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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04년도 쌀 수출 동향

  일본은 고급 쌀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에 적극적이다. 수출량은 매년 수

백톤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고소득층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식품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배경으로 일본의 고급 쌀 수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는 중국에 새롭게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고,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등 공격적이다. 현재까지 주요 수출지역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미국, 

국 등이며, 현지 판매가격은 백미 1kg당 370∼1,100엔 수준이다. 2004년도 

수출실적과 정부 지원내용을 살펴본다. 

1. 쌀 수출 실적

  2004년도 쌀 수출실적은 718톤 정도이다. 이 중에서 견본용이나 연구용 

등을 제외한 순수한 상업적 수출은 430톤이다. 2004년도는 생산자단체는 

물론 농림수산성도 수출촉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로 2003년에 비

해 수출이 다소 증가하 다. 

  주요 수출지역은 대만을 비롯하여, 홍콩, 싱가포르, 미국, 국 등이다. 

수출 사례를 보면, 대만에서는 일본의 최고급 쌀인 니이가타산 고시히카리 

등을 고급 백화점을 중심으로 kg당 740∼1,000엔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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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의 쌀 수출실적
단위：톤, 백미

상업용 원조용 개인용 견본용 연구용 기타 합계

2002

2003

2004

538

391

430

150

154

73

128

130

144

10

3

4

5

2

6

11

5

59

842

685

718

   자료：농림수산성
     주：회계연도(4월∼차년3월)기준이며, 2004년은 2005년 2월까지의 합계임.  

표 2  일본의 상업용 쌀 수출 지역 및 실적, 2004년
단위：톤, 백미

수출지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미국 국 기타 합계

수 출 량 217 64 64 29 5 51 430

   자료：농림수산성
     주：2004년 4월부터 2005년 2월까지의 합계임.  

표 3  일본의 상업용 쌀 수출사례, 2004년

수출지역 판매방법 현지판매가격 수출실적 비고

대만

고령자용, 일식고급

식당, 주먹밥용, 햇

반용등

740∼1,000엔/kg 104톤
니이가타산 고시히카리

이바라기산 고시히카리

대만 고급백화점 700엔/kg 9톤 시마네산 저농약

싱가포르
일본인용 백화점, 슈

퍼 등
370∼1,000엔/kg 40톤

니이가타산 고시히카리

아끼다산 아키다고마치

홍콩 외식산업용, 슈퍼 등 720∼750엔/kg 18톤 니이가타산 고시히카리

미국
일본관광객용 하와

이백화점
830∼1,100엔/kg 11톤

니이가타산 고시히카리

(무세미)

아끼다산 아끼다고마치

(무세미)등 

미국
미국 주요도시(200개

점포)에서 통신판매
1,500엔/kg 2톤 니이가타산 고시히카리

     자료：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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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체제

  현재 쌀 수출은 생산자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몇 가지 사례

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주로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식품박람

회, 견본시장, 판촉회 등을 통하여 홍보와 판매활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

다. 또한 일본 정부는 검역이나 통관 등 수입국의 수입제도 등 수출저해요

인에 대해서도 상대국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지난해 농산물수출촉진실을 설치하고, 예산도 확보하여 

수출지원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새로운 식료․농업․농촌기본

계획에서도 농산물수출을 ‘공격적 농정’의 하나의 위치 설정, 생산자 단체

의 활동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하 다. 

표 4  생산자단체의 쌀 수출 활동 동향, 2004년

싱가포르 대만 태국

 견본시장

실시일 2004. 4. 20∼23 2004. 6. 17∼20 2004. 12. 8∼12

장소 싱가포르엑스포 대북세계무역센터 내셔널컨벤션센터

방문자수 37,000명 52,000명 37,000명

시식회

북해도산 호시노유메

아끼다산 아끼다코마치

니이가타산 고시히까리

북해도산 호시노유메

야마가타산 하에누끼

니이가타산 고시히까리

(전부 무세미)

북해도산 호시노유메

미야기산 히또메보레

니이가타산 고시히까리

시마네산 고시히까리

 판매

판매일 2004. 10. 28 2004. 10. 5 2004. 12. 8

취급품종

북해도산 호시노유메

아끼다산 아끼다코마치

니이가타산 고시히까리

북해도산 호시노유메

야마가타산 하에누끼

니이가타산 고시히까리

북해도산 호시노유메

미야기산 히또메보레

니이가타산 고시히까리

수량 18톤 17톤 3톤

가격 680∼850엔/kg 590∼740엔/kg 790∼1,000엔/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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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는 대중국 쌀 수출을 시도하기 위해 정부간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에서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고급 쌀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 농림수산성은 중국 정부에 수출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중국측도 

검역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빠르면 금년 여름쯤 수출 해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농산물 수출액은 지난 5년간 2할 정도 증가하 다. 최근에는 고

급 식품이나 선물용 등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2004년도 수출액은 2,956

억엔에 달한다. 이것을 2009년까지 6,000억엔으로 배가하는 의욕적인 ‘운

동목표’를 설정하 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민협의회를 설치, 지

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에 참가하는 기관은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

성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농협, 일본무역진흥회(JETRO) 등이다. 

  2005년도 수출관련 활동으로는 해외 전시장 설치, 시장개척 대표단 파견 

등 민간활동 지원, 국회에서의 농산물수출의원연맹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

활동 강화, 그리고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해 해외사정에 적합한 작물개발 

등 경쟁력이 있는 산지지원, 검역절차 간소화, 대금회수 지원 등에 이르기

까지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수출배가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