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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3년도 농산물무역 동향

  중국의 2003년도 농산물 수입과 수출은 모두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

다. 단,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보다 커 무역흑자가 줄어들었다. 농산

물 수출입 무역총액은 403억 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1% 증가하 다. 이 

가운데 수출액은 214억 3,000만 달러로 18.1% 증가하 고, 수입액은 189억 

3,000만 달러로 52.1% 증가하 으며, 농산물 무역흑자는 25억 달러로 

56.1% 감소하 다.

 

  농산물 무역액이 국가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전년대

비 0.7% 포인트 감소하 다. 그 중 농산물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4.3%로 전년대비 1.3% 포인트 감소하 으며, 농산물 수입액

의 전체수입액 비중은 4.1%로 전년대비 0.1% 포인트 감소하 다. 그리고 

농산물 무역흑자는 전체 무역흑자의 7.6%를 차지하 으며 전년대비 11.2% 

포인트 감소하 다.

1. 식량작물

  2003년 중국의 식량 수출 누계는 2,200만 4,000톤으로 전년대비 48.3% 

증가하 다. 그 중 쌀 수출은 258만 9,000톤으로 31.7% 증가하 고, 옥수수 

수출은 1,638만 9,000톤으로 40.4% 증가하 으며,  수출은 223만 7,000톤

으로 2.3배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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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중국의 식량 수입 누계는 208만 7,000톤으로 전년대비 26.8% 증

가하 다. 그 중 쌀 수입은 25만 7,000톤으로 8.8% 증가하 고, 옥수수 수

입은 92만 2,000톤으로 증가하 으며,  수입은 42.4만 톤으로  30.0% 증

가하 고, 보리 수입은 136만 3,000톤으로 20.8배 증가하여 보리의 순수입

은 135만 8,000톤으로 전년대비 28.8% 하락하 다.

  2003년 식량 순수출 누계는 1,991만 7,000톤으로 66.2% 증가하 다. 그 

중 쌀 순수출량이 233만 2,000톤으로 34.9% 증가하 고, 옥수수 순수출량

은 1,638만 9,000톤으로 40.5% 증가하 으며,  순수출량은 181만 3,000톤

으로 20.8배 증가하 으며, 보리는 순수입 135만 8,000톤으로 28.8% 감소하

다. 

2. 대두 및 유지작물

2.1. 유료(油料)

  2003년 식용채유종실 수출은 124만 톤으로 38.6% 감소하 으며, 수입은 

2,097만 6,000톤으로 75.6% 증가하 다. 그 가운데, 대두 수출은 29만 5,000

톤으로 3.5% 감소하 으며, 수입은 2,074만 1,000톤으로 83.3% 증가하 다.

2.2. 유지(油脂)

  2003년 식용식물유 수출은 6만 톤으로 38.6% 감소하 으며, 수입은 541

만 8,000톤으로 68.7% 증가하 다. 그 가운데, 대두유 수출은 1만 1,000톤

으로 77.5% 감소하 고, 수입은 188만 4,000톤으로 1.2배 증가하 다. 菜籽

油 수출은 5,000톤으로 70.5% 감소하 으나 수입은 15만 2,000톤으로 

94.8% 증가하 다. 올리브유 수출은 15만 8,000톤이고, 수입은 332.5만 톤

으로 49.7%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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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화, 식용설탕, 채소, 과일

  면화는 2003년 수출은 11만 7,000톤으로 26.1% 감소하 으나, 수입은 95

만 4,000톤으로 3.6배 증가하 다. 설탕은 2003년 수출은 10만 3,000톤으로 

68.3% 감소하 으며, 수입은 77만 5,000톤으로 34.5% 감소하 다. 채소는 

2003년 수출은 552만 7,000톤으로 18.7% 증가하 으나, 수입은 9만 톤으로 

1.1% 감소하 다. 과일은 2003년 수출은 266만 8,000톤으로 33.8% 증가하

고, 수입은 101만 9,000톤으로 7.8% 증가하 다.

4. 축산물 및 수산물

  축산물은 2003년 수출액은 27억 2,000만 달러로 5.7% 증가, 수입액은 33

억 6,000만 달러로 16.3% 증가하 으며, 무역흑자는 6억 4,000만 달러이다. 

그 가운데, 생돈 수출은 6억 5,000만 달러로 17.2% 증가하 으며, 수입은 2

억 달러로 49.7% 증가하 다. 가금제품의 수출은 8억 5,000만 달러로 

10.2% 감소하 으나 수입은 4억 8,000만 달러로 8.9% 증가하 다.

  수산물은 2003년 수출액은 54억 9,000만 달러로 17.0% 증가하 고, 수입

액은 24억 8,000만 달러로 9.5% 증가하 으며, 무역흑자는 30억 1,000만 달

러로 24.4% 증가하 다.

5. 중국 국내 주요 수출산지

  2003년 동부지역 농산물 수출액은 160억 9,000만 달러로 14.6% 증가하

으며 농산물 수출 비중은 75.1%로 전년대비 1.2% 포인트 하락하 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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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175억 3,000만 달러로 50.0% 증가하 으며 농산물 수입 비중은 92.6%

를 차지하 으며 1.2% 포인트 하락하 다.

  중부지역 농산물 수출액은 39억 1,000만 달러로 40.6% 증가하 으며 농

산물 수출 비중은 18.2%로 전년대비 2.9% 포인트 상승하 다. 수입액은 9

억 9,000만 달러로 68.8% 증가하여 농산물 수입의 5.2%를 차지하 으며 

0.5% 포인트 상승하 다. 서부지역의 농산물 수출액은 14억 3,000만 달러

로 8.1% 증가하 으며 농산물 수출점유율은 6.7%로 전년대비 0.6% 포인트 

하락하 다. 수입액은 4억 2,000만 달러로 130.2% 증가하 으며 농산물 수

입의 2.2%를 차지하여 0.7% 포인트 상승하 다.

  2003년에도 기존 농산물 수출대성의 농산물 수출이 계속 증가하 는데, 

산동성이 중국에서 농산물 수출 1위를 차지하 다. 수입이 가장 많았던 성

은 광동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산물 수출액 1위는 여전히 산동성

으로 수출액이 50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3.3% 증가하 다. 2위는 공

동성으로 수출액이 28억 1,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2% 증가하 다. 3위는 

절강성으로 수출액은 18억 2,000만 달러이며 14.5% 증가하 다. 

  수입 1위는 광동성이며 수입액은 40억 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4.9% 

증가하 다. 2위는 산동성으로 수입액이 34억 8천만 달러로 74.1% 증가하

다. 3위는 강소성으로 수입액은 24억 7,000만 달러이고 전년보다 67.2% 

증가하 다.

6. 중국의 주요 수출국 상대국

  아시아가 여전히 중국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단, 시장점유율은 약

간 하락하고, 유럽과 북미지역 수출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

입시장은 여전히 북미와 남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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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는 가장 큰 중국 농산물 수출시장이다. 2003년 아시아지역에 대한 

중국 농산물 수출은 148억 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3.6% 증가하 으며, 

중국 농산물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2.5% 포인트 감소한 

69.3%를 차지하 다. 

  그 중, 수출액 상위 5개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일본 60억 5천만 달

러, 한국 25억 7천만 달러, 홍콩 22억 7,000만 달러, 말레이시아 6억 7,000

만 달러, 인도네시아 5억 4,000만 달러이다. 중국 농산물 수출 증가폭이 가

장 큰 국가는 북한 81.1%, 베트남 66.3%, 필리핀 44.4%, 태국 32.4%, 한국 

25.3%의 순이다. 아시아는 3번째로 큰 농산물 수입시장으로, 2003년 아시

아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액은 39억 6,000만 달러로 49.4% 증가하 으며, 이

는 중국의 농산물 총수입액의 20.9%를 차지하며 이 비중은 0.3% 포인트 

하락하 다. 

  유럽은 두 번째로 큰 중국 농산물 수출시장이다. 2003년 유럽에 대한 중

국 농산물 수출은 30억 6,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8.9% 증가하 으며(EU

는 20억 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7.5% 증가), 중국 농산물 수출시장의 

14.3%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1.2% 포인트 감소하 다. 그 중, 수출액 상위 

5개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독일 6억 1,000만 달러, 러시아 5억 7,000만 

달러, 네덜란드 3억 6천만 달러, 양국 2억 7천만 달러, 이태리 2억 5,000만 

달러이다. 유럽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액은 21억 1,000만 달러 전년대비 

25.3% 증가하 으며, 중국 농산물 수입시장의 11.1%를 차지하며 이 비중

은 2.5% 포인트 하락하 다.

  북미지역은 중국 농산물의 제 3대 수출시장이다. 2003년 대 북미지역의 

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23억 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5.4% 증가하 으며, 

중국 농산물 수출시장 점유율은 전년보다 0.6% 포인트 증가한 10.9%를 차

지하 다. 그 중, 대 미국 수출이 전년보다 25.2% 증가한 21억 달러이고, 

대 캐나다 수출은 전년보다 26.9% 증가한 2억 3,000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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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와 남미지역은 각각 중국의 1, 2대 농산물 수입시장이다. 2003년 북

미와 남미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액은 각각 55억 6,000만 달러와 50억 2,000

만 달러로 전년대비 72.5%, 80.9% 증가, 중국의 농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이 

각각 29.4%와 26.5%이며 전년대비 3.5%, 4.2% 포인트 상승하 다. 그 중, 

미국으로부터 50억 1,000만 달러를 수입, 전년대비 84.2% 증가하 고, 아르

헨티나로부터는 22억 6,000만 달러를 수입하여 153.4% 증가, 브라질로부터

는 21억 1,000만 달러를 수입하여 84.7% 증가하 다. 

  2003년 수출을 살펴보면, 일반무역방식의 수출은 168억 3,000만 달러로 

20.2% 증가하여 농산물 총수출액의 78.6%를 차지하 고,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28억 4,000만 달러로 농산물 총수출액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 변경지역 소액무역방식의 수출은 4억 6,000만 달

러로 28.1% 증가, 농산물 총수출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구상무역방식

의 수출은 비교적 적은 1,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3.5% 감소하 다.

  2003년 수입을 살펴보면, 일반무역방식의 수입은 135억 9,000만 달러로 

57.9% 증가하여 농산물 총수입액의 71.8%를 차지하 고, 가공무역방식의 

수입은 전년대비 38.3% 증가한 29억 4,000만 달러로 농산물 총수입액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변경지역 소액무역방식에 의한 수입은 2억 달러로 

17.8% 증가하여 농산물 총수입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구상무

역방식에 의한 수입은 매우 적다.

자료：http://www.agri.gov.cn/xxfb/t20040206_160571.htm에서 

(정정길 cgchung@krei.re.kr 02-3299-4368 농정연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