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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對중국 농축산물 수입액의 평년 대비 및 4년차(`18년) 대비 각각 9% 감소,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수출액은 평년 대비 4.3% 증가, 4년차(`18년) 대비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의 4년차 대비 5년차의 감소폭이 수입액의 감소폭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난 점이 특이할 부분임.

• 곡물 수입액은 쌀, 전분박, 대두, 대두박, 땅콩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3.4% 감소한 반면, 

전년(’18년) 대비 1.1% 증가

• 4년차 대비 대중국 수출액이 감소한 원인은 곡물 수출액 그 중에서도 대두박의 수출이 부재한 영향과 돼지고기 

수출액 감소가 큰 부분에서 기인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18년 대비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개선되었지만, 활용률의 절대적인 

차이가 존재함(우리나라: 47.2%, 중국: 71.6%)

• 물론, 4년차에 비해 對중국 수출 농산물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3.8%p 증가하였지만, 중국의 특혜관세 활용률 

증가율인 4.7%p에는 미치지 못함.

• 對중국 주요 농식품 수출품목의 특혜관세활용률의 편차가 큰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라면, 돼지고기, 기타과실, 홍삼조제품의 경우에는 80%를 상회하는데 반해, 맥주, 조제분유, 자당 등의 활용률은 60%에도 

미치지 못함.

FTA   이 슈 리 포 트
제15호_2019. 12. 24



FTA 이슈리포트 제15호

2

한·중국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1)

1.1.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한·중 FTA 이행 5년차2)(’19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3.9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9% 감소, 

4년차 대비 4.6% 감소

한·중 FTA의 낮은 농업부문 관세철폐율로 인해 FTA로 인한 수입 증가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행 5년

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로 발효 전 평년 대비 2.3%p, 전년 대비 

0.6%p 하락

<그림 1>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미국농무부(https://apps.fas.usda.gov/psdonline). 검색일: 2019. 6. 20.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억 달러):

1) ’11~’18년 수출입 자료는 연간자료이며, ’19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치와 3개년도(’16~’18년) 11월과 
12월 수출입액 비중평균을 이용하여 ’19년 11월 과 12월 수출입액 잠정치를 계산하였음.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19년 수출입액 자료는 이 잠정치를 활용한 것임.

2) FTA 협정문상 FTA 이행연차는 FTA 발효 연도는 이행 1년차, 이행 2년차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
되는 것으로 정의됨. 2019년의 경우 한･중국(’15.12.20) FTA는 이행 5년차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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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6년, 이행 2년) → 44.4(’17년, 이행 3년) → 46.0(’18년, 이행 4년) → 43.9(’19년, 이행 5년)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비중(%):

14.8(’16년, 이행 2년) → 13.8(’17년, 이행 3년) → 13.0(’18년, 이행 4년) → 12.4(’19년, 이행 5년)
  ※ 2019년 1~12월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은 28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6% 감소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을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과 임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반면, 과일·채소, 가공식품, 축산물은 5% 이상 증가

곡물 수입액은 쌀, 전분박, 대두, 대두박, 땅콩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3.4% 감소한 반면, 전년

(’18년) 대비 1.1% 증가

• 주요 수입액 감소3) 품목은 쌀(△47.0%), 전분박(△2.6%), 대두(△40.5%), 대두박(△82.6%), 땅콩(△
14.4%) 등임.

• 그 중 전분박과 참깨의 수입액은 수입량이 증가했음에도 수입단가가 하락하여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함.

  ※ 전분박 수입량(천 톤): 736(발효 전 평년) → 743(’16년) → 803(’17년) → 901(’18년) → 986(’19년)
  ※ 전분박 수입단가($/kg): 0.23(발효 전 평년) → 0.13(’16년) → 0.14(’17년) → 0.16(’18년) → 0.17(’19년)
  ※ 참깨 수입량(천 톤): 30(발효 전 평년) → 20(’16년) → 28(’17년) → 32(’18년) → 31(’19년)
  ※ 참깨 수입단가($/kg): 2.23(발효 전 평년) → 2.02(’16년) → 1.91(’17년) → 1.96(’18년) → 2.08(’19년)
• 주요 수입액 증가 품목은 들깨(11.0%), 팥(4.4%), 기타채유종실(53.5%) 등임.
  ※ 들깨 수입량(천 톤): 25(’16년) → 25(’17년) → 14(’18년) → 24(’19년)
  ※ 팥 수입량(천 톤): 35(’16년) → 31(’17년) → 42(’18년) → 40(’19년)
  ※ 기타채유종실 수입량(천 톤): 14(’16년) → 18(’17년) → 17(’18년) → 19(’19년)

과일·채소류 수입액은 기타채소, 고추, 김치, 기타과실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4.2% 증가한 반면, 

전년(’18년) 대비 2.0% 감소

• 주요 수입액 증가 품목은 기타채소(84.4%), 고추(12.4%), 김치(12.0%), 기타과실(20.0%) 등임.
  ※ 기타채소 수입량(천 톤): 142(’16년) → 177(’17년) → 201(’18년) → 202(’19년)
  ※ 고추 수입량(천 톤): 193(’16년) → 213(’17년) → 230(’18년) → 240(’19년)
  ※ 고추 수입단가($/kg): 0.56(’16년) → 0.57(’17년) → 0.60(’18년) → 0.59(’19년)
  ※ 김치 수입량(천 톤): 253(’16년) → 276(’17년) → 291(’18년) → 301(’19년)
3) 이하 감소 혹은 증가 품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기준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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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 수입단가($/kg): 0.48(’16년) → 0.47(’17년) → 0.48(’18년) → 0.42(’19년)
  ※ 기타과실 수입량(천 톤): 60(’16년) → 65(’17년) → 69(’18년) → 71(’19년)
  ※ 기타과실 수입단가($/kg): 1.05(’16년) → 1.02(’17년) → 1.06(’18년) → 1.02(’19년)
• 주요 수입액 감소 품목은 마늘(△18.5%), 당근(△8.2%), 양파(△35.3%), 채소종자(△15.9%), 토마토(△

12.8%) 등임.

축산물 수입액은 닭고기, 기타 가금육, 젤라틴, 기타동물성유지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1.1% 증

가한 반면, 전년(’18년) 대비 4.6% 감소

• 주요 수입액 증가 품목은 닭고기(157.9%), 기타 가금육(70.3%), 젤라틴(308.6%), 기타동물성유지
(283.8%) 등임.

  ※ 닭고기 수입량(천 톤): 3.5(’16년) → 4.3(’17년) → 6.2(’18년) → 6.7(’19년)
  ※ 닭고기 수입단가($/kg): 3.69(’16년) → 3.46(’17년) → 3.46(’18년) → 3.72(’19년)
  ※ 기타 가금육 수입량(천 톤): 3.4(’16년) → 3.6(’17년) → 5.2(’18년) → 6.0(’19년)
  ※ 기타 가금육 수입단가($/kg): 3.81(’16년) → 3.65(’17년) → 3.69(’18년) → 3.64(’19년)
  ※ 젤라틴 수입량(천 톤): 1.4(’16년) → 1.7(’17년) → 2.0(’18년) → 4.6(’19년)
  ※ 젤라틴 수입단가($/kg): 4.41(’16년) → 4.62(’17년) → 4.55(’18년) → 4.69(’19년)
  ※ 기타동물성유지 수입량(천 톤): 25.7(’16년) → 31.3(’17년) → 27.5(’18년) → 11.0(’19년)
  ※ 기타동물성유지 수입단가($/kg): 0.51(’16년) → 0.55(’17년) → 0.57(’18년) → 0.91(’19년)
• 주요 수입액 감소 품목은 기타 양모·조수모 등(△0.7%), 동물의 건과 근(△43.3%) 등임.
 ※ 기타 양모·조수모 수입량(천 톤): 90(’16년) → 86(’17년) → 92(’18년) → 79(’19년)
 ※ 동물의 건과 근 수입량(천 톤): 13(’16년) → 7(’17년) → 8(’18년) → 4(’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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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

평년
(A)

’15 2년차(’16) 3년차(’17)
4년차(’18)

(B)
5년차(’19)

(C)
발효 전 대비

(C/A)
4년차 대비

(C/B)

전체 합계 4,476 4,437 4,424 4,439 4,603 4,391 -1.9 -4.6

농산물 2,537 2,437 2,530 2,538 2,689 2,696 6.3 0.2 

- 곡물 878 686 619 592 665 672 -23.4 1.1 

- 과일채소 705 760 805 788 822 806 14.2 -2.0

- 가공식품 954 991 1,106 1,159 1,202 1,218 27.7 1.3 

축산물 149 171 180 188 205 196 31.1 -4.6

임산물 1,790 1,829 1,714 1,713 1,708 1,499 -16.2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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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표 2> 중국산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
평년
(A)

’15 2년차(’16) 3년차(’17)
4년차(’18)

(B)
5년차(’19)

(C)
발효 전 대비

(C/A)
4년차 대비

(C/B)

화강암제품 562 615 643 684 702 561 -0.1 -20.0

혼합조제식료품 184 207 211 252 276 245 32.8 -11.5

기타채소 92 118 130 141 161 169 84.4 5.0 

전분박 172 127 98 116 148 168 -2.6 13.5 

기타 가구 123 143 134 142 143 147 19.4 2.2 

고추 126 116 109 122 138 142 12.4 3.1 

김치 114 113 121 129 138 127 12.0 -7.8

쌀 193 160 154 124 120 102 -47.0 -15.3

합판 256 250 206 161 129 87 -66.0 -32.3

침대 73 94 92 86 79 84 14.8 6.5 

당면 69 69 72 73 76 82 18.6 7.8 

기타 양모, 조수모 등 79 92 90 86 92 79 -0.7 -14.3

기타소스제품 59 61 58 69 76 76 28.9 -0.5

개 사료 34 43 49 59 66 75 120.8 14.1 

기타과실 60 62 63 67 73 72 20.0 -1.3

기타한약재 61 62 60 58 61 67 10.0 11.0 

참깨 68 55 40 53 63 65 -4.4 3.9 

물 13 27 51 42 50 57 343.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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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은 발효 5년차(’19년) 기준으로 정렬했으며, 발효 전 평년은 2011~2015년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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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4)

한·중 FTA 이행 5년차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1.6%로 이행 4년차(66.9%) 대비 

4.7%p 증가

2019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5)은 19.0억 달러이며, 그 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액은 13.6억 달러임.

• 수입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도라지
(99.8%), 고사리(100.0%), 맥주(99.8%), 도토리(97.0%)와 혼합조제식료품(92.5%) 등임.

• 수입 특혜관세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18년 첫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당면이 이행 4년차 대비 
22.7%p 증가했으며, 대두, 팥과 기타식물성액즙이 각각 4.5%p, 10.4%p와 6.0%p 증가

<그림 2>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양허 대상품목 전체 수입액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협정에 따라 양허된 전체 품목 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액의 비중
을 의미함.

5) 2019년 중국산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사용된 수입액 자료는 ’19년 1~10월 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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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한·중 FTA 이행 5년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9.9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4.3% 증가, 4년차 대비 

10.6% 감소

이행 5년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0.4억 달러, 전년 대비 1.2억 달러 감소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발효 전 평년 대비 0.7%p, 전년 대비 0.5%p 하락

•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억 달러):
11.0(’16년, 이행 2년) → 9.9(’17년, 이행 3년) → 11.1(’18년, 이행 4년) → 9.9(’19년, 이행 5년)

•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 비중(%):
17.0(’16년, 이행 2년) → 14.5(’17년, 이행 3년) → 16.0(’18년, 이행 4년) → 15.5(’19년, 이행 5년)

  ※ 2019년 1~12월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은 51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3% 감소

<그림 3>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과일·채소 및 가공식품을 제외한 對중국 모든 부류별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

곡물 수출액은 대두박, 밀, 감자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4% 감소, 전년(’18년) 대비 53.9% 감소

• 곡물의 주요 수출 품목은 대두박, 밀, 감자 등이며, 밀은 평년 대비 7.2% 증가, 전년 대비 14.5% 감
소하였으며, 감자는 평년 대비 220.1% 증가, 전년 대비 23.6% 감소함.

  ※ 대두박 수출량(천 톤): 0.08(’15년) → 1.4(’16년) → 8.4(’17년) → 3.5(’18년) → 0(’19년)
  ※ 밀 수출량(천 톤): 2.2(’15년) → 2.8(’16년) → 2.5(’17년) → 2.6(’18년) → 2.2(’19년)
  ※ 감자 수출량(천 톤): 1.3(’15년) → 1.9(’16년) → 1.1(’17년) → 0.6(’18년) → 0.4(’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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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액은 기타 양모·조수모 등, 가죽, 조제분유, 돼지고기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3.0% 

감소, 전년(’18년) 대비 11.9% 감소

• 주요 수출액 감소 품목은 기타 양모·조수모 등(△51.6%), 가죽(△85.5%), 조제분유(평년 대비 
21.6%, 전년 대비 △12.3%), 돼지고기(△52.0%) 등임.

  ※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이 남미 국가들(브라질 등)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있는 영향이 있었던 것
으로 판단됨.6)

•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소원피(212.4%), 생우유(77.2%) 등임.
  ※ 생우유는 사드(THAAD) 이후 생우유 유통업자들의 한국산 생우유 재고 증가 우려로 인해 ’17년 

수출이 감소했으나,’18년 상반기 이후 사드영향 완화로 한국산 생우유 현지 판매가 점차 회복되면
서 수출 증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

과일·채소류 수출액은 기타과실, 과실혼합물, 채소종자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51.0% 증가한 반

면, 전년(’18년) 대비 5.2% 감소

•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기타과실(363.5%), 과실혼합물(967.0%), 채소종자(70.3%) 등임.
• 주요 수출액 감소 품목은 유자(△32.7%), 토마토(△24.8%), 난초(△96.3%)등이며, 기타감귤류

와 채소종자의 수출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71.4%, 70.3% 증가했으나, 전년 대비 각각 60.1%, 
4.4% 감소함.

<표 3> 對중국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

평년
(A)

’15 2년차(’16) 3년차(’17)
4년차(’18)

(B)
5년차(’19)

(C)
발효 전 대비

(C/A)
4년차 대비

(C/B)

전체 합계 952 1,047  1,097  986 1,111  993 4.3 -10.6
농산물 693  749 809 744 823 783 13.1 -4.8
- 곡물 4 6 8 10 8 4 -1.4 -53.9
- 과일채소 72  105 134 101 115 109 51.0 -5.2
- 가공식품 617  638 668 632 700 670 8.7 -4.2
축산물 149  196 189 133 147 130 -13.0 -11.9
임산물 110  102 98 110 140 80 -27.8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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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6) ‘17년 대비 ’18년 중국의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약 208% 증가(GTA, 2019.12.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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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對중국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
평년
(A)

’15 2년차(’16) 3년차(’17)
4년차(’18)

(B)
5년차(’19)

(C)
발효 전 대비

(C/A)
4년차 대비

(C/B)

라면 34 39 75 103 93 104 208.8  11.4  

혼합조제식료품 68 79 89 81 103 81 19.5 -21.9

맥주 10 19 24 50 84 80 737.1 -4.3

조제분유 57 94 105 61 79 69 21.6 -12.3

자당 125 88 98 92 81 55 -56.4 -32.2

기타음료 29 34 37 33 37 45 57.1 22.9 

홍삼 28 22 12 25 34 35 25.8 3.0 

커피조제품 52 42 33 22 28 31 -40.2 11.1 

기타과실 6 13 23 19 18 29 363.5 62.4 

과실혼합물 2 14 30 30 34 26 967.0 -24.2

판지 47 62 55 52 74 25 -47.2 -66.4

소원피 7 7 6 13 13 22 212.4 75.2 

기타소스제품 11 15 18 18 18 20 83.1 8.8 

단일과실조제품 20 32 34 14 19 19 -5.0 1.2 

생우유 10 17 16 14 16 17 77.2 6.0 

비스킷 37 53 51 26 22 16 -55.4 -26.0

캔디 8 11 12 7 8 15 88.3 90.5 

채소종자 8 14 16 14 15 14 70.3 -4.4

유자 21 22 21 15 19 14 -32.7 -26.5

권련 13 9 10 11 12 13 1.6 12.7 

기타베이커리제품 47 54 36 15 12 11 -76.1 -9.4

기타 양모, 조수모 등 23 24 23 17 16 11 -51.6 -29.8

기타임산물 23 7 4 3 6 11 -51.8 81.0 

곡류조제품 6 8 9 6 12 10 73.5 -16.2

소주 8 8 9 7 10 8 8.8 -15.8

아이스크림 6 10 11 9 8 7 22.8 -6.0

밤 18 10 13 17 16 6 -64.6 -61.4

가죽 34 23 16 17 14 5 -85.8 -64.6

초콜릿 9 10 9 6 7 5 -50.2 -32.1

대두유 15 1 0 0 0 0 -96.8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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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은 발효 5년차(’19년) 기준으로 정렬했으며, 발효 전 평년은 2011~2015년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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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對중국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7)

이행 5년차 對중국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47.2%로 이행 4년차(43.4%) 대비 3.8%p 

증가

2019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8)은 9.1억 달러이며, 그 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액은 4.3억 달

러임.

• 수출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60% 이상인 품목은 라면
(87.4%), 기타음료(61.3%), 돼지고기(85.1%), 기타과실(83.8%)과 홍삼조제품(93.1%) 등임.

• 그 중에서 라면, 기타음료와 기타과실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4년차 대비 각각 5.8%p, 
2.2%p와 7.8%p 증가했으나, 돼지고기와 홍삼조제품은 각각 4.0%p와 0.9%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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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수출 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한 금액의 비중을 의미함.
8) 2019년 對중국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사용된 수출액 자료는 ’19년 1~10월 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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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對중국 곡물과 임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반면, 과일·채소, 가공식품, 

축산물은 5% 이상 증가

곡물수입액은 쌀, 전분박, 대두, 대두박, 땅콩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3.4% 감소한 반면, 과일·채

소류 수입액은 기타채소, 고추, 김치, 기타과실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4.2% 증가하고, 축산물 수

입액은 닭고기, 기타 가금육, 젤라틴, 기타동물성유지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1.1% 증가함.

對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평년 대비 4.3% 증가, 4년차(`18년) 대비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4년차 대비 대중국 수출액이 감소한 원인은 곡물 수출액 그 중에서도 대두박의 수출이 부재한 영향과 돼지고기 수출

액 감소가 큰 부분에서 기인함.

• 돼지고기의 경우, 남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물론, 생우유는 사드(THADD) 영향 완화로 현지판매가 회복되면서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인 농식

품 수출을 견인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한·중 FTA 이행 5년차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1.6%인데 반해, 對중국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47.2%에 불과함.

물론, 4년차에 비해 對중국 수출 농산물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3.8%p 증가하였지만, 중국의 특혜관세 활용률 증가

율인 4.7%p에는 미치지 못함.

• 우리나라의 주요 농식품 수출품목 중 라면, 돼지고기, 기타과실, 홍삼조제품의 경우 80% 이상의 높
은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기록

• 하지만, 주요 농식품 수출품목 중 맥주, 조제분유, 자당 등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60%에도 미치지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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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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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 슈 리 포 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