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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3년도 농업경제통계 발표

  중국 농업부 농업정보센타는 지난 4월 7일 중국의 2003년도 농업경제와 

관련한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 다. 발표한 자료중 주요 내용을 요약, 정

리한다. 

1. 총괄

  농업은 전체적으로 종묘업, 유업(乳業), 대두, 천연고무와 아울러 무공해

식품행동계획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우량 품종, 기능성 품종 비중이 

증가해서 농업경제가 빠르고 건전하게 발전하여 견실한 기초를 다졌다.

  2003년도 농업총생산액은 846.27억위엔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하 다. 

그 중에서 농업생산액은 521.83억위엔, 목축업생산액은 187.27억위엔, 임업

생산액은 66.18억위엔, 어업생산액은 52.23억위엔, 농림축산어업의 서비스

업생산액은 18.46억위엔이다. 

1.1. 주요 농산물

  2003년도 식량작물 총생산량은 1,342.67만톤으로 2002년에 비해 156.19

만톤 감소하여 10.4% 하락하 다. 재배업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

다. 2003년도 농작물 총파종면적은 4,674.67천ha로, 전년에 비해 117.95천ha 

감소하 다. 그중 식량작물 파종면적은 2,831.1천ha로 242.59천ha 감소하여 

농작물 총파종면적의 60.6%를 차지한다. 면화의 파종면적은 627.63천h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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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천ha 증가하 고 유료(油料)작물 면적은 446.88천ha로 41.49천ha 증가

되었다. 당료(糖料)작물 면적은 115.09천ha로 33.83천ha 감소하 다. 

  열대작물 재배지역에서는 신기술의 보급확대가 가속화되고 기업관리와 

시장판매 활동이 강화되어 천연고무의 생산과 판매가 모두 좋은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아교생산량은 39.51만톤에 달하 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중국의 2003년도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단위 : 만톤

식량 면화 유료 당료 아교 차 과일

2003년 1,342.67 103.42 71.93 721.75 39.51 3.79 146.43

전년대비증감 -10.4 4.5 6.9 -21 4.4 -19.2 -0.9

1.2. 주요 축산물

  축산업생산은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빠른 발전추세를 유지하여 그중 유

업(乳業)은 증가추세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주요 가축의 사육두수와 

축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하 는데, 그 중 젖소와 양의 사육두수가 대폭 증

가하 다. 가축의 연말 사육두수 및 주요 축산물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표 2  중국의 2003년도 가축사육 두수 및 주요 축산물 생산량
단위 : 만두, 만톤

2003 2002 전년대비증감(%)

대가축 총사육두수

  젖소

돼지 사육두수

양 사육두수

육류 총생산량

우유

가금

260.15

74.84

588.26

1509.57

108.39

176.77

21.32

232.48

63.97

570.02

1,240.40

96.86

159.25

19.93

11.9

17.0

3.2

21.7

11.9

11.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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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림

  생태환경 건설에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어 경지를 산림과 초지로의 환원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다. 2003년도 식수조림면적은 259.36천ha로 전

년에 비해 75.3% 증가하 다. 경작지를 환림한 면적은 104.48천ha, 초지로 

바꾼 면적은 7.18천ha 다.

1.4. 수산물

  수산물시장 수요는 부단히 증가하여 수산양식 경제효익을 제고시켜 수

산양식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2003년도 수산물 생산량은 65.73만톤으로 

2002년에 비해 4.1% 증가하 다. 그 중 담수어 생산량은 57.22만톤으로 

3.5% 증가하 고, 해산물 생산량은 8.51만톤으로 23.5% 증가하 다. 새우 

생산은 어린새우 생산관리, 질병예방, 양식방법 등에 대한 기술이 두드러

지게 발전하여 생산량은 1.87만톤에 달하여 23% 증가하 다.

2. 서부지역

  서부지역은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토지총면적, 경지, 목초지, 수면과 宜

林地(나무심기에 적당한 땅)면적이 각각 전국의 75.79%, 40.76%, 96.35%, 

37.2%와 96.13%로 식량, 면화, 당료, 과일생산량이 각각 전국 농지의 

16.51%, 85.93%, 50.36%와 42.25%에 달하며, 인구는 전국의 35.30%를 차지

한다. 서부대개발전략으로 서부지역 투자는 현저히 증가하여 투자총액은 

전국의 44.72%를 차지한다. 서부지역 경제발전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낙후

단계에 있어 생산총액은 겨우 전국의 34.51%를 차지한다. 1인당 평균 순수

입은 3,427위엔, 전국평균 수준보다 4.3% 낮다. 서부지역 비국유경제발전

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완만하여 그 총생산량은 겨우 전국농지 비국유 경

제총생산량의 15.9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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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농업기계화 정도도 부단히 제고되어 농업용 트랙터 구조도 변화가 두드

러지고 기술수준도 부단히 개선되어 농업생산 여건이 진일보 개선되었으

며 농업생산 수요를 만족시켰다.  2003년말 농업용기계 총동력은 1,299.08

만키로와트로 전년에 비해 4.4% 증가하 으며, 중대형 농용트랙터는 6.99

만대로 2.9%감소하 으나, 소형 트랙터는 24.48만대로 5.4% 증가하 다.

  중국 전체 1,976개 농장중 농업총생산량이 5,000만위엔을 초과하는 농장

은 359개이며 전년대비 22개가 증가하 다. 종업원은 모두 224.13만명이 

있으며, 경지는 3,235.06천ha, 농업총생산량은 638.44억위엔을 창출하여 농

업계통의 62.33%를 차지한다. 2003년 판매세금은 36.62억위엔으로 23.21억

위엔의 이윤을 실현하 다. 

자료：http://www.agri.gov.cn(中國農業部)에서

(박은철 (박은철  parkec@hanmail.net 031-3077-8706 농산물품질관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