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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돈(돈육)시장 발전 현황과 전망1)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및 정책 조치

❍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구역은 158곳으로서 사육하는 집돼지는 154곳, 야생 

멧돼지는 4곳으로 파악되었음.2)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돈육상품은 전국적인 유통이 아니

라 구역, 성, 심지어 시현(市縣)급으로 나누어졌으며 생돈 가격도 부분적인 공급과 수요

에 따라 분화(分化)되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돈육 수급과 가격은 주로 세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침. 

n 첫 번째 단계, 북방지역은 생돈의 공급 과잉으로 돈육가격이 하락하고 남방

지역은 돈육가격이 상승했음.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러한 추세를 

보였고, 주로 북방의 양돈 농가는 출하 시기가 되었는데도 가격 상승을 기대

하며 적기에 출하하지 않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남방은 공급 부족

으로 돈육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음.

  - 이에 따라 생돈을 운반하던 것으로부터 돈육 운반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북방의 양돈지역에서는 전염병과 적자로 이중고를 겪게 됨. 

  - 농업농촌부는 2018년 9월 11일, 《생돈 및 그 제품의 성 밖 운송 관리 감독 

1) 이 자료는 KREI 중국사무소가 개최한 제20회 한중농업포럼에서 중국농업과학원 농업정보연구소의 주증융(朱增勇) 박

사가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추가 보완하여 재작성한 것임. 

2)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성(省)은 총 31곳으로서 랴오닝(18), 허난(2), 저장(2), 안후이(9), 지린(집돼지3, 
멧돼지1), 상하이(1), 장시(3), 톈진(2), 베이징(4), 광둥(3), 푸젠(3), 산시(山西, 5), 헤이룽장(집돼지5, 멧돼지
1), 장쑤(3), 후난(8), 산둥(1), 허베이(1), 산시(陝西, 4), 충칭(3), 네이멍구(집돼지5, 멧돼지1), 하이난(6), 시장
(3), 신장(3), 구이저우(10), 칭하이(2), 후베이(집돼지7, 멧돼지1), 쓰촨(7), 광시(9), 윈난(11), 닝샤(4), 간쑤(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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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生猪及其产品跨省调运监管的通知)》를 발표

함.

  - 그 영향으로 인해 3분기 말에는 생산지와 소비지의 생돈 가격에 차별화가 나

타나면서 대폭 상승하거나 하락했으며 주산지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나 남

방의 소비구역은 비교적 양호한 이윤을 기록함.

  - 12월 27일 발표한 《농업농촌부의 생돈과 그 제품 운송의 규범화에 관한 통

지(农业农村部关于规范生猪及生猪产品调运活动的通知)》에서 생돈 제품의 운

송정책을 조정하였으나 운송절차가 복잡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검사 비용

이 많이 들었으며 지역보호주의가 성행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실

질적인 시행 효과 획득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특히 동북지역과 허난, 산시(山西) 등지는 적자가 심해 도축과 냉동 물류에 

이윤이 집중되었다. 광둥, 저장, 상하이, 쓰촨, 푸젠 등 소비지역에서는 생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여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불법 

판매가 성행하고 이로 인해 전염병의 확산속도가 더 빨라졌음. 

  - 주요 산지의 생돈 생산능력 저하 정도가 남방지역보다 더 컸음. 상품 생돈 생

산주기(6개월)가 지난 후 생산지역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재차 상승함. 

n 두 번째 단계, 돼지는 부족하나 돈육은 부족하지 않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

생하게 되었으며 가격은 북방이 상승하고 남방이 하락하게 됨.

  -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가 이러한 단계였으며 북방지역은 안정적이었으나 

남방은 전염병으로 인해 공황성(恐慌性) 출하 현상이 나타났고 모돈(母猪)의 

생산능력이 급격히 저하하는 정황도 나타남.

  - 그중에서도 광시와 광둥의 생돈 생산능력의 하락폭이 가장 컸음. 북방의 생

돈 가격 상승과 남방의 생돈 가격 하락이 나타났으며 북방 주산지의 생돈 

생산능력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하락함으로 인해 2019년 2월부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함.

  - 2018년 10월 이래 주산지의 도축가공기업은 가격이 낮을 때 대량의 냉동 돈

육을 저장해놓아 재고량이 증가함. 그러나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감소하여 

돈육가격은 소폭으로 상승함. 농업농촌부에서 발표한 전국무역시장의 돈육 

평균가격은 1월 대비 13.6% 상승에 그쳤는바 생돈가격 상승율 27.0%에 비

하면 미미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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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세 번째 단계, 돈육과 생돈의 공급이 모두 단계적으로 긴장한 상태에 처하게 

됨.

  -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 단계에 처해있으며 특히 8월 이후 소비지에서 

나타난 돈육가격 폭등은 전국 돼지가격의 전반적인 급상승을 초래함.

  - 번식 가능 모돈의 생산주기(12~14개월) 경과 이후 기존 모돈의 생산능력이 

빠르게 하락하면 전국의 돈육공급에 대한 영향도 나타남.

그림 11. 주요 예방조치

  

❍ 2019년 1월, 농업농촌부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실시

방안(非洲猪瘟疫情应急实施方案, 2019)》은 기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예비대책(非
洲猪瘟疫情应急預案)》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기술규범(시행)[非洲猪瘟防治技术规范
(试行)]》을 개선한 응급대책임.

❍ 내용은 주로 4가지 면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진과 보고 순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지역으

로 의심되는 성을 명확히 밝히고 성급의 동물방역기구에서 정확하게 확진을 내려야 함. 

이와 동시에 지방의 각급 동물방역기구에서는 절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

황을 보고하고 검사 샘플을 제공하며 농업농촌부에서 확정하고 발생 상황을 발표하도

록 해야 함. 

 - 둘째, 발생 상황의 등급분류 기준 세분화. 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 상황과 위험 정도 및 

발전 전망에 따라 원래의 3등급 체제를 4등급 체제로 조절함. 특별엄중(Ⅰ), 엄중(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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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큼(Ⅲ), 일반(Ⅳ) 네 가지로 나누고 부동한 등급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규정했

음. 고위험지역에서 저위험지역으로 생돈을 운송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생돈 및 

생돈 제품 운송에 대해 차별화 관리를 시행함. 

 - 셋째, 긴급처치 조치 조정. 긴급처치 조치 및 생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봉쇄를 해제

하고 생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최적화함. 

 - 넷째, 기술요건 제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진단, 샘플 채집, 소독, 무해화(無害化) 

처리 등 여러 가지 기술요건을 강화함.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분리감별 작업은 농업농촌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음. 긴급처치 조치로는 주로 도축 범위를 조정하고 봉쇄해제 조건을 조정하는 것임. 

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에서는 봉쇄를 해제하기 전에 시험대상용 돼지(哨兵猪)를 관찰 감

독할 경우 봉쇄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시험대상용 돼지를 내놓지 않으면 봉쇄 기간

을 여전히 42일로 실시함. 

 - 도축장에서 책임을 지는 정황에 따라 생산을 회복하는 시간에 대해 차별화 정책을 시

행함. 도축장에서 자발적으로 전염병 발생정황에 대해 보고하고 소독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실험실 검사가 합격하고 위험평가에서 통과되면 48시간 후에 생산을 진행할 

수 있음.

 - 수의부문에서 도축장의 전염병 발생 상황을 발견할 경우 상술한 조치를 한 후 15일이 

지나야 다시 생산할 수 있음. 봉쇄를 해제한 이후 농장을 비우는 시간을 조절함. 방역

작업의 실시 상황에 따라 봉쇄를 해제한 이후 발병지역과 발병구역에서는 도축 범위 

내에 있지만 계속해서 돼지를 사육해야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시험대상용 돼지를 사

용해 경과를 지켜보고 45일 이후 임상시험을 통해 음성판정을 받으면 돼지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함. 축사를 비우는 기간은 원래의 6개월로부터 45일로 단축함.

❍ 생돈 생산정책의 검토. 2019년 9월 6일, 국무원 판공청에서는 《생돈의 생산 안정화와 

구조적인 변혁, 승급에 대한 의견(关于稳定生猪生产促进转型升级的意见)》을 발표하고 

생돈의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23가지 정책 조치를 단행함. 

 - 농업농촌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처와 함께 중국공산당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생돈 생산의 안정, 현대화 사육체계 구축, 전염병 방역 강화, 물류체계 현대화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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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치의 실행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등 각 방면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

책 조치를 발표함.

 - 이와 동시에 문서에서는 처음으로 성(省)에서 돈육의 안정적인 생산과 증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표를 제기함으로써 성정부의 책임 시행을 강화하여 이후 정책의 효과적인 시

행에 유리한 조치였음.

 - 전염병, 환경보호와 대출난 등 요소는 생산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써 

정책을 통해 농장에서 “감히 키우지 못하고”, “키울 돈이 없고”, “키울 땅이 없

는” 등의 문제를 해결함. 

 - 생돈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농장의 시장 위험과 전염병의 공포에 대한 부담

감을 줄여주었음. 현재 자돈(仔猪)의 구입 원가가 2배로 오르고 생물 안전과 환경보호 

개선비용이 현저히 올랐음.

 - 이런 문제에 직면하여 자돈을 신선식품으로 분류하고 녹색통로3)를 통해 자돈 가격 상

승에 따른 생돈 사육원가 상승을 감소시킴. 

 -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 전체 현의 프로젝트 실시를 추진하고 

생돈의 생산에 필요한 기구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늘려 농장의 분뇨처리비

용을 낮춤. 

 - 대출난과 자금난 문제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부합되는 종돈장과 규모경영을 진행하는 

농장, 도축가공업체에 대해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경영권, 농장, 대형사육

기계 등 여러 면에 대한 담보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함. 대출 이자 우

대와 규모화 농장 경영을 통해 돼지가격의 하락과 전염병으로 인한 자금문제를 해결함.

 - 사육용지는 그전에 사육을 금지하고 농장을 이동시킬 때 한쪽의 이익만 추구하던 것을 

바로잡고 현재의 생돈 생산 의욕을 안정시키고 타지에서 양돈 농가를 재건할 수 있도

록 용지를 제공하며 환경영향평가 절차심의를 신속히 처리하며 생산성 증대에 대한 투

자속도를 높임. 이런 조치들은 생돈 생산력의 전체적인 회복과 농장 생산의 적극성에 

확실한 보장과 추진력을 제공함. 

3) 녹색통로(綠色通道): 농식품(먹거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운송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에 특별우대통로(綠色通道)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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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은 보조금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살처분 보조경비를 연도 

정산으로부터 반기 정산으로 조정하고, 성(省)재정의 총괄작용을 강화하고 아프리카돼

지열병의 방역작업경비에 대한 보장, 생돈 생산의 안정, 살처분 보조금 등 정책의 실현

이 어려운 지역(현시)에 대해서는 현지의 재정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취소할 수 있는바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전염병 발견과 보고로 인한 심리적 부담

도 완화됨.

 

그림 12.  2007-2008년 중국의 생돈 사육규모, 출하량, 돈육생산량

 

* 통계자료는 각 연도 《중국축산업통계(中国畜牧业统计)》를 참고하였음.

 2. 중국 양돈산업의 발전 전망

❍ 중국 건국 이래, 중국의 생돈업의 발전은 대체적으로 다섯 개 단계를 거쳤다. 개혁개방

전의 굴곡적인 발전단계(1949-1976), 개혁발전단계(1977-1984), 빠른 발전단계

(1985-1997), 구조조정단계(1997-2006), 표준화·규모화·산업화로 나가는 전환단계

(2007- ).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생돈산업은 지속적으로 빠른 발전을 유지했으나 파동은 

비교적 컸음. 2007년부터 생돈생산과 가격의 파동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이상적으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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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했음. 이는 중국의 생돈생산과정에 새로운 문제, 새로운 도전이 존재하고 있음을 폭

로한 격이었으며 국가의 축산업발전에 대한 중시를 불러일으켰음.

❍ 2007년, 국무원에서는 중요문건을 잇달아 발표해 표준화규모화사육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하고 사육업의 기술함량을 높이며 생돈 생산정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국가의 생돈업 

발전에 대한 지원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으며 이로써 생돈업 발전의 기복이 큰 상황을 

컨트롤하고 생돈업에 대한 거시적 조절을 강화하였음. 상술한 정책의 도입과 시행은 

모두 전국 양돈농가의 사육의 적극성을 높이고 양돈산업의 산업화, 규모화, 표준화 발

전을 추진하고 사육현대화로의 발전을 추진함.

❍ 2018년의 사육규모는 42817만 마리, 출하량은 69382만 마리, 돈육 생산량은 5404만 톤

이었는바 1978년에 비해 각각 1.42배, 4.31배, 7.04배에 달했고 연평균 0.88%, 3.72%, 

5.00% 증가함.

*수치자료는 그 해 《중국축산업통계(中国畜牧业统计)》를 참고함.

❍ 양돈지역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국의 양돈 범위는 굉장히 넓다. 돼지사육 규모가 작거나 

없는 신장, 칭하이, 닝샤, 시장, 하이난 등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성에서 규모와 수량 

차이는 있지만 일정 규모의 양돈산업이 발전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양돈 주산지는 쓰촨분지, 황허와 화이허 유역, 양쯔강 중하류의 3대 지구

에 집중되어 있음. 돼지사육에는 옥수수 등 곡물이 대량으로 필요하며 상술한 지역에

는 곡물 자원이 풍부하다. 사료용 곡류는 바로 축산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원가를 

연도
사육규모

(만 마리)

출하량

(만 마리)

돈육생산량

(만 톤)

출하율

(%)

중량

(kg/마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7,075

48,030

47,893

47,160

45,803

44,209

44,159

42,817

67030

70725

72768

74952

72416

70074

70202

69382

5132

5444

5619

5821

5645

5426

5452

5404

143%

150%

152%

156%

154%

153%

159%

157%

76.56

76.97

77.22

77.66

77.95

77.43

77.66

77.89

표 2. 2011년 이래 중국의 생돈 생산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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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춰 농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일정 수준의 지역적 우위를 갖추고 있음. 

❍ 2018년의 전국 생돈 출하량은 70202.1만 마리임. 생돈 출하량 상위 10위권에 든 성은 

쓰촨(9.6%), 허난(9.2%), 후난(8.6%), 산둥(7.3%), 후베이(6.3%), 윈난(5.5%), 광둥(5.4%), 허

베이(5.3%), 광시(5.0%), 쟝시(4.5%)로서 10개 성의 생돈 출하량은 각 성 모두 3000만 마

리 이상이며, 전국의 총출하량의 66.7%를 차지함. 나머지 9개성[안후이, 장쑤, 랴오닝, 

헤이롱장, 구이저우, 충칭, 지린, 푸젠, 산시(陝西) 포함]의 출하량도 각 성 모두 1000만 

마리 이상이었으며 전국의 25.6%를 차지함. 쓰촨은 중국에서 생돈 출하량이 가장 많은 

성으로서 2018년에 6638만 마리를 출하했으며 560개 생산대현(縣)의 생돈 출하량은 전

국 총량의 80% 이상을 차지함.

 3.. 돈육시장의 공급과 수요, 수출입 및 가격 추세

그림 13. 도시와 농촌주민 1인당 평균 돈육 소비량(kg)

  

❍ 돈육 소비 총량과 1인당 소비수준은 상승추세에서 하락추세로 전환됨. 2000년 이후 중

국의 국민소득 수준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돈육 소비도 장기간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부터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약간씩 감소함. 2014년 중국의 돈육 소비량

(당해연도 생산량+순수입량)은 5855만 톤으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0

년 대비 36.5% 증가한 수량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2%였음. 소비구조 조정과 개선 등 

요인으로 인해 돈육 소비는 2015년부터 4년 연속 소폭 하락했으며 2018년의 소비량은 

5506만 톤으로서 2014년에 비해 349만 톤이 감소하였고 감소율이 6.0%에 달했으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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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소비량은 39.46kg으로서 2014년에 비해 7.8% 감소함.

❍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도시주민의 1인당 돈육소비량은 2012년에 21.2kg을 기

록한 이후 소폭 하락추세를 나타내어 2016년에는 20.4kg을 기록하였다가 2017년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2018년에 22.7kg이 됨. 농촌가정의 주민 1인당 돈육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23.0kg이 되었음. 2000-2018년 기간, 도시와 농촌주민의 연평균 

돼지고기 소비 증가율은 각각 1.7%와 3.0%이며, 2000년 도시와 농촌주민의 돼지고기 

소비 격차는 3.4kg이었으나 2017년에는 1.1kg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농촌주민의 

소비량이 도시주민보다 0.2kg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4. 2012년 분기별 생돈 사육규모

 

❍ 1-3분기의 돼지, 소, 양, 가금의 육류생산량은 5508만 톤으로서 동기대비 8.3% 감소함. 

그중 가금육(禽肉), 소고기(牛肉), 양고기(羊肉)의 생산량은 각각 1539만 톤, 458만 톤, 

330만 톤을 기록했으며 각각 10.2%, 3.2%, 2.3% 증가하였다. 돈육 생산량은 3281만 톤

으로서 17.2% 감소함. 그중 3분기의 생돈 출하량은 9632만 마리로 전년 동기대비 

40.4% 감소했고 돈육 생산량은 711만 톤으로서 동기대비 42.1% 감소함. 

❍ 농업농촌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9년 1-9월 사이 일정 규모 이상의 생돈도축기업의 

도축량은 15524.25만 마리로서 전년 동기대비 13.6% 감소함. 이 가운데 9월 도축량은 

1233.72만 마리로서 전월 대비 15.7%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35.8% 감소함.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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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곳 측정지점의 돼지사육 규모는 월간 대비 3.0% 줄었으며 동기대비 41.1% 감소함. 

그중 번식 가능 모돈의 사육 규모는 월간 대비 2.8%, 동기대비 38.9% 줄었다. 

❍ 주(周)간 가격에서 볼 때 거래시장의 돈육가격은 5월 첫째 주 24.67위안으로 시작해 전

반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했고 6월 중하순과 8월 중하순에는 상승률이 높아

졌으며 9월에는 다시 떨어짐. 10월 하순에는 다시 상승세로 회복되어 10월 마지막 주

에는 1kg당 58.58위안으로 전월 대비 6.6% 상승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148.3% 상승함. 

거래시장의 생돈 가격은 2019년 5월 둘째 주에 1kg당 21.57kg으로 하락한 이후 37주 

연속 상승해 10월 마지막 주에는 1kg당 77.55위안까지 상승하여 월간 대비 43.7%, 전년 

동기대비 222.2% 상승함.

그림 15. 돈육가격 상승이 하반기 돈육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 2019년의 1-3분기, 돈육수입량은 132.6만 톤으로서 전년동기대비 43.7% 증가함. 10월부

터 돼지가격이 재차 급상승하여 중국 국내의 내장만 제거한 통돼지 가격이 40위안/kg 

이상으로 올랐으나 9월의 수입가격은 16위안/kg에 불과했다. 4분기에는 돈육수입량이 

급증하여 70.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9년 연간 돈육수입량은 20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1-9월의 생돈제품 수출량은 누계 16.78만 톤으로서 동기대비 

29.2% 감소함. 그 중 돈육 수출은 2.2만 톤으로서 동기대비 32.1% 감소하였고 가공 돈

육은 6.06만 톤으로서 동기대비 30% 줄었으며 산 돼지는 8.5만 톤을 수출하여 동기대

비 27.4% 감소함.

 4. 미래전망

❍ 미래에도 돈육공급은 긴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2019년 국가통계국의 수치에 근

거한 3분기 말 생돈 사육규모인 30675만 마리와 지난 3개 분기의 평균 출하율 0.35에 

의거 계산하면 제4분기의 출하량은 1억 740만 마리로 동기대비 46% 감소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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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연간 돈육 생산량은 4040만 톤으로서 전년대비 25.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적정 규모화 사육유형인 “회사+농가”가 미래 발전 방향으로 자리 잡고 일체화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임. 사육유형 측면에서 본다면 “회사+농가”유형과 가축 사육 농가

가 자가 번식 및 사육하는 유형 모두 외부와 격리시켜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야 함. 

“회사+농가”유형은 고정자산의 투자위험을 분산시켰고 기업의 신속한 확장에 유리하

며 전문적인 분업을 통해 같은 날에 돼지를 출하하는 우리에 들이는 사육유형으로 전

염병의 확산 위험을 감소시킴. 전염병의 확산 상황과 정책 지도의 영향으로 규모화 수

준은 빠르게 향상될 것임. 도축 생산능력은 판매지역으로부터 생산우위지역으로 집중

될 것이며 동시에 생산지역 내부의 도축·가공 능력도 개선되고 제고될 것임.

그림 16. 양돈산업 미래 발전 전망

❍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능력의 회복은 더딜 것이며 양돈주기는 현저히 

길어질 것임. 

❍ 2006년의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바이러스와 2014년부터 시작한 환경보호정책

으로 인해 모돈의 생산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했으며 돼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전

염병과 환경보호로 인한 양돈장 폐쇄, 돼지가격의 하락, 생돈제품 운송정책 및 지역분

할 방역정책 등의 영향으로 기초 모돈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됨. 

❍ 사육 주체는 생물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와 기술 수준 제고에 따라 생산비도 증가하게 

됨.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부족하여 전염병 고위험지역에서는 모돈의 생산능력이 

하락할 것이며 사육의 적극성을 저해함. 이번 주기의 상승시간은 대략 2007년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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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상승주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주기 이상 지속 가능성이 큼.

❍ 생돈제품은 “돼지를 조절”하는 것으로부터 “돈육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생산과 판매구조, 소비습관은 피동적인 조절을 겪게 되었으며 육류소비구조 가운데서 

돈육 비중은 더 줄어들 것임. 

❍ 2018년 9월 이래 생돈제품의 유통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발생하였고 돈육공급의 불균형

으로 인해 유통시장에서 “돼지 조절”로부터 “돈육 조절”하는 것이 더 빨라지고 

“돈육 조절”하는 것이 생돈제품 유통의 주된 방식으로 자리잡았으며 냉장육 소비가 

현저히 증가할 것임. 최근 5a에는 돈육의 공급과 수요 균형점이 5500만 톤 정도로서 

돈육의 공급 감소로 인해 가금육이 100-200만 톤에 이르는 돈육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육류소비에서 돈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의 62.7%로부터 2020년에는 

50-5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7. 2018년 4월 이래 미국산 돈육 수입량

❍ 2019년과 2020년에는 중국의 돈육수입량 기대치가 혁신적인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

망됨. 

❍ 미국 농업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8년의 전 세계 돈육 및 유관제품 수출량은 약 845

만 톤이며 EU의 돈육 및 유관제품 수출량은 293만 톤, 미국의 수출량은 약 266만 톤, 

캐나다의 수출량은 약 133만 톤, 브라질의 수출량은 약 63.5만 톤으로서 총 766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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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돈육수출량의 91%를 차지함. 

❍ 주요 수입국과 시장은 중국, 일본, 멕시코, 한국, 홍콩이며 돈육의 수입 수요는 하방경

직성(剛性)을 띔. 각 지역의 2018년 수입량은 각각 119, 92, 89, 46, 25만 톤으로서 총 

371만 톤을 기록함. 미국의 2019년 돈육생산량은 46만 톤 정도 증가할 것이며 2017년 

하반기의 돼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EU는 0.1% 정도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캐나다와 브라질의 돈육수출량은 10-20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타 나라들에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국제시장에

서 충당할 수 있는 잉여량이 50-70만 톤 정도이며 전 세계의 돈육시장에서 2019년 중

국이 수입할 수 있는 양은 170-200만 톤 정도임. 

❍ 전 세계의 돈육가격이 오르면서 남미와 EU,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생산능력이 

확대될 것이고 2020년에는 수입 가능 돈육 양이 300만 톤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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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4)

¡ 2019년 10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114.64로 지난 9월대비 1.98p 4개월 연속 상
승,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7.6p 상승 

− 채람자(菜篮子)농산물의 2019년 10월 도매시장가격지수는 116.59로 지난 9월 대비 2.2p 4개
월 연속 상승,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8.0% 상승, 상승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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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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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전월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하락. 과일 가격을 보
면 복숭아(+17.6%)를 제외한 사과(-26.1%), 감(-23.7%), 감귤(-15.9%), 배
(-12.9%), 포도(-6.8%), 모두 하락. 과채 가격은 딸기가 전월대비 5.1% 하락한 외에 전
반적으로 상승, 수박(+33.3%), 토마토(+26.8%), 오이(25.2%) 상승. 엽근채소 가격은 모두 
하락, 무, 배추, 양배추, 당근, 감자 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20.6%, 14.1%, 11.8%, 10.2%, 3.7% 하락

표 1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19년 6월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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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2019년 10월 2019년 10월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19.10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 852 862 864 864 837 -1.39 2.06 
콩 978  980  956  956  917  -0.09 3.36 

엽근
채소

배추 201  258  244  244  197  -14.10 -23.93
무 286  328  309  309  230  -20.57 -15.83
양배추 220  277  260  260  203  -11.84 -35.62
당근 455  434  414  414  344  -10.16 -22.29
감자 433  393  402  402  355  -3.71 2.82 

양념
채소

건고추 5341  5313  5206  5206  5170  6.49 8.88 
양파 330  352  361  361  329  -2.97 10.25 
마늘 1276  1452  1457  1457  1321  -2.47 65.30 
대파 588  651  579  579  437  -13.25 -23.97
쪽파 807  799  943  943  974  -2.99 15.05 

과일

사과(부사) 2190  2267  2057  2057  1294  -26.13 24.47 
배(풍수) 1424  1482  995  995  647  -12.90 -27.89
복숭아 1306  857  715  715  844  17.60 -29.21
포도(거봉) 2359  1783  1315  1315  1047  -6.79 -15.62
감귤(만다린) 1540  1418  1036  1036  694  -15.95 17.37 
감 647  631  787  787  527  -23.70 -10.35

과채
딸기 2572  3083  3312  3312  3571  -5.12 -13.98
토마토 499  433  447  447  555  26.80 -41.92
오이 417  436  560  560  605  25.22 4.74 
수박 560  422  359  359  460  33.29 4.50 

축산
물

쇠고기 10310  10453  10861  10861  11370  0.64 18.57 
돼지고기 3676  4025  4867  4867  7449  23.95 130.32 
닭고기 3098  3146  3391  3391  3806  2.93 31.24 

버섯
느타리버섯 1146  1197  1378  1378  1091  -9.57 3.11 
새송이버섯 1085  990  1050  1050  1009  -7.42 -16.62
팽이버섯 1027  995  1038  1038  1064  0.58 -11.83
표고버섯 1855  1874  2002  2002  1921  -0.04 5.33 

임산
물

밤 1213  1113  1368  1368  1571  19.87 -11.98
대추 2299  2308  888  888  1044  9.30 -42.04

http://www.agri.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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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 2019년 10월 소비자물가

는 3.8p로 전월대비 
0.8%p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3%p 상승

− 이 중 10월 식품가격지
수는 12.5p로 전월대비 
3.4p% 상승, 전년 동
월 대비 9.2%p 상승

¡ 10월 식품가격 전년
동월대비 상승은 육류가 주도 (66.8% 상승)

표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구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9.7 ‘19.8 ‘19.9 ‘19.10 ‘19.7 ‘19.8 ‘19.9 ‘19.10

소비자물가지수(CPI) 0.4 0.7 0.9 0.9 2.8 2.8 3 3.8
∘ 식품･담배 및 주류 0.7 2.2 2.6 2.7 6.7 7.3 8.4 11.4
   식품 0.9 3.2 3.5 3.6 9.1 10 11.2 15.5
   - 식량 0 0.1 0 0.1 0.6 0.7 0.6 0.5
   - 육류 4.9 15 15 14.7 18.2 30.9 46.9 66.8
   - 조란(鸟卵) 4.2 5 6.7 -1.3 10.5 3.6 8.2 10.4
   - 수산물 0.4 0.9 -0.2 -1.1 0.2 1.5 2.9 2.7
   - 신선채소 2.6 2.8 -2.4 -1.7 5.2 -0.8 -11.8 -10.2
   - 신선과일 -6.2 -10.1 -7.6 -5.7 39.1 24 7.7 -0.3
∘ 의류 및 복장 -0.4 -0.3 0.8 0.3 1.8 1.6 1.6 1.1
∘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1 0 0 0.1 0.8 0.7 0.6 0.6
∘ 의료보건 0.2 0.2 0.1 0.1 2.6 2.3 2.2 2.1
∘ 교통 및 통신 0.1 -0.2 -0.4 0.1 -2.1 -2.3 -2.9 -3.5
∘ 교육･문화 및 오락 1.3 0 0.1 0.1 2.3 2.1 1.7 1.9
∘ 주택(거주) 0.1 0.1 0.1 0 1.5 1 0.7 0.5
∘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0.9 1.4 0.9 0.1 3.4 4.7 5.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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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농산물 수출액은 25억 달러로 지난달에 비해 10.4% 증가. 누적기준 1~10
월 농산물 수출액은 253.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5% 감소

표 3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2019년 10월)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중국세관(http://www.customs.gov.cn)

HS
코드 품목명

2019년 2019년 10월 증감률
7월 8월 9월 10월 합계

(1~10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
기대비

01류  산동물 0.3 0.3 0.8 134.4 1131.3 31.3 -24.8 -11.8 
02류  육과 식용설육 0.2 4.1 -71.1 -37.6 12.0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0.8 0.9 1.2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2.8 4.2 2.1 1.6 14.7 35.3 -8.3 -12.6 
06류  산수목·꽃 3.0 4.6 4.8 2.0 26.9 -2.7 -57.8 -19.1 
07류  채소 44.3 40.2 47.6 4.8 56.1 0.8 -5.9 18.0 
08류  과실·견과류 2.7 1.6 3.4 53.8 436.8 13.1 -10.5 -12.3 
09류  커피·차·향신료 7.1 5.0 3.8 2.5 24.1 -28.2 -24.5 -3.6 
10류  곡물 3.6 10.3 0.3 4.1 48.1 9.0 -26.1 -12.1 
11류  제분공업제품 4.6 3.5 4.3 0.4 67.3 12.2 -71.3 -25.1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23.1 21.9 14.9 3.3 43.4 -23.5 -24.5 0.6 
13류  식물성엑스 8.9 4.9 6.5 37.5 262.6 152.4 65.6 18.5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0.2 0.2 0.2 5.3 88.4 -18.6 -43.4 5.9 
15류  동식물성유지 1.9 2.8 3.1 0.3 4.5 66.9 60.4 1.1 
16류  육·어류조제품 28.7 27.3 36.7 3.3 27.6 6.6 67.0 -4.0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6.7 6.8 8.8 34.4 305.8 -6.2 -25.6 -3.2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1.4 2.8 4.9 7.8 73.2 -10.5 19.5 7.1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4.2 13.6 13.0 3.1 28.6 -36.6 -12.3 -5.2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60.8 55.7 48.7 12.6 135.2 -3.0 5.4 7.6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15.0 14.1 13.0 55.4 634.4 13.7 -11.7 -11.7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9.4 13.8 14.1 14.3 143.1 9.8 3.1 -2.2 

합 계 239.6 234.6 232.2 9.4 109.0 -33.1 7.8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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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농산물 수입액은 9.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3.2%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
은 달에 비해 10.9% 증가

− 전년동월대비 10월 수입품목별로 보면 HS 05류(478.9%), HS 12류(374.6%), HS 06류
(108%)로 상승폭 Top 3위, HS 10류(-100%), HS 18류(-51.8%),  HS 08류(-35.1%)
로 하락폭 Top 3위  

표 4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2019년 10월) 2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중국세관(http://www.customs.gov.cn)

HS
코드 품목명

2019년 2019년 10월 증감률
7월 8월 9월 10월 합계

(1~10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0.36 38.3 
02류  육과 식용설육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2.09 1.64 1.84 1.88 17.90 2.6 21.3 19.4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0.97 1.55 1.61 3.10 14.45 92.5 478.9 339.1 
06류  산수목·꽃 0.00 0.03 0.03 0.05 0.76 57.6 108.0 -32.0 
07류  채소 0.09 0.14 0.03 0.00 0.30 -93.9 100.0 520.8 
08류  과실·견과류 0.03 0.11 5.09 6.34 11.65 24.5 -35.1 -23.5 
09류  커피·차·향신료 0.12 0.39 0.05 0.20 1.35 329.8 26.3 -27.0 
10류  곡물 0.00 -100.0 -96.2 
11류  제분공업제품 0.19 0.44 0.13 0.13 1.67 0.8 -26.7 -15.9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7.20 7.64 4.85 7.83 71.73 61.3 374.6 118.9 
13류  식물성엑스 0.86 1.68 0.88 1.32 10.19 49.5 -1.6 -21.2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0.01 0.00 0.00 0.04 0.0 23.3 
15류  동식물성유지 0.52 0.56 0.77 0.91 5.78 18.8 8.1 -0.2 
16류  육·어류조제품 4.43 4.15 5.18 5.62 40.95 8.5 60.6 39.6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7.30 9.27 9.43 9.87 68.76 4.6 -8.4 -13.1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0.21 0.33 0.73 0.50 4.42 -31.2 -51.8 -22.6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7.36 20.29 15.01 21.95 177.28 46.3 -1.1 -3.9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8.92 6.91 10.50 7.27 87.40 -30.8 -20.5 -3.1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47 8.94 9.99 9.30 88.07 -7.0 -8.4 -12.3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21.04 22.34 17.10 17.94 181.03 5.0 48.0 13.5 

합 계 78.8 86.4 83.2 94.2 784.1 13.2 10.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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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세계 식량 수출입 
¡ 2019년 10월 3대 곡물(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255.7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63.4% 증가

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31.8% 증가
− 품목별로 보면 쌀 수출량이 250.5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97.95%를 차지. 쌀 수출량 전

월에 비해 62.7%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70.8% 증가
− 10월 북한에 대한 쌀 수출량이 16.7천 톤 기록 

표 5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2019년 10월)

품목 국가 2018년
2019년7월~2019년10월 10월 증감률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한국 0.2 5.0 15.0 0.0 0.0 　 　 -33.4  
 북한 43.5  36.8  32.1  33.5  16.7  -50.3  91.2 451.0 
 일본 73.6  0.2  0.1  0.0  0.0  　 　 -32.3 
 홍콩 23.7  1.7  2.2  1.8  1.7  -9.4  -51.6 -0.5 
 몽골 26.2  4.5  4.1  2.9  2.3  -19.9  -12.9 49.7 
기타 1,921.9  294.4  194.7  54.3  229.8  323.5  33.8 -121.1 
합 계 2,089.1  342.6  248.1  92.5  250.5  170.8  34.3 -98.8 

 이 중
 - 중단립종쌀
   (백미)

 북한 43.5  36.8  32.1  33.5  16.7  -50.3  91.2 451.0 
 일본 72.9  0.2  0.1  0.0  0.0  　 　 -33.1 
 몽골 26.2  4.5  4.1  2.9  2.3  -19.9  -12.9 49.7 
 한국 0.0  0.0  0.0  0.0  0.0  　 　 　
 홍콩 23.6  1.7  2.2  1.8  1.7  -9.4  -51.5 -0.4 
 기타 1694.7  289.1  192.1  47.0  224.3  377.4  34.0 58.4 
합 계 1,861.0  332.3  230.6  85.2  245.0  187.5  34.4 62.7 

 밀 합 계 49.6  3.2  2.1  0.0  5.2  12.4  -21.6 4.5 

 옥수수

 북한 4.3  6.3  0.3  0.0  0.0  　 -100.0 310.5 
 미국 0.3  0.0  0.0  0.0  0.0  　 　 　

 캐나다 5.2  0.2  0.0  0.0  0.0  　 -100.0 -75.6 
 기타 2.1  0.1  0.0  0.0  0.1  　 -87.9 -57.9 
합 계 12.0  6.5  0.3  0.0  0.1  　 -92.6 58.3 

 대두

 한국 44.4  0.4  3.4  0.1  2.6  2503.0  585.0 -0.7 
 일본 26.6  1.4  0.9  1.4  1.4  2.9  13.2 -4.3 
 미국 13.0  0.1  0.0  0.1  0.1  -36.7  -18.0 -96.8 
기타 49.9  2.5  2.9  3.7  2.5  -32.0  -39.9 -8.9 
합 133.9  4.3  7.3  5.2  6.6  25.8  12.5 -16.2 

단위: 천 톤, %

자료: www.gtis.com/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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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2019년 10월)
단위: 천 톤, %

자료: www.gtis.com/gta/

품목 국가 2018년
2019년 7월~2019년 10월 10월 증감률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태국 899.2 24.1 16.1 17.2 17.4 1.1 -79.0  -40.5  
 베트남 1,449.6 57.5  24.6  41.5  35.0  -15.8  -69.2 -68.0 
 파키스탄 342.3 23.0  12.5  3.7  6.9  86.6  -17.7 79.8 
 기타 344.3 44.4  71.5  114.3  117.9  3.2  151.7 184.5 

 합 계 3,035.5 149.1  124.6  176.7  177.1  0.3  -29.6 -23.8 
 이 중
 - 장립종쌀
   (백미)

 태국 475.5 10.4  8.3  7.3  6.6  -9.3  -86.3 -25.9 
 베트남 1,331.3 43.2  19.2  27.3  18.2  -33.5  -81.6 -73.7 
 파키스탄 233.9 14.1  9.0  1.1  3.7  226.3  56.9 101.4 
 기타 303.1 43.0  67.5  113.1  114.8  1.4  190.8 210.7 

 합 계 2,343.9 110.7  104.0  148.9  143.3  -3.8  -24.1 -22.4 

 밀

 러시아 27.4 1.4  5.2  2.6  0.1  -96.9  -94.6 37.4 
 호주 0.6 0.0  0.0  0.0  0.0  　 　 -51.9 
 캐나다 2.5 0.2  0.1  0.2  0.3  22.7  182.2 -13.6 
 기타 0.4 0.3  0.1  0.2  0.2  24.2  841.7 1,421.6 

 합 계 30.9 1.8  5.4  3.0  0.6  -81.5  -65.1 37.4 

 보리

 호주 4,178.4 28.0  150.3  103.1  46.8  -54.6  48.7 -44.2 
 캐나다 1,679.9 119.7  19.7  40.6  39.2  -3.4  -73.6 -22.0 
우크라이나 382.2 0.0  12.2  538.9  280.8  -47.9  　 117.7 
 프랑스 574.3 102.9  170.9  168.4  292.9  74.0  97.5 58.8 
 기타 0.5 0.0  5.4  4.1  0.0  -100.0  -100.0 -100.0 

 합 계 6,815.4 304.1  358.6  855.2  676.5  -20.9  106.2 -19.6 

 옥수수

 미국 312.3 68.9  62.0  63.0  58.3  -7.5  5,274.8 -15.3 
 라오스 139.3 1.7  14.8  5.8  18.4  219.2  -46.0 -42.3 
 불가리아 0.1 1.0  0.0  0.0  1.0  　 　 1,578.8 
우크라이나 2,929.9 307.7  110.0  32.0  0.0  -100.0  　 39.4 
 미얀마 100.5 0.0  47.6  38.7  10.9  -71.9  -76.1 73.3 
 기타 -3,090.0 0.0  -1.9  0.1  2.6  2,514.1  　 49.7 

 합 계 392.0 386.0  232.4  139.6  91.1  -34.7  12.8 32.6 

 대두

 미국 7,064.9 911.9  1,675.0  1,730.2  1,147.3  -33.7  1,613.6 -31.4 
 캐나다 765.0 2.5  7.4  73.7  3.7  -95.0  -94.6 142.4 
 브라질 28,850.1 6,421.0  6,684.8  4,788.9  3,793.2  -20.8  -41.9 -13.5 
아르헨티나 619.9 1,073.2  654.6  976.5  959.9  -1.7  2,791.4 389.0 
 기타 -33,731.5 0.0  458.9  627.3  277.2  -55.8  25.3 34.6 

 합 계 3,568.3 8,640.3  9,480.7  8,196.6  6,181.4  -24.6  -10.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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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대두 수출량은 6.6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25.8%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
은 달에 비해서는 12.5% 증가

¡ 2019년 10월 4대 곡물(쌀, 밀, 보리, 옥수수)의 수입량은 945.4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9.5%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42.8% 증가

−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보리가 676.5천 톤(7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쌀이 177.1
천 톤(18.7%), 옥수수 91.1천 톤(9.6%) 순

¡ 2019년 10월 최대 수입 곡물인 보리 전월에 비해 20.9%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06.2% 증가

¡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특히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5) 2019년 10월 수입량은 전월 대비 0.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9.6% 감소

− 10월 쌀 수입량 중 백미(精米)가 143.3천 톤으로 80.9%를 차지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베트남 19.7%, 태국 9.8%, 파키스탄 3.9% 순

¡ 2019년 10월 옥수수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34.7%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는 12.8% 증가, 누적기준 1~10월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32.6% 증가

¡ 2019년 10월 밀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81.5%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65.1% 
감소. 누적기준 1~10월 밀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37.4% 증가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캐나다가 45.3%로 대부분 비중 차지 

¡ 2019년 10월 대두 수입량은 6,181.3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24.6%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0.7% 감소, 전년 동기대비 8.0% 감소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브라질 61.4%, 미국 18.6%, 아르헨티나 15.5%,  캐나다 0.1% 
→ CR3 95.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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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약 2.1억 달러로 전월 대비 16.6% 증가했으며,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9.1% 감소
− 주요 수출품목류는 농산가공품(75.6%), 채소(24.6%), 특용․잠사(11.96%)
− 상위 10개 수출 품목: 전분박(5.8%), 김치(5.8%), 캐프시컴속 피멘타속 열매(5.0%), 참깨(4.5%), 소스 

조제품(2.7%), 당면(2.7%), 개사료(2.4%), 채소류 조제품(2.2%), 냉장, 건조 한약재(2.0%), 양모로 만든
것(1.9%) → CR10 35% 

표 7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2019년 10월)  
단위: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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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2019년 10월 증감률
7월 8월 9월 10월 합계(1~10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6613 12712 1974 1441 104845 -27.0 -39.1  -7.3  
 서류 1001  624  606  863  6904  42.5  27.3 19.0 
 두류 6549  3858  6237  8301  72910  33.1  -23.9 -1.7 
 전분 2639  2217  2055  1827  23864  -11.1  -8.7 -8.5 

 계 16801  19410  10871  12433  208523  14.4  -22.1 -4.9 
 채소 55700  57387  48818  58494  524937  19.8  -10.2 -6.2 
 과실 5885  6116  6152  6705  65368  9.0  -19.0 -0.7 
 화훼 1628  1169  1426  1559  23001  9.3  -15.6 18.3 
 버섯 2185  3356  2647  4042  26730  52.7  -4.7 -3.0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8601  10128  8001  20237  137481  152.9  14.1 7.6 
 차류 444  435  875  173  4452  -80.2  -53.7 -3.0 
 연초류 2058  267  357  209  4784  -41.6  -9.6 -40.6 
 인삼류 188  141  307  325  2289  5.8  81150.0 78.7 
 한약재 6418  6265  5458  5942  64545  8.9  -1.4 14.1 
 잠사류 809  1473  683  1534  11327  124.8  12.3 -12.2 

 계 18516  18708  15681  28421  224878  81.2  10.4 6.5 
 농산가공품 178881  173825  162767  179530  1759057  10.3  -9.7 -1.2 

 소 계 210167  209478  187791  218904  2170429  16.6  -9.1 -1.0 

축
산
물

 산동물 303 344 252 1336 6054 431.3  104.1 1.4 
 육류 3808  4341  4069  3978  37882  -2.2  -3.6 3.6 
 난류 412  183  198  76  2618  -61.8  -74.8 -2.4 
 낙농품 2  34  0  0  40  　 -50.0 -94.6 
 기타 축산물 314  507  842  1324  8973  57.1  90.5 -40.3 

 소 계 24534  27791  24555  18696  165308  -23.9  -16.5 -4.2 
합 계 234702  237269  212346  237600  2335737  11.9  -9.7 -1.3 

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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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약 9.3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4.9%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1.9% 감소, 전년동기대비 기준 3.2% 증가

− 주요 수입품목류는 농산가공품(77.1%), 축산물(14.1%), 과실(8.5%), 특용잠사(7.9%)
− 상위 10개 수입 품목: 라면(16.7%), 조제분유(7.6%), 자당(7.5%), 맥주(4.7%), 조제품 기타(4.4%), 홍삼

(4.1%), 알코올 미함유 음료(4.0%), 프로필렌글리콜(3.3%),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2.4%), 유자
(2.1%) → CR10 56.8%  

표 8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2019년 10월)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19년 10월 증감률

7월 8월 9월 10월 합계(1~10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250 473 18 188 2231 970.5 -26.6 -21.8
 서류 140 95 17 36 530 116.2 -32.4 2.1
 두류 0 25 0 1 56 　 -65.7 -68.8
 전분 0 0 10 35 63 256.1 　 30.6
 계 389 593 44 261 2880 490.9 -16.9 -20.0

 채소 1285 1410 1019 1605 13469 57.5 -18.4 12.8
 과실 7335 8992 10115 7844 80835 -22.5 -23.7 7.3
 화훼 5 76 71 71 918 -0.4 -43.3 -41.5
 버섯 0 10 26 70 145 167.0 　 274.2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0 8 2 63 126 3,837.5 28.3 -89.4
 차류 6 88 87 189 781 118.0 186.8 -26.5
 연초류 0 946 4496 1082 13651 -75.9 -49.0 21.4
 인삼류 4793 8691 6156 5809 59248 -5.6 24.5 41.8
 한약재 87 135 11 169 872 1,398.2 51.0 -24.8
 잠사류 0 1 50 0 143 -100.0 　 41.7
 계 4885 9869 10801 7312 74821 -32.3 4.2 32.4

 농산가공품 61046 66329 66884 71412 632018 6.8 0.8 3.8
 소 계 68771 75921 77044 79579 715859 3.3 -2.4 3.9

축
산
물

 산동물 0 3 193 0 261 -99.9 　 -15.6
 육류 101 24 71 150 1004 112.5 9.3 -44.0
 난류 　 　 　 　 　 　 　 　
 낙농품 9657  9607  7591  9494  80480  25.1 6.9 4.4
 기타 축산물 16  14  33  30  213  -8.8 113.5 -34.7
 소 계 14468  13058  11264  13019  118097  15.6 1.0 -0.5

합 계 83239  88979  88308  92598  833956  4.9 -1.9 3.2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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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19년 10월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단위: 천 달러, %

순
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전분박과 이와  유사 박류 13,792.7 5.8 라면 15,506.7 16.7 
2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13,667.4 5.8 조제분유(유아용/소매용) 7,026.0 7.6 
3 캐프시컴속, 피멘타속 열매(냉동) 11,797.4 5.0 자당 6,912.0 7.5 
4 참깨 10,743.1 4.5 맥주 4,393.7 4.7 
5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6,483.5 2.7 조제품 기타 4,049.7 4.4 
6 당면 6,319.5 2.7 홍삼(기타/본삼) 3,837.0 4.1 
7 개사료 5,660.9 2.4 알코올 미함유 음료 3,683.7 4.0 
8 채소류 조제품 5,141.6 2.2 프로필렌글리콜 3,087.6 3.3 
9 신선ㆍ냉장 건조 한약재 4,744.6 2.0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2,239.3 2.4 
10 양모로 만든 것 4,441.3 1.9 유자(기타방법 조제) 1,953.0 2.1 
11 팥(건조/종자용 이외 기타) 4,294.6 1.8 견과류 조제품 1,854.8 2.0 
12 냉동채소( 3,796.0 1.6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1,849.7 2.0 
13 들깨 3,752.9 1.6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1,410.8 1.5 
14 광천수와 탄산수 3,574.3 1.5 베이커리 제품 1,359.6 1.5 
15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3,491.6 1.5 과실주스 음료 1,335.7 1.4 
16 전화당, 그 밖 당류 당시럽 혼합물 3,415.2 1.4 아미노산(기타) 1,286.0 1.4 
17 캔디류 3,363.0 1.4 캔디류 1,283.9 1.4 
18 땅콩 3,268.0 1.4 밀크, 크림 1,219.8 1.3 
19 맥주 3,242.9 1.4 필터담배 1,081.8 1.2 
20 당근(신선, 냉장) 3,150.8 1.3 곡류 조제품 992.8 1.1 
21 버섯의 종균 2,855.3 1.2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969.7 1.0 
22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2,829.2 1.2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948.8 1.0 
23 아조디카본아미드 2,608.8 1.1 기타(채소종자) 933.6 1.0 
24 미과 2,466.7 1.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791.9 0.9 
25 아미노산(기타) 2,450.4 1.0 포도(신선) 685.9 0.7 
26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2,138.5 0.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673.5 0.7 
27 닭고기(기타조제저장) 2,136.8 0.9 소주 629.8 0.7 
28 시트르산 1,969.0 0.8 유장분말(기타) 621.2 0.7 
29 라신, 리신에스테르 염 1,912.9 0.8 소나 마속동물의 원피 581.2 0.6 
30 채유종자와 과실의 분, 조분 1,904.5 0.8 스위트 비슷킷 569.4 0.6 
31 일시저장처리 채소 1,838.3 0.8 기타과실쥬스 주기제것(혼합) 535.8 0.6 
32 가금류의 육 1,764.6 0.7 글리세롤(조상의 것) 495.0 0.5 
33 마늘(냉동) 1,758.0 0.7 설탕과자류 462.6 0.5 
34 젤라틴 1,711.8 0.7 찌거나 삶은 쌀 447.8 0.5 
35 포도당(과당 함유량 20% 미만) 1,683.1 0.7 기타단백질물질계 446.6 0.5 

　합 계 150,169.2 63.2 　 76,156.4 82.2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