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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쌀가격 상승요인

  중국에서는 2003년도 쌀 재배면적 감소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쌀 생산이 

대폭 감소하 다. 생산 감소는 1997년 이래 6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이러

한 향으로 금년 2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각 지역시장에서 곡물가격이 대

폭 상승하고 있다. 이 중에서 남부지역에서 곡물가격이 30%나 폭등하

다. 전국 곡물가격은 남부지역의 향으로 전반적으로 7% 내지 30% 상승

하고 있다. 상승폭이 비교적 큰 것은 중단립종으로서 동북지역의 쌀, 후베

이 중교잡쌀 등이다. 동북지역의 쌀은 kg당 2.60위안에서 3.00∼3.20위안으

로 23%나 상승하 다. 중국 정부는 농지보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량가

격을 적절하게 지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에

서 최근 쌀 가격상승 요인과 전망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가격상승 요인

  중국의 쌀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

은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남방지역의 식량 재배면적이 줄어들

면서 생산량이 하락하 다. 이것이 쌀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남부지역의 조생종 쌀의 감산이 뚜렷한데 총생산량은 294.5억㎏으로 

전년대비 8.5억㎏ 감소하 다. 쌀은 생산이 줄고 있으나 인구 증가로 주식

인 쌀 수요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둘째, 중국 정부는 이번 쌀가격 상승현상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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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이 기회에 쌀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고 식량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지에 따라 식량무역상인들은 가격을 높이고 

있다.  

  셋째, 국유 쌀비축기업과 식량상인들은 모두 식량을 급히 매입하고 있어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작년산 쌀을 많이 판매하 기

에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현재 재고량은 1994년과 

1995년 수준으로 햅쌀이 출하되자마자 모두 물량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넷째, 쌀 수매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한 쌀가격이 점차 상승할 것이라

는 소문이 돌면서 각 식량기업과 쌀 농가들은 쌀가격이 상승하기를 기다

리면서 쌀 방출을 미루고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의 실제 교역량은 미미하

여 쌀 공급부족을 초래하여 가격은 더욱더 상승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 정부는 그동안 식량가격이 높아졌을 때 비축미를 방출하여 

가격을 조절하 으나 이번에는 비축미를 방출하지 않고 가격 상승을 묵인

하고 있다. 

  여섯째, 쌀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쌀 

가격우위는 점차 나타나고 있어 쌀가격 상승은 동력은 얻었다. 최근 국내

에서는 재배구조를 조정하여 벼 품종은 많이 개선되어 중국쌀은 국제시장

에서 경쟁력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또 세계 쌀 재고량이 감소하여 국제가

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 쌀의 국제경쟁력은 높아지고 있다. 

  중국 통관통계에 의하면, 2003년 1∼9월까지 중국의 쌀 수출량은 188만

톤, 수입은 19만톤으로서 169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 증가, 

수입 감소로 무역흑자가 높아졌으며, 이것이 국내 가격상승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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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전망

  지금까지 식량작물 재배비용,  생산자재비 등은 최근 몇년간 상승하여 

식량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다. 반면에, 쌀가격은 수년간 하락하

다. 최근 쌀가격의 상승은 수급측면에서 볼 때 정상적인 현상이다. 식량가

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쌀가격 상승은 금년도 쌀 재배의욕을 높여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쌀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종자, 비료, 전기요금 등 자재 가격도 상

승하게 될 전망이어서 농민들의 소득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 농업부는 지난 4월 15일 ‘우질식량산업공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

기로 결정하 다. 이 공정은 4월 2일 국무원에서 비준된 ‘국가우질식량산

업공정건설규획(2004∼10)’(國家優質食糧産業工程建設規劃)에 근거한 것이

이다. 

  이 규획은 국내 식량생산에서 최근 나타난 새로운 정황에 따라 13개 식

량 주요 생산省과 自治區에서, 기초가 든든하고 잠재력이 있는 식량생산 

懸과 국유농장을 선정, 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

으로는 우량 품종, 병충해 방제, 표준 논, 농기계 현대화 추진과 식량가공 

전환 등을 실시하여 식량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즉, 우질식량산업공

정을 실시하는 것은 식량의 종합적인 생산능력을 유지․제고하여, 국가의 

식량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요 생산지구의 농가소득 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식량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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