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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5년 4월 쌀수급 전망

  중국 농업부는 지난 3월초 2005년도 벼 최저수매가격을 발표하 다. 금

년도 벼식부 면적이 지난해에 이어서 늘어나 쌀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하 다. 그러나 공급부족은 계속되어 연말 재고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1. 기상상황

  4월 현재 전국의 기상조건은 전반적으로 벼 파종에 유리하다. 그 가운데 

4월 중순에 화남(華南)의 대부분 지역과 강남(江南)과  동북 대부분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하락하 고, 기타 지역은 대부분 기온이 약간 높았다. 4월 

중․하순에 광둥(廣東)과 광시(廣西)에는 가뭄현황이 발생하 지만, 벼파종

에는 실질적인 향을 주지는 않을 정도 다. 푸잰(福建), 광시(廣西)의 일

부 지역에는 저온과 강우로 조생종 벼가 썩는 현상이 발생하 다. 강서(江

西)와 강남(江南)일대 벼의 병충해 현상은 평년보다 심각하다. 

2. 무역상황

  2005년 1∼3월의 누계 통계에 의하면, 수입 13.26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

비 15.1% 하락, 수출은 20.45만 톤으로 동기대비 71.0% 증가하여 순수출 

7.19만 톤을 실현하 다. 무역 상대국을 보면, 중국의 주요한 쌀수입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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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고, 수출 상대국은 한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다. 1∼3월에 태

국,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쌀은 총수입량의 87.1%와 12.8%를 차지한다. 

수출량이 전체 3위에 속하는 국가로는 한국, 러시아와 일본 순이다. 

3. 국내 수금동향

  2004/05년 쌀 공급은 전년대비 증가하고, 소비량은 약간 감소할 것이다. 

공급량이 증가하지만 소비수요를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부족

한 공급부분은 국가 재고로서 충당하게 되므로 연말 재고량은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4. 국제 수급동향 

  금년도 4월 현재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4/05년 국제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 증가, 소비량은 약간 감소하여 금년도 공급이 부족하여 연말 재

고량은 13.3%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재고수준은 5년 연속 하락하여 

1983/84년도 이래 최저수준이 될 것이다. 재고소비비율은 18.1%로 전년대

비 2.7% 하락하여 1981/82년도 이래 최저수준이 될 것이다. 국제 쌀 무역

량은 전년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국내가격 동향

  ⑴ 벼 수매가격은 약간 하락하 다. 4월상․중순 주요 생산구역의 인디

카 조생종, 인디카 만생종, 자포니카 벼 수매가격은 50kg당 74위안, 80.65

위안, 86위안으로서 전월 대비 3%, 2.2%, 2.3% 하락하 다. 전년 동기에 비

해 인디카 조생종과 만생종은 각각 10.8%, 9.4% 하락하 고, 자포니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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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상승하 다. 

  (2) 쌀 도매가격은 남부지역은 하락하고, 북부지역은 상승하 다. 4월 

상․중순, 전국의 인디카 조생종, 인디카 만생종, 자포니카 쌀 도매가격은 

톤당 2,272위안, 2,383위안, 2,745위안으로서, 전월대비 각각 0.8% 하락, 

0.7% 하락, 0.3% 상승하 다.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9.45%, 7.85%와 

1.61% 하락하 다.    

6. 국제가격 동향 

  4월 상․중순 태국 쌀 가격은 톤당 267달러로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중국 농업부 농산품시장예측시스템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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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