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중국, 2006년도 채소시장 동향

  리 경 호*

 중국의 2006년도 채소 식부면적과 생산량은 동시에 증가하 다. 채소 가격은 지난해보다 전체

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반기에 상승하 다가 후반기에 하락하는 추세 다. 채소(냉동채소, 가

공채소, 건조채소를 포함. 이하 동일)의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 다. 중국의 2006년도 채소 식부면

적, 생산량, 가격, 수출입 등의 동향을 살펴본다. 

1. 채소의 생산과 가격 동향 
2006년도 중국의 채소 식부면적은 지난해보다 500만 무(1무=200평) 이상 증가하 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 증가하 다. 하북성, 강소성, 강서성, 산동성, 하남성, 호남성, 광서자치구, 해남성 

등 지역의 생산량 증가폭이 비교적 크다. 

그림 1  1996∼2006년 채소 식부면적과 생산량 (‘06년은 예측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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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정보망의 전망에 따르면, 2004년 이래 중국의 채소가격은 줄곧 상

승하 고, 2006년 전국 ‘채람자(장바구니)’ 제품 도매가격지수는 지난해에 비하여 4% 높았다. 주

요 9대 채소(배추, 오이, 가지, 셀러리, 강낭콩, 감자, 토마토, 피망, 시금치)의 평균도매가격은 1.8

위안/kg으로 전년 동기보다 6.9% 상승하 다. 그러나 2006년 전체를 보면 전반기에 상승하고 후

반기에 하락하는 추세 고 계절적 변화가 컸다. 

그림 2  2001∼06년 채소도매가격지수(분기별)

주: 기준년도 2000년을 100으로 계산

1분기에 냉해와 건조기후의 향으로 부분 주산지의 반계절성 채소는 감산하 고, 채소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9% 상승하 다. 그 중에서 과채류와 엽채류의 가격은 전년 동비 대비 각각 18%

와 13% 상승하 다.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동부와 중부지역은 가격이 상승하 고, 서부지역은 

가격이 다소 하락하 다. 

2분기는 채소가격의 계절성 하락 주기이다. 그러나 태풍과 고온기후는 채소의 운송을 저애하

고 감모를 증가시켰다. 이 시기 전국의 채소가격은 지난달보다 4% 하락하 고,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하 다. 그 중에서 과채류와 엽채류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와 22% 상승하

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와 중부지역은 가격이 상승하 고 서부지역은 하락하 다. 

3분기는 채소 출하시기이고 기후가 좋아 채소 공급이 급증,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품종 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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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단기적으로 침체되는 현상도 발생하 다. 전국의 채소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 하락하

다. 그 중에서 과채류와 엽채류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3%와 4.6% 하락하 다. 당근, 

두각, 오이, 양파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높은 외에 기타 채소의 가격은 모두 전년 동기보다 낮

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부와 중부지역은 가격이 상승하 고, 동부지역은 다소 하락하 다. 

4분기에는 기후가 좋았는데 특히 전국의 겨울이 비교적 따뜻하여 채소의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하 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 하락하 다. 그 중에서 과채류와 엽채류의 가

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와 15% 하락하 다. 지역별로는 동부․중부․서부지역의 가격이 

모두 하락하 다.

표 1  2006년도 4분기 채소도매가격(전국평균가격)

품  목 도매가격(위안/kg)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전월 대비 
증감률(%)

배  추 0.759 -11.28 4.26

양배추 0.560 -28.43 -14.52

셀러리 1.160 -13.21 4.30

당  근 1.249 6.80 -44.10

감  자 0.981 -1.59 -27.24

강낭콩 1.719 3.36 -44.20

오  이 1.140 9.29 -17.18

가  지 0.825 -14.29 -57.39

피  망 1.091 -17.43 -55.20

토마토 1.067 -14.92 -43.98

양파 1.259 86.03 27.16

생강 2.715 -42.37 -2.39

마늘 3.010 1.18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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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소 수출 동향
2006년 중국의 신선․냉동채소, 가공채소, 건조채소의 수출량과 수출액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 다. 

2.1. 형태별 수출 동향

해관통계에 의하면, 2006년 12월까지 중국의 채소 누계 수출량은 732.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

비 7.7% 증가하 고, 수출액은 54.2억 달러로 21.0% 증가하 다. 신선․냉동채소는 443.3만 톤 수

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 채소 전체 수출량의 60.5%를 차지하 고, 수출액은 22.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8.0% 증가, 채소 전체 수출액의 41.8%를 차지하 다. 가공채소는 251.4만 톤 수

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채소 전체 수출량의 34.3%를 차지하 고, 수출액은 21.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 채소 전체 수출액의 39.6%를 차지하 다. 건조채소는 37.7만 톤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 채소 전체 수출량의 5.2%를 차지하 고, 수출액은 10.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 채소 전체 수출액의 18.6%를 차지하 다. 

그림 3  분류별 수출액,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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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지별 수출 동향

산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신강자치구, 광동성은 중국의 주요 채소 수출지역으로서 2006

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7%, 12.9%, 12.4%, 49.9%, 1.2%, 2.7% 증가하 다. 2006년도 

채소 수출증가폭이 전년 동기 대비 비교적 큰 지역으로는 해남성, 섬서성, 안휘성과 산서성이고 

수출이 감소한 지역으로는 광서자치구와 호남성이다. 

그림 4  지역별 수출액, 2006년

2.3. 수출국별 수출 동향

2006년 중국 채소의 제일 주요한 수출국은 여전히 일본으로서 166.8만 톤 수출하 으며,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 다. 그 다음은 동남아국가연합으로서 수출량과 수출액이 동시에 증가하

다. 그 중에서 수출량은 155.8만 톤,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수출액은 8.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하 다. 

미국, 한국, 러시아에 대한 2006년도 채소수출은 빠르게 증가하 다. 미국에는 40.1만 톤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9.0% 증가, 수출액은 4.5억 달러, 33.4% 증가하 다. 한국에는 72.1만 톤 수출, 전

년 동기 대비 24.3% 증가, 수출액은 3.9억 달러, 31.8% 증가하 다. 러시아에는 55.0만 톤 수출, 전

년 동기 대비 16.1% 증가, 수출액은 2.2억 달러, 34.1%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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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출국별 수출액, 2006년

3. 2003～06년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
다음 그림은 배추, 양배추, 감자, 당근, 오이, 토마토, 마늘, 생강, 샐러리 강낭콩(콩꼬투리), 피

망, 양파의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도매가격 추세이다(단위: 위안/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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