비구조 전환 업그레이드 등이 현저하게 나타날 전망 3) 중국 

농산품 수출입 시장은 한층 다원화될 것으로 예상 4) 농산품 가격형성 메커니즘의 지속

적인 완비 및 원가 요인에 따른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됨.

□ 향후 10년(2019-2028) 주요 품목별 전망

▣ 쌀: 고(과다) 재고 압력 효율적 해소, 풍족한 공급 지속 유지 

❍ 향후 10년간 벼 재배면적은 선감소 후증가(先減後增) 추이를 나타낼 전망. 총 생산량은 

2억 톤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며, 2025년의 벼 생산량은 2.2억 톤, 2028년에는 2.24억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쌀 총 수요는 안정 속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0.4% 

유지 전망. 쌀 재고의 소진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10년 쌀의 공업용 소비가 연평균 

1.7%를 유지할 전망. 사료 소비는 전망기간 초반기에 빠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

측. 쌀 수입은 연간 300만~500만 톤 수준 유지 전망

▣ 밀: 재배면적 안정 하에 감소, 소비 증가 속도 완만

❍ 향후 10년간 농업의 공급면 구조개혁이 심도 있게 추진됨에 따라 밀 재배구조가 지속

적으로 개선되어 생산과 수요 연계가 크게 개선될 전망 

❍ 2028년, 밀 재배면적은 3.6억 무로 유지되고, 밀 생산량은 1.35억 톤에 달할 전망. 

❍ 인구 증가, 소비구조 업그레이드, 식품가공업 발전에 따라 국내 밀 소비가 현저히 증가

할 전망. 향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 수준을 유지하여, 2028년 중국 국내 총 소비

량은 1.4억 톤을 유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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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밀 수입량은 51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옥수수: 수급 관계가 단계적 완화에서 균형 속 긴장(平衡偏紧) 국면으로 전환

되고 수입은 증가 추세 시현

❍ 향후 10년간, 시장메커니즘의 작용 하에 옥수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모두 회복성 증

가 양상을 나타내어, 2028년에 재배면적은 6.73억무(4478만 헥타르), 단위생산량이 1무

당 474kg(7110kg/1헥타르)로 총생산량은 3.19억 톤에 달할 전망. 

❍ 총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지 하겠으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향후 10년

간 연평균 1.4% 증가, 2028년 옥수수 소비량은 3.28억 톤에 달할 전망. 옥수수 자급률은 

97% 이상 수준 유지 전망. 

❍ 생산비와 가격 상승 영향으로 향후 중국 옥수수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어 생산이 수요

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옥수수 수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향후 

10년간 옥수수 수입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2028년 옥수수 수입량은 6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대두: 재배면적과 생산량 대폭 증가 전망. 수입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

겠지만 증가 속도는 현저히 둔화

❍ 대두진흥계획의 시행으로 10년간 대두 재배면적은 2,400만 무(160만 헥타르) 증가할 것

으로 추정. 2028년 대두 생산량은 2,14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경제발전과 국민들

의 음식 구조 개선의 영향으로 대두 소비량은 계속 소폭 증가할 전망. 

❍ 2028년 소비량은 1억1882만 톤에 달할 전망. 대두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대두 

수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수입 증가 속도는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 향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16%로 전망되어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11.97%에 비해 현저히 낮아짐. 2028년 대두 수입량은 9886만 톤에 달할 전망.

 

▣ 유지작물: 생산과 수입 규모 모두 소폭 증가, 소비구조 개선

❍ 전망 기간 내 유지작물 생산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식용유 소비구조는 한층 업그레이

드되어 수요의 다원화가 더욱 현저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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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0년간 유지작물 생산량은 소폭 증가하여, 2028년에는 3,643만톤(대두 제외)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됨. 채유종실 수입량은 2028년 1.06억톤(대두 포함)으로 증가할 전망. 식

용식물유 신규 공급량은 3,481만 톤으로 예상됨. 

❍ 농촌주민 수입 증가, 도시화 수준 향상에 따라 식용식물유 소비가 3,379만 톤으로 안정

적으로 증가할 전망. 전망기간 내 연평균 증가율은 0.2%로 지난 10년 대비 현저히 둔화

될 전망임. 하지만 소비구조가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수요 다원화가 더욱 두드러져 국산 

농축형 유채씨유, 아마씨유, 해바라기유, 참기름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

됨.

▣ 면화: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 추세 시현, 수입은 선증가 후안정(先增後穩)

❍ 수자원과 토지자원의 여건 제약으로 면화 재배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반면, 생산비용 상

승으로 인해 면화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안정세 속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면화 품질은 방직산업 수요에 점차 맞춰질 것이며, 전반적으로 품질은 향상될 전망임. 

❍ 2028년 중국 면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4,500만 무(300만 헥타르)와 535만 톤으로 

2018년 대비 각각 10.9%와 11.4% 감소 전망. 

❍ 면화 소비량은 점차 등락추세 속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 중국의 면화 

소비량은 710만 톤으로 2018년 대비 15.5% 감소 전망. 

❍ 면화 수입량은 전반적으로 선증가 후안정(先增後穩) 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며, 2028년 

중국 면화 수입량은 18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설탕: 수급 불균형 확대 추세 시현, 수입규모 높은 수준 유지

❍ 설탕은 생산량 증가와 아울러 소비량 증가로 인해 생산량대비 수요 부족 규모가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설탕 수입규모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설탕 재배면적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단위면적당 수확률 지속 증가, 설탕 생산

량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시현. 

❍ 2028년 중국의 설탕 생산량은 1,217만 톤에 달할 전망이며, 인구 규모 확대와 도시화 

수준 향상 등 요인에 따라 설탕 소비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8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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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설탕 소비량은 1,757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설탕 수요대비 생산 부족 규모가 확대되고, 또한 국내외 설탕 가격차이가 장기적

으로 존재함에 따라 향후 설탕 수입 규모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2028년 중국의 

설탕 수입량은 64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채소: 생산 증가율 둔화, 수출은 빠른 증가세 유지

❍ 시설채소가 가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품종 또한 더욱 다양해질 전망. 야채무역은 흑자

를 유지할 것이며, 수출량 연평균 증가율은 3.5%대 유지 전망

❍ 향후 10년 동안 채소 생산 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설채소는 한층 더 높은 

발전이 이루어 질 전망이며, 품종구조가 다양해지고 채소 지역 분포가 한층 합리적으로 

변화할 전망이어서 품질향상과 녹색발전에 더욱 주목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10년간 채소 생산량은 연평균 1.1% 증가하여 2028년에 이르러서 6억1416만 톤에 

달할 전망. 국제경쟁력이 한층 제고되고, 무역도 흑자구도를 유지하여 2028년 수출규모

는 1,595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전망기간 내 연평균 3.5% 증가 예상

▣ 감자: 생산량 선감소 후증가(先減後增), 무역흑자 확대 추세 시현

❍ 2019년 중국의 감자 생산량은 지속 감소하여 9,910만 톤으로 2018년대비 0.3% 감소하

고, 소비량은 10426만 톤으로 2018년 대비 0.1% 증가할 전망. 

❍ 향후 10년간 중국의 감자 생산량과 소비량은 모두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2020년 각각 

10450만 톤과 10582만 톤, 2025년에는 각각 10929만 톤과 10674만 톤, 2028년에는 각각 

11049만 톤과 10837만 톤에 달해 연평균 각각 0.5%와 0.2% 증가 전망

▣ 과일: 생산과 소비 안정 속 다소 증가, 수급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 가속화

❍ 향후 10년간 중국 과일산업은 품질 제고가 관건인 시기에 진입하게 되며 생산량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되고, 소비총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공소비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수출입 총량이 지속 확대

되며, 무역적자가 상시화 될 것으로 전망

❍ 시장가격은 지속해서 소폭 상승, 고급(고품질) 과일과 일반과일 간 가격차이가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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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될 것이고, 가격 양극화가 가속화될 전망

❍ 2019년 중국의 과일 생산량은 2.69억 톤, 직접 소비량과 가공소비량이 각각 1.23억 톤

과 0.32억 톤 예상; 2025년 생산량은 3.05억톤, 직접소비량과 가공소비량은 각각 1.37억 

톤, 0.43억 톤; 2028년 생산량은 3.19억 톤, 직접소비와 가공소비는 각각 1.45억 톤, 0.46

억 톤에 이를 전망

▣ 돼지고기: 생산능력 "선감소 후증가(先降後增)" 시현, 수입 높은 수준 유지

❍ 전망 기간 중반기 역병 방지 수준의 향상에 따라 돼지 생산능력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

로 예상됨. 전망 기간 후반기 들어 돼지고기 생산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망기간 초반기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중후반기 들어 점차 둔화될 전망임.

❍ 전망기간의 초기 1~2년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환경보호정책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생산

량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할 전망. 이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과 돼지고기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전망기간 중반기 역병 방지 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산량이 빠르

게 회복하여 2025년에는 5695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 전망기간 후반기에는 돼지고기 

생산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

❍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생돈 출하량과 돼지고기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6%

와 0.9%에 달하여, 2028년에는 각각 7.42억 마리, 5,955만 톤에 달할 전망임. 국민 1인

당 돼지고기 소비량 연평균 증가율은 0.5%로 예상되며 2028년에 41.91kg에 이를 전망 

❍ 돼지고기 가격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빠른 상승을 보이며 2020년 들어 고점을 

찍은 후 생산량 회복에 따라 안정적인 둔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망기간 초기에 국내 공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대폭 증가할 

전망. 신기록을 경신한 후 전망기간 후반기에 들어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하

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 가금육: 생산과 소비 안정적 성장, 수출입 총량 기본적 안정 유지

❍ 가금육의 생산 품질이 한층 향상되고,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며, 소비구조는 최적

화되고, 수출입 규모는 60만 톤 이내에서 유지될 전망

❍ 향후 10년간 가금육 생산은 품질 향상과 효율 증진 위주로 전환하여 생산량이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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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할 전망. 2028년 생산량은 2,205만 톤에 달하고 소비구조가 최적화되며, 가공

용 소비 비중이 확대되고, 소비량의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됨. 

❍ 2028년 1인당 평균 소비량은 15.3kg에 달할 것으로 전망. 수출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

여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  60만 톤 이내 유지 전망. 

❍ 외부적인 환경보호의 제약이 엄격해지는 추세와 내부적인 양식 비용의 지속 상승의 영

향으로 가금육 가격은 여전히 상승할 공간이 존재하여 등락 속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할 

전망

▣ 소고기·양고기: 생산과 소비 안정적 증가, 수입 지속 증가

❍ 향후 10년간, 소고기와 양고기의 종합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하

지만 자원 환경 제약으로 인해 소고기와 양고기의 생산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수

입은 증가 추세를 나타낼 전망임.

❍ 향후 10년간 소고기와 양고기는 생산방식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규모화 비중이 지속 확

대되며, 종합생산능력의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산업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전

망. 다만 자원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2028년 소고

기와 양고기 생산량은 각각 705만 톤과 584만 톤에 달할 전망임.

❍ 인구 증가와 소비구조 변화에 따라 소·양고기 소비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되고, 공급 긴

축의 영향으로 소·양고기 수입이 향후 몇 년간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이며, 생

산비의 영향으로 소·양고기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가금알: 생산과 소비 안정적 증가, 증가 속도는 둔화

❍ 가금알 생산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증가율은 0.7% 수준을 유지

할 전망. 농촌주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알류 소비가 늘어나고 또한 소비습관의 변화

가 도시주민의 알류 소비의 안정적인 증가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 향후 10년간 가금알 생산은 현대화와 규모화 수준 향상에 따라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2028년 생산량이 3369만 톤에 달할 전망임. 

❍ 가금알 산업 업그레이드, 구조 조정, 환경보호비용ㆍ사육장비용ㆍ설비비용의 상승 추세, 

자금ㆍ기술ㆍ관리 등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소규모 양식업자들이 퇴출하면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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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알 산업 규모 증가 속도가 둔화될 전망. 전망기간 내 생산량 연평균 증가율은 0.7% 

수준 유지 전망. 

❍ 농촌주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가금알 소비가 늘어나고, 또한 소비습관의 변화로 

도시 주민의 가금알 소비가 안정적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28년 가금알 소비량은 

3358만 톤에 달할 전망. 가금알류 가격은 공장 설비 및 환경보호 비용 상승, 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등락 속 상승 전망

▣ 유제품: 생산 현저히 증가, 수입 증가 속도 둔화

❍ 향후 10년간 우유류 생산량은 다년간 낮은 수준에서 배회 후 안정적인 증가 추세로 선

회하며, 연평균 증가율이 3.2% 기록하여 2028년 생산량이 4328만 톤에 달할 전망

❍ 전망기간 동안 소비 성장이 여전히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2028년 소비량은 6,481만 톤

을 기록할 전망

❍ 무역부문은 소비자의 국산 유제품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어 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됨. 

2028년 수입량은 2,173만 톤 기록 전망

❍ 전망기간 동안 생우유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며, 가격 파동의 주기성과 계절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생우유 가격은 상승 과정에서 등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 후반

으로 갈수록 제품 품질 차이에 따른 가격 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 

▣ 수산물: 총생산량은 안정 속에서 약간 증가, 소비는 안정적 증가

❍ 향후 10년 동안 녹색 고품질 발전 유도에 따라 수산물 생산량은 우선 감소하다 후반기 

들어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서 소폭 증가 전망. 2028년 수산물 총 생산량은 

6933만 톤으로 연평균 0.7%씩 증가하며, 이전 10년의 증가 속도 대비 증가율이 1.9%p 

낮을 전망. 

❍ 이 중 양식 생산량이 연평균 1.2% 증가, 어획 생산량은 1.3% 감소. 수산물 소비는 안정

적으로 증가하고,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되며, 식용소비는 연평균 1.5% 증가

하며 수산물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9%로 확대. 가공 소비는 연평균 1.1% 증가

하며 수산물 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내외 유지. 수산물 수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430만 톤~450만 톤 유지하고, 수입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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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은 2.9% 기록. 2028년 수입량은 700만 톤에 근접할 전망.

❍ 수산물 전체 소비 중 가공소비 비중은 40% 내외로 유지 전망

▣ 사료: 배합사료 생산량과 소비량 총체적 증가, 가격은 선하락 후상승(先跌後漲) 

추세 시현 

❍ 사료제품 업그레이드 및 배합사료 사용 비중 확대, 사료 가격은 선하락 후상승 추세 시

현 전망

❍ 전망기간 초기는 사료 생산량이 안정 속에서 다소 감소할 것이고, 전망기간 중후기에는 

사료 제품 업그레이드되고 제품구조 집중도가 향상되며 배합사료 사용률이 증가하고 

사료 총생산량이 지속 증가하여, 2028년 총생산량이 26488만 톤에 이를 전망. 

❍ 사료 소비는 전망기간 내 돼지 사료 수요가 선감소 후증가(先降後增) 양상을 나타내며, 

가금류 사료와 수산 사료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반추동물 사료 발전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2028년 반추동물사료 소비량은 26214만 톤에 이를 전망.

❍ 사료 제품 가격은 선하락 후상승 추세를 나타내어 단기적으로는 양식업 생산능력 위축

으로 사료가격이 부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요 원료 공급이 긴축 상태로 전환하면서 원

료가격이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하고, 사료제품 가격은 점차 상승할 전망

3. 요약 및 시사점

□ 2019년 중국의 농산품 시장에 대한 거시적 전망은 일부 특수 품목 외 전반적으로 안정

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함. 생산측면에서는 쌀을 비롯한 주요 식량 생산이 안정적인 수

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무역전쟁의 파급 영향으로 대두의 국내 생산

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또한 2018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국내 돼지고기 생산이 감소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한편 농산품 소

비는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자 인식 변화 등의 영향으로 양적 확대 외 질적 성장 수요

가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영양, 안전, 브랜드 등으로 대표되는 품질 업그레이드가 이루

어질 전망임. 농산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겠으나 고품질 또는 기능

성 제품의 가격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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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0년(2019-2028년) 중국 농업 전망 결과 주요 특징은 농업의 품질 및 효율 제고,

농업 생산성 향상, 농산물 소비 구조 변화 및 업그레이드, 농산물 가격 상승, 농산물 수

출입 시장 다원화로 요약됨. 쌀은 생산과 소비가 안정을 유지하고 수입량은 연간 

300-500만 톤 수준을 유지할 전망. 밀은 생산량이 10년간 2.6% 감소로 거의 변동이 없

으나 소비는 10년간 10% 이상 증가함으로써 수입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옥수수는 국

내산 옥수수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수입이 확대될 전망. 대두의 경우 향후 10년간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중무역전쟁 대응정책의 시행으로 국내 대두재

배면적이 약 20% 증가 전망. 대두 수입은 9000만~1억 톤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수입증가율은 과거 10년(연평균 11.6%)에 비해 크게 둔화된 1.16%로 전망. 채

소는 국제경쟁력이 한층 제고되어 수출이 계속 빠르게 증가할 전망. 과일은 생산과 소

비 총량이 지속 증가하나 소비구조 변화 등으로 가공 소비 확대와 고급 과일 수요 확

대 등으로 과일 무역 적자가 상시화 될 전망. 돼지고기는 전망기간 초기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로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후

반기에는 생산량 회복에 따라 수급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 소고기와 양고기는 생

산과 소비가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나 수입도 증가할 전망. 유제품은 10년간 생

산량이 35%이상 증가하나 소비 또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동물사료는 배합사료 생산과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 특히 반추동물 사

료 발전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

□ 지금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대외적으로는 미중무역전쟁

에 직면해 있고 대내적으로는 정치경제적 난제들이 산적하여 큰 변혁의 소용돌이에 휩

싸여 있음. 그 중에서도 농업(삼농)부문은 제2의 개혁개방이 필요한 시점임. 중국 정부

는 최근 농촌진흥 전략을 실시하여 농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실현

하여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음. 농가 소득을 증대시

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나, 농가소득과 직결되어 있는 

농업정책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은 농민의 의사결정

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중국의 돼지고기 및 

축산물 수급, 가격 및 수출입 전망, 미중무역전쟁의 산물인 대두진흥계획 실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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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수급 및 수출입 전망, 그리고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 구조 변화 전망 

등을 진단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과 효과적인 농산물 수

급 및 무역(대중 수출)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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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1)

¡ 2019년 4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116.03으로 지난 3월대비 0.2% 지속 하락,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1.84% 상승 

− 채람자(菜篮子)농산물의 2019년 4월 도매시장가격지수는 118.31로 지난 3월 대비 0.3% 지
속 하락,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3.2% 상승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추이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 채람자농산물 가격지수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200지수'는 2015년=100
  자료: 中国农业信息网(http://www.agri.gov.cn)

1) 중국은 2017년 1월부터 2000년도 기준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발표를 중단하고 2015년도 기준의 ‘농산물도
매가격200지수’를 새롭게 발표함.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는 총 111개 품목(채소 32개, 과일 11개, 축산물 7
개, 수산물 49개, 식량 7개, 유지작물 5개)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 200개의 가격에 기
초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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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2019년 4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전월에 비해서 과일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 
과채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 딸기 가격이 전월대비 지속 하락. 엽근채소 가격은 전반적
으로 상승, 이 중 배추, 당근 가격이 큰 폭 상승

표 1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18년 12월 ~ 2019년 4월)
단위: 1kg당, 원, %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1위안 환율은 중국국가외환관리국 발표 월별 평균 환율 기준자료: 中国农业信息网 (http://www.agri.gov.cn)

품목
2018년~2019년 2019년 3월 증감률

12월 19.1월 19.2월 19.3월 19.4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 816 814 820 832 840 0.99 6.59 
콩 905 923 925 931 940 0.97 3.10 

엽근
채소

배추 150 157 185 206 299  45.40 34.51 
무 251 244 285 277 279  0.79 -4.54 
양배추 197 218 315 374 393  4.88 36.85 
당근 395 393 420 410 464  13.23 3.14 
감자 357 381 422 428 451  5.16 25.15 

양념
채소

건고추 4887 4933 4972 5335 5503  3.15 11.91 
양파 294 314 318 319 350  9.86 17.19 
마늘 816 854 953 1056 1176  11.42 27.83 
대파 478 482 525 474 488  2.94 28.86 
쪽파 938 1055 1170 1172 1042  -11.10 34.89 

과일

사과(부사) 1204 1234 1308 1326 1443  8.87 34.50 
배(풍수) 811 845 920 977 1047  7.23 61.88 
복숭아 1140 1257 1336 2046 2611  27.63 29.23 
포도(거봉) 1329 1440 1510 1520 1680  10.52 3.69 
감귤(만다린) 504 632 700 902 1115  23.59 -0.94 
감 569 573 675 612 760  24.11 -2.71 

과채
딸기 6451 4987 4367 3395 2621  -22.79 30.84 
토마토 772 883 1033 1031 964  -6.47 53.02 
오이 824 916 1205 918 644  -29.78 2.28 
수박 639 656 761 803 831  3.54 3.29 

축산
물

쇠고기 9841 10108 10449 10329 10253  -0.74 6.33 
돼지고기 3177 3047 3029 3284 3446  4.93 22.55 
닭고기 3032 3133 3036 3012 3002  -0.34 -3.54 

버섯
느타리버섯 933 1021 1110 990 1056  6.63 2.94 
새송이버섯 1028 1245 1340 1155 1200  3.88 17.81 
팽이버섯 1106 1298 1411 1209 1178  -2.58 16.81 
표고버섯 1753 1909 2018 1919 1914  -0.27 4.39 

임산
물

밤 1887 1807 1700 1764 1601  -9.23 -11.69 
대추 3244 1995 2205 2277 2295  0.79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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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 2019년 4월 소비자물가

는 2.5p로 전월 대비 
0.2%p 지속 상승. 전년 동
월 대비 0.7%p 상승

− 이 중 4월 식품가격지
수는 5.4p로 전월대비 
1.5p% 상승, 전년 동
월 대비 4.7%p 상승

¡ 4월 식품가격 상승은 
신선채소, 신선과일, 육류가 주도 (각각 17.4%, 11.9%, 10.1% 지속 상승)

표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구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9.1 ‘19.2 ‘19.3 ‘19.4 ‘19.1 ‘19.2 ‘19.3 ‘19.4

소비자물가지수(CPI) 0.5 1.0 -0.4 0.1 1.7 1.5 2.3 2.5
∘ 식품･담배 및 주류 1.1 2.3 -0.6 0 2 1.2 3.5 4.7
   식품 1.6 3.2 -0.9 -0.1 1.9 0.7 4.1 6.1
   - 식량 0.1 0.2 0 0 0.5 0.5 0.4 0.4
   - 육류 -0.1 0.9 -0.1 0.9 0.2 -0.9 4.7 10.1
   - 조란(鸟卵) 0.4 -4.5 -5.1 2.7 0.3 -4.7 -1.9 3.7
   - 수산물 2 4.0 -3.6 0.5 1.2 -2.5 -3 -1.4
   - 신선채소 9.1 15.7 -2.6 -4.5 3.8 1.7 16.2 17.4
   - 신선과일 2.3 5.4 0.3 2.6 5.9 4.8 7.7 11.9
∘ 의류 및 복장 -0.3 -0.2 0.6 0 1.5 1.9 1.9 1.8
∘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3 0.1 -0.3 0.1 1.5 1.3 1.2 1.1
∘ 의료보건 0.4 0.2 0.1 0.1 2.7 2.8 2.7 2.6
∘ 교통 및 통신 -0.2 1.0 -0.3 0 -1.3 -1.2 0.1 -0.5
∘ 교육･문화 및 오락 1 1.3 -1.6 0.3 2.9 2.4 2.4 2.5
∘ 주택(거주) 0 0.1 0.1 0 2.1 2.2 2.1 2
∘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1.4 0.2 -0.5 0.4 2.3 2 1.9 1.9

주: 육류는 가금육을 포함하지 않음(2016년 1월부터 CPI 구성 항목 조정).
자료: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agri.gov.cn)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y-y)

자료: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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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 2019년 4월 농산물 수출액은 27.6억 달러로 지난달에 비해 10.5% 감소. 누적기준 1~4
월 농산물 수출액은 104.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1% 감소

표 3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2019년 4월)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중국세관(http://www.customs.gov.cn)

HS
코드 품목명

2019년 2019년 4월 증감률
1월 2월 3월 4월 합계

(1~4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
기대비

01류  산동물 0.4 0.3 1.1 0.4 2.1 -65.0 -42.5 62.9 
02류  육과 식용설육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2.9 2.1 1.8 1.2 8.0 -36.4 -39.8 4.3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2.5 2.0 3.9 1.7 10.1 -55.7 -65.5 -16.0 
06류  산수목·꽃 7.5 4.8 6.8 10.1 29.2 49.7 57.7 39.6 
07류  채소 52.0 27.1 48.5 41.4 169.0 -14.5 -18.5 -11.3 
08류  과실·견과류 3.1 1.3 2.2 1.8 8.4 -20.7 29.5 -3.5 
09류  커피·차·향신료 3.0 3.2 7.1 6.0 19.3 -14.8 1.7 26.2 
10류  곡물 0.3 0.9 28.2 3.0 32.5 -89.3 -61.2 -50.2 
11류  제분공업제품 3.2 2.5 5.5 4.8 16.0 -12.9 29.6 12.0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29.2 16.3 34.7 32.8 113.1 -5.5 4.8 10.3 
13류  식물성엑스 11.3 4.3 11.2 11.0 37.9 -2.2 48.8 49.0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0.9 0.2 1.5 0.3 2.9 -82.5 -46.8 -7.1 
15류  동식물성유지 4.1 0.6 4.1 2.9 11.7 -28.6 -15.3 -2.1 
16류  육·어류조제품 37.9 14.3 27.6 32.2 112.0 16.8 2.1 -4.0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8.8 4.3 8.2 6.3 27.6 -23.2 -21.0 -4.2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4.1 4.9 2.5 1.3 12.7 -48.5 -62.8 -5.9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6.9 8.6 14.3 14.8 54.6 2.9 13.0 11.7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82.5 47.4 73.8 76.8 280.6 4.2 -5.8 -6.5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15.8 10.4 14.6 15.4 56.2 5.9 0.8 -5.4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9.3 9.2 10.8 11.8 41.0 9.1 18.7 25.5 

합 계 295.7 164.6 308.4 276.0 1044.8 -10.5 -4.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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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농산물 수입액은 8.7억 달러로 전월 대비 22.3%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9% 증가

− 전년동월대비 4월 수입품목별로 보면 HS 12류(96.3%), HS 04류(41.4%), HS 19류
(32.3%)로 상승폭 Top 3위, HS 13류(-46.7%), HS 17류(-46.6%),  HS 11류(-44.9%)
로 하락폭 Top 3위  

표 4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2019년 3월) 2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중국세관(http://www.customs.gov.cn)

HS
코드 품목명

2019년 2019년 4월 증감률
1월 2월 3월 4월 합계

(1~4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0.0 0.0 -83.2 
02류  육과 식용설육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1.4 1.2 2.3 1.9 6.9 -15.0 41.4 28.4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1.4 0.2 0.7 1.5 3.8 115.1 631.6 966.4 
06류  산수목·꽃 0.1 0.1 0.2 0.1 0.5 -49.4 -33.8 -46.3 
07류  채소 0.0 0.0 0.0 0.0 -100.0 16.7 
08류  과실·견과류 0.1 0.0 0.0 0.0 0.1 800.0 1800.0 
09류  커피·차·향신료 0.1 0.1 0.1 0.1 0.5 39.4 -5.5 -32.3 
10류  곡물 0.0 0.0 -94.5 
11류  제분공업제품 0.1 0.0 0.2 0.2 0.5 -26.9 -44.9 -39.0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2.3 6.4 7.2 13.2 29.2 82.8 96.3 215.3 
13류  식물성엑스 1.0 1.1 0.7 0.8 3.6 7.3 -46.7 -34.4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0.0 0.0 0.0 0.0 -54.5 30.8 
15류  동식물성유지 0.4 0.4 0.5 0.5 1.7 -1.5 -0.2 -4.9 
16류  육·어류조제품 3.7 2.6 3.0 4.7 14.0 56.8 5.6 49.2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5.8 5.2 4.2 6.2 21.3 49.5 -46.6 -16.7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1.0 0.4 0.4 0.4 2.1 -7.6 -25.6 -12.9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1.7 10.1 20.3 16.9 59.0 -16.5 32.3 8.2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12.2 9.5 7.0 7.6 36.2 8.8 -30.2 7.4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10.4 6.2 8.8 9.8 35.2 11.9 -21.7 -4.7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18.1 8.6 15.3 22.6 64.6 48.1 16.7 48.4 

합 계 69.8 52.1 70.9 86.7 279.4 22.3 2.9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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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세계 식량 수출입 
¡ 2019년 2월 3대 곡물(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198.2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33.6% 증가했

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91.2% 증가
− 품목별로 보면 쌀 수출량이 189.6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95.7%를 차지. 쌀 수출량 전

월에 비해 29.4%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88.6% 증가. 1~3월 옥수수 수출량은 1.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3% 큰 폭 확대

− 3월 한국에 대한 쌀 수출량이 35.5천 톤으로 1위차지
표 5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2019년 3월)

품목 국가 2018년
2018년12월~2019년3월 3월 증감률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한국 0.2 42.7 0.0 0.5 35.5 7000 349.4  -56.0  
 북한 43.5  6.6 0.7  0.0 2.0  　 342.5 333.8 
 일본 73.6  24.0 0.2  0.0 0.0  　 -100.0 -99.2 
 홍콩 23.7  2.8 1.7  1.9 1.5  -18.3  1.7 16.0 
 몽골 26.2  2.7 1.1  0.9 1.7  93.3  95.0 67.3 
기타 1,921.9  197.2 139.3  143.2 0.0  -100  -100 　
합 계 2,089.1  276.0 143.1  146.5 189.6  29.4  88.6 42.4 

 이 중
 - 중단립종쌀
   (백미)

 북한 43.5  6.6 0.7  0.0 2.0  　 342.5 333.8 
 일본 72.9  24.0 0.0  0.0 0.0  　 -100 -100 
 몽골 26.2  2.7 1.1  0.9 0.0  -100  -100 67.3 
 한국 0.0  0.0 0.0  0.5 0.5  0.0  　 　
 홍콩 23.6  2.8 1.7  1.9 1.5  -18.3  1.7 16.0 
 기타 1694.7  188.3 135.2  141.6 142.9  0.9  64.1 91.6 
합 계 1,861.0  224.4 138.7  144.9 146.9  1.4  63.1 72.4 

 밀 합 계 49.6  4.2 3.4  1.8 7.5  314.5  142.6 47.9 

 옥수수

 북한 4.3  1.0 0.4  0.0 1.1  　 　 　
 미국 0.3  0.0 0.0  0.0 0.0  　 　 -100 

 캐나다 5.2  0.4 0.0  0.0 0.0  　 　 -100 
 기타 2.1  0.2 0.0  0.0 0.0  177.8  -45.7 -81.4 
합 계 12.0  1.6 0.4  0.0 1.1  11933.3  2254.3 95.3 

 대두

 한국 44.4  9.6 3.5  2.5 5.4  114.3  0.9 0.6 
 일본 26.6  1.5 2.7  1.6 4.3  164.6  34.3 3.8 
 미국 13.0  0.0 0.1  0.0 0.0  127.3  -95.6 -87.9 
기타 49.9  5.0 5.9  2.7 4.4  62.1  14.1 27.0 
합 133.9  16.1 12.1  6.8 14.1  105.7  8.7 8.1 

단위: 천 톤, %

자료: www.gtis.com/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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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2019년 3월)
단위: 천 톤, %

자료: www.gtis.com/gta/

품목 국가 2018년
2018년 12월~2019년 3월 3월 증감률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태국 899.2 84.9 144.8 44.7 41.5 -7.1 -51.3  -4.2  
 베트남 1,449.6 57.8 12.9  8.0 6.8  -15.5  -94.7 -92.4 
 파키스탄 342.3 59.2 68.9  49.1 79.3  61.6  66.6 107.7 
 기타 344.3 69.6 47.9  29.0 43.9  51.6  214.4 82.4 

 합 계 3,035.5 271.6 274.5  130.8 171.5  31.2  -37.4 -24.7 
 이 중
 - 장립종쌀
   (백미)

 태국 475.5 59.9 129.8  24.3 22.0  -9.4  -26.7 50.0 
 베트남 1,331.3 14.9 4.9  2.0 5.3  172.2  -95.5 -96.3 
 파키스탄 233.9 42.8 46.8  34.6 52.5  52.0  17.9 59.0 
 기타 303.1 90.9 46.9  28.6 41.5  45.4  235.8 91.5 

 합 계 2,343.9 208.5 228.4  89.4 121.4  35.8  -41.0 -26.1 

 밀

 러시아 27.4 1.2 0.9  2.1 4.4  111.6  769.5 519.2 
 호주 0.6 0.1 0.0  0.1 0.1  -25.0  50.0 75.0 
 캐나다 2.5 0.2 0.0  0.1 0.2  147.0  168.5 151.4 
 기타 0.4 0.1 0.1  0.1 0.1  -54.6  　 　

 합 계 30.9 1.7 1.0  2.4 4.8  98.4  645.0 475.2 

 보리

 호주 4,178.4 31.4 925.1  304.8 294.2  -3.5  -62.1 1.1 
 캐나다 1,679.9 108.9 218.3  52.3 132.0  152.5  56.1 -2.3 
우크라이나 382.2 0.0 0.0  0.0 0.0  　 -100 -100 
 프랑스 574.3 3.0 0.0  2.0 3.0  47.3  　 　
 기타 0.5 0.0 0.0  0.0 0.0  　 -100 -200 

 합 계 6,815.4 143.3 1,143.4  359.1 429.2  19.5  -50.3 0.6 

 옥수수

 미국 312.3 2.1 3.6  0.1 0.0  -100.0  -100 -78.7 
 라오스 139.3 27.4 0.0  0.0 0.0  　 　 -100 
 불가리아 0.1 0.0 0.0  0.0 0.0  　 　 -100 
우크라이나 2,929.9 356.7 389.9  161.5 407.9  152.5  676.9 80.4 
 미얀마 100.5 19.4 0.0  0.0 2.2  　 　 　
 기타 -3,090.0 11.3 7.5  3.1 6.3  102.6  41.9 123.4 

 합 계 392.0 416.8 401.1  164.8 416.3  152.7  562.6 76.2 

 대두

 미국 7,064.9 69.3 135.8  907.8 1,511.1  66.5  -51.2 -79.2 
 캐나다 765.0 808.5 1,233.7  644.0 205.8  -68.0  189.8 275.5 
 브라질 28,850.1 4,386.2 4,933.8  1,986.3 2,792.5  40.6  19.7 57.8 
아르헨티나 619.9 186.6 985.2  841.4 323.1  -61.6  　 2,311.4 
 기타 -33,731.5 270.1 88.5  76.6 85.0  10.9  -46.4 -50.8 

 합 계 3,568.3 5,720.8 7,377.0  4,456.1 4,917.5  10.4  -13.1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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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대두 수출량은 14.1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05.7%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
은 달에 비해서는 8.7% 증가

¡ 2019년 3월 4대 곡물(쌀, 밀, 보리, 옥수수)의 수입량은 1,021.9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55.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14.9% 감소

−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보리가 492.2천 톤(4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옥수수 416.3천 
톤(40.7%), 쌀 171.5천 톤(16.8%), 밀 4.8천 톤(0.5%) 순

¡ 2019년 3월 최대 수입 곡물인 보리는 전월에 비해 19.5%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도 50.3% 감소

¡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특히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2) 2019년 3월 수입량은 전월 대비 31.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7.4% 감소

− 3월 수입량 중 백미(精米)가 121.4천 톤으로 70.1%를 차지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파키스탄 46.2%, 태국 24.2%, 베트남 3.9% 순

¡ 2019년 3월 옥수수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152.7%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는 562.6% 증가, 누적기준 1~3월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76.2% 증가

¡ 2019년 3월 밀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98.4%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645% 
증가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러시가 92.2%로 대부분 비중 차지 

¡ 2019년 3월 대두 수입량은 4,917.5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0.4%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3.1% 감소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브라질 56.8%, 미국 30.7%, 아르헨티나 6.6.9% → CR3 94.1%  

2)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50%, 비국영무역(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50%를 차지. 2017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이며 장립종과 중단립종이 각각 50%(266만 톤), 50%(266만 톤)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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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 2019년 4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약 2.3억 달러로 전월 대비 2.5% 증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9.5% 증가
− 주요 수출품목류는 농산가공품(75.25%), 채소(22.1%), 식량(11.38%), 특용․잠사(9.4%)
− 상위 10개 품목: 전분박(6.5%), 메현미(5.4%), 김치(4.7%), 캐프시컴속 열매(4.6%), 당면(2.9%), 개사

료(2.8%),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2.8%), 광천수(2.7%), 한약재(2.5%), 채소류(2.1%) → CR10 
37.1% 

표 7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2019년 1월 ~ 4월)  
단위: 천 달러, %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품목명
2019년 4월 증감률

2월 3월 4월 합계(1~4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1084 19196 15568 54384 -18.9 453.4  -23.1  
 서류 429  666  680  2441  2.1  6.6 18.8 
 두류 9353  7186  8997  28706  25.2  6.7 11.5 
 전분 1193  3455  2888  8554  -16.4  29.8 7.6 

 계 12059  30504  28133  94084  -7.8  99.4 -11.6 
 채소 44547  48397  54565  209235  12.7  -0.1 -5.0 
 과실 4342  7787  7707  27806  -1.0  7.4 3.6 
 화훼 1845  2861  4041  11909  41.3  33.7 33.4 
 버섯 2165  2721  2830  10729  4.0  -1.1 -0.6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9633  18514  13881  57790  -25.0  -6.6 -0.3 
 차류 152  616  639  1763  3.7  10.0 -14.4 
 연초류 258  286  195  1159  -31.7  -59.7 -67.8 
 인삼류 157  109  270  893  147.7  1342.2 24.4 
 한약재 8011  4057  7427  27434  83.1  41.9 17.6 
 잠사류 390  1234  1154  3862  -6.5  37.0 -17.8 

 계 18602  24815  23566  92901  -5.0  7.0 0.6 
 농산가공품 141123  173205  186057  719876  7.4  3.8 3.3 

 소 계 167157  230009  235778  899556  2.5  9.5 1.3 

축
산
물

 산동물 426  439  1733  3152  294.6  360.7 118.3 
 육류 3912  2777  4655  11345  67.6  15.7 6.1 
 난류 367  252  144  1020  -43.0  -31.1 -5.3 
 낙농품 1  0  0  3  -100.0  -100.0 -45.0 
 기타 축산물 437  354  478  4274  34.8  -71.6 -38.1 

 소 계 7387  10262  11470  43862  11.8  16.6 6.5 
합 계 174545  240271  247248  943417  2.9  9.8 1.5 



23

2019-4

¡ 2019년 4월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약 9.1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10.7%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3.1% 증가

− 주요 수입품목류는 농산가공품(77.7%), 낙농품(11.8%), 특용잠사(10.4%), 인삼류(6.7%), 과실(5.5%)
− 상위 10개 품목: 라면(14%), 맥주(12.4%), 조제분유(6.8%), 자당(5.1%), 필터담배(4.2%), 홍삼(3.5%), 

조제품기타(3.3%),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3.2%), 프로필렌글리콜(3%) → CR10 66.7%  
표 8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2019년 1월 ~ 4월)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19년 4월 증감률

2월 3월 4월 합계(1~3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175 288 77 711 -73.3 -77.0 12.1
 서류 36 37 41 167 13.2 -11.2 32.9
 두류 2 26 0 28 -99.2 -75.0 0.7
 전분 0 9 0 17 -100.0 0.0
 계 212 359 118 923 -67.1 -69.0 14.7

 채소 778 1099 1135 3526 3.2 48.5 47.5
 과실 6182 6772 5048 29660 -25.5 -14.4 20.5
 화훼 95 209 94 610 -55.2 -9.2 18.1
 버섯 0 0 0 10 -100.0 -3.7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1 4 14 44 260.0 1,500.0 49.5
 차류 43 19 70 280 260.3 -11.1 33.3
 연초류 4 2927 3207 6138 9.5 109.4
 인삼류 5110 5630 6109 22345 8.5 91.4 37.3
 한약재 67 116 67 370 -41.6 323.9 22.3
 잠사류 0 92 0 92 -100.0 -100.0 0.0
 계 5225 8788 9468 29268 7.7 187.9 47.5

 농산가공품 45315 64758 70832 235804 9.4 15.4 42.6
 소 계 51710 71892 76013 266429 5.7 12.3 39.6

축
산
물

 산동물 23 0 0 23 -100.0 　
 육류 181 102 63 557 -38.1 -51.7 12.7
 난류 　 　 　 　 　 　
 낙농품 7373  7537  10785  29910  43.1 28.0 56.4
 기타 축산물 13  16  41  85  155.3 57.5 94.9
 소 계 10374  10432  15157  42823  45.3 17.5 54.8

합 계 62083  82324  91170  309252  10.7 13.1 41.6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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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19년 4월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단위: 천 달러, %

순
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전분박 및 유사 박류 15,406.0 6.5 라면 10,643.4 14.0 
2 메현미 12,746.1 5.4 맥주 9,408.4 12.4 
3 김치 11,108.9 4.7 조제분유 8,430.2 11.1 
4 캐프시컴, 피멘타속 열매 10,801.1 4.6  음료(과일주스 제외) 5,198.1 6.8 
5 당면 6,919.9 2.9 자당 3,901.1 5.1 
6 개사료 6,635.2 2.8 필터담배 3,206.5 4.2 
7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6,629.4 2.8 홍삼 2,675.7 3.5 
8 광천수와 탄산수 6,367.9 2.7 조제품 기타 2,489.4 3.3 
9 한약재 5,908.5 2.5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2,416.5 3.2 
10 채소류 조제품 4,976.3 2.1 프로필렌글리콜 2,302.1 3.0 
11 들깨 4,765.7 2.0 아미노산 1,723.5 2.3 
12 아미노산 3,593.4 1.5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1,705.1 2.2 
13 전화당 및 이외 당시럽 혼합물 3,588.6 1.5 과실주스 음료 1,552.3 2.0 
14 땅콩 3,240.3 1.4 인삼음료 1,537.0 2.0 
15 냉동채소 3,107.2 1.3 밀크, 크림 1,398.9 1.8 
16 과실견과 3,021.6 1.3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 1,290.4 1.7 
17 맥주 2,944.0 1.2 아이스크림 1,265.3 1.7 
18 식물성액즙과엑스 2,828.4 1.2 스플릿하지 않은 풀 그레인 1,247.6 1.6 
19 참깨 2,780.4 1.2 캔디류 1,240.2 1.6 
20 대두(콩나물용) 2,690.7 1.1 홍삼조제품 1,197.5 1.6 
21 생강 2,604.4 1.1 베이커리 제품 1,143.1 1.5 
22 미과 2,513.0 1.1 유자(기타방법 조제) 938.2 1.2 
23 마늘(냉동) 2,423.7 1.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899.3 1.2 
24 채유종자와 과실의 분 2,407.3 1.0 스위트 비슷킷 857.3 1.1 
25 아조디카본아미드 2,391.1 1.0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825.2 1.1 
26 캔디류 2,364.8 1.0 견과류 조제품 794.4 1.0 
27 스테비오사이드 2,235.1 0.9 소주 787.4 1.0 
28 당근(신선, 냉장) 2,048.5 0.9 곡류 조제품 719.7 0.9 
29 조제품 기타 1,860.2 0.8 기타과실쥬스 671.9 0.9 
30 버섯의 종균 1,824.1 0.8 과실견과 636.3 0.8 
31 팥(건조/종자용 이외) 1,795.7 0.8 채소종자 605.0 0.8 
32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1,790.7 0.8 물(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 570.7 0.8 
33 고구마(전분) 1,764.5 0.7 고추장 513.1 0.7 
34 대두 기타(기타) 1,542.7 0.7 물 480.0 0.6 
35 팥 1,505.5 0.6 밀크대용물함유조제품 477.4 0.6 

합 계 151,130.9 64.1 　합 계 75,748.2 99.7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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