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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6년도 과일시장 동향

리 경 호*

중국의 2006년도 과일 생산량과 과원면적은 계속 증가하 다. 과일 도매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

비 상승하 다. 수출입도 모두 증가하 고,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 다. 중국의 과일 과원면

적, 생산량, 가격, 수출입 등 동향을 살펴본다.  

1. 과일의 생산량과 가격 동향 
중국의 2006년 과일 생산량과 과원면적은 증가하 다. 

그림 1  2002∼06년 과원면적과 과일 생산량

     주: 2006년 수치는 예측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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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도매시장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상승하 다.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정보망에 의하면 2006년 

과일 가격은 계절성 변화가 뚜렷하 다. 

2006년 1분기, 남부지역은 비와 눈이 많아 열대과일의 성장에 불리하 다. 따라서 운송이 불편

하고 감모량이 증가하여 과일도매가격이 상승하 다. 그 중 포도, 사과, 과채, 감귤류 과일가격이 

상승하 고, 배와 열대류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복숭아류 가격은 하락하 다. 

2분기,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등 지역의 과일생산은 태풍피해를 크게 받았다. 전국적으로 복

숭아 가격이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외에 기타 과일가격은 모두 상승하 다. 그 중 

사과, 포도와 감귤류 가격의 증가폭이 컸다. 

3분기, 북부 대부분 지역의 가뭄기후가 완화되어 과일 성장과 수확에 유리하 다. 동남연해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피해는 일부 과원에만 향을 미쳤다. 과일 도매가격은 지난해 동기대

비 하락하 다. 과채류 과일가격은 하락하 고, 복숭아류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포도, 사

과, 배, 감귤류 와 열대과일 가격은 상승하 다. 그 중 여지(荔枝) 가격의 증가폭이 크다. 

4분기,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예년보다 높고 강우량이 적어 과일생산에 불리하 다. 12월

말, 북부지역에 비와 눈이 지속되어 과일운송과 저장에 어려움을 주었다. 게다가 신정 전 과일수

요의 증가로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상승하 다. 감귤류 과일, 배, 복숭아, 사과와 열대과일의 도매

가격은 상승하 고 과채류와 포도류 가격은 하락하 다. 

표 1  2006년 제4분기 채소도매가격(전국 평균가)

도매가격(위안/㎏)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오렌지
배
국광사과
후지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용안
망고
여지
복숭아

8.321
1.783
2.003
2.985
2.839
2.856
8.742
13.143
8.390
3.091

6.66%
15.37%
34.74%
7.73%
△7.78%
7.99%
7.20%
△2.94%
84.88%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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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일의 무역 동향
중국의 2006년도 과일 수출입 무역흑자는 17.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4.8% 증가하 다. 전

국의 과일(신선․냉동과일, 과일즙, 과일 통조림, 기타 가공과일 등을 포함. 이하 동일) 총 수출량

은 370.2만톤, 수출액은 24.8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각각 1.5% 하락, 21.7% 증가하 다. 반면 총 

수입량은 125.9만톤, 수입액은 7.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각각 9.9%, 15.3% 증가하 다. 

수출유형별로 보면 신선․냉동과일과 가공제품이 반반을 차지한다. 주요 품종은 여전히 신선사

과, 과일즙과 감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선․냉동과일 수출은 과일 총 수출

량의 53.63%를 차지하는 198.51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 하락하 다. 과일즙의 수출은 전체 수

출의 19.9%를 차지하는 73.8만 톤으로 5.2% 증가하 다. 과일통조림 수출은 53.0만톤으로 전년 동

기대비 4.8% 증가한 수준으로 과일 총 수출량의 14.3%를 차지하 다. 기타 가공과일은 전체 수출

의 12.1%를 차지하는 44.9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하 다. 

그림 2  수출유형별 수출량, 2006년

수출지역으로 볼 때 산동성, 섬서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은 중국의 주요 과일수출지역이다. 

2006년도 상기 5개 성의 과일 수출액은 각각 8.4억달러, 3.0억달러, 2.3억달러, 1.5억달러, 1.5억 달

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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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산지별 수출액, 2006년

수출 대상국으로 볼 때, 미국, 일본,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은 중국 과일수출의 주요 무역파트

너다. 2006년 대미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6.9%, 수출액은 29.1% 증가하 다. 대일 수출량은 

2.4% 하락, 수출액은 3.5% 증가하 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량은 19.8%, 수출액은 49.3% 증가하

다. 네덜란드는 수출량은 24.0%, 수출액은 60.1% 증가하 고, 독일에 대한 수출량은 22.1%, 수출

액은 0.5% 하락하 다. 

그림 4  수출국별 수출액, 2006년

2006년에 주로 바나나, 감귤, 포도, 키위와 신선사과 등 과일을 수입하 다. 과일을 수입한 주요 

성시로는 광동성, 상해시, 요녕성, 북경시, 산동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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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내 지역별 수입액, 2006년

과일은 주로 태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과 칠레에서 수입하 다. 그 중 동남아로부터 

94.4만톤, 3.9억달러에 이르는 과일을 수입하 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4.0%, 15.4% 증

가한 수준이다. 

표 2  수입국별 수입 상황, 2006년 

단위: 만톤, 억달러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그림 6  수입국별 수입액, 2006년

국가 태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칠레

수입량
수입액

25.8(1.92%)
1.8(△4.7%)

12.5(14.0%)
1.2(14.4%)

35.3(14.7%)
1.2(23.2%)

31.5(24.6%)
0.8(71.5%)

4.5(△11.8%)
0.6(17.4%)

4.5(△11.4%)
0.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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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06년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광동감귤, 감, 오렌지, 야리, 국과사과, 후지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용안, 망고의 도매가격 추세이다(단위: 위안/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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