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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6년도 농산물무역 동향

리 경 호*

중국의 2006년도 농산물의 수출과 수입은 동시에 증가하 고, 무역적자도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하 다. 2006년도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63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 다. 

그 중 수출액은 314.0억 달러로 13.9% 증가, 수입액은 320.7억 달러로 11.7% 증가하 다. 농산물 

무역적자는 지난해 11.4억 달러에서 6.7억 달러로 41.3% 감소하 다. 

1. 곡물 수출입 대폭 감소, 순수출 유지
중국은 2006년도 곡물 609.9만 톤을 수출하 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1% 감소한 실적이다. 

수입량은 359.5만 톤으로서 42.7% 감소하 다. 따라서 순수출 250.4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 감소하 다.

표 1  곡물 품목별 수출입 실적

단위: 만톤

품목
수출 수입 순수출

수출량 증감율 수입량 증감율 순수출량 증감율

쌀
옥수수

보리

125.3
310.0
151.0
214.1

82.7%
△64.1%

1.5배
△1.8%

73.0
6.5

61.3
-

39.9%
15.3배
△82.7%

-

52.3
303.4
89.7
-

2.2배
△64.9%

-
-

     주: 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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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난해에 293.3만 톤 순수입하 고, 2006년에는 89.7만 톤 순수출하 다. 

2. 식용유용 유채씨 수입 증가, 수출 감소
식용유용 유채씨는 2006년에 121.5만 톤을 수출하 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하 다. 반

면 수입량은 2,928.0만 톤으로 8.3% 증가하 다. 그 중 대두는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39.5만 

톤을 수출하 고, 수입량은 6.3% 증가한 2,827.0만 톤이다. 

식용식물유는 40.0만 톤을 수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75.5% 증가하 고, 수입량은 671.5만 톤으

로 8.1% 증가하 다.

표 2  식용유 품목별 수출입 실적

단위: 만톤

품  목
수출 수입

수출량 증감율 수입량 증감율 비중

두  유 
유채씨
종려유

11.8
14.5
-

86.7%
3.7배

-

154.3
4.4

508.2

△9.0%
△75.2
17.4%

23.0%
-

75.7%  

     주：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임.
         비중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표 3  품목별 수출입 실적

단위: 만톤, 억달러

품목
수출 수입

순수입량
수출량 수출액 수입량 수입액

면화
설탕
채소
과일

1.5(1.0배)
15.4(△56.9%)

732.5(7.7%)
370.2(1.5%)

-
-

54.2(21.0%)
24.7(21.7%)

380.6(43.5%)
136.5(△1.7%)

11.7(20.3%)
125.9(9.9%)

-
-

0.9(11.7?%)
7.6(15.3)

379.1
121.1
-
-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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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물, 수산물의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
2006년 축산물 수출액은 37.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 고, 수입액도 45.6억 달러

로 7.7% 증가하 다. 무역적자는 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하 다. 그 중 생돈제품

은 9.8억 달러 수출하여 2.0% 증가하 고, 4.8억 달러를 수입하여 35.6% 증가하 다. 

2006년 수산물 수출액은 9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하 고, 수입액은 43.0억 달

러로 4.4% 증가하 다. 무역흑자는 5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3% 증가하 다. 

4. 산동성 농산물 수출입액 중국 1위
2006년 중국 농산물 수출액 1위는 산동성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하 다. 2위는 광동

성으로 9.2% 증가하 고, 3위는 절강성으로 7.8% 증가하 다. 

2006년 농산물 수입액 1위도 산동성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하 다. 2위는 광동성으

로 18.7% 증가하 고, 3위는 강소성으로 16.9% 증가하 다. 

5. 수출국별 실적 증가：대아시아, 유럽은 무역흑자, 대아메리카, 아프리카는 
무역적자

5.1. 대아시아 수출입 동향

아시아는 중국 농산물의 제1수출시장이다. 2006년 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여 농산물 총 수출액의 61.5% 차지하 다. 수출액 순위별 5대 국가는 일본, 한국, 홍콩, 말

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다. 반면 아시아는 중국 농산물의 제2수입시장이다. 2006년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하 고, 농산물 총 수입액의 24.8%를 차지하여 5%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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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유럽 수출입 동향

유럽은 중국 농산물의 제2수출시장이다. 2006년 55.9억 달러 수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하 고, 농산물 총 수출액의 17.8%를 차지하여 1.3% 증가하 다. 수출액 순위별 5대 국가는 

독일, 러시아, 네덜란드, 국, 스페인이다. 반면 유럽은 중국 농산물의 제4수입시장이다. 2006년 

36.8억 달러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 고, 농산물 총 수입액의 11.5% 차지하여 

0.3% 감소하 다. 

5.3. 대북미주 수출입 동향

북미는 중국 농산물의 제3수출시장이다. 2006년 북미에 대한 수출은 4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하 고, 농산물 총 수출액의 13.7%를 차지하여 1.6% 증가하 다. 반면 북미는 중

국 농산물의 제1수입시장이다. 2006년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 고, 농산물 총 수

입액의 26.3%를 차지하여 1.2% 감소하 다. 그 중 미국, 캐나다로부터 각각 76.0억 달러, 8.0억 달

러 수입하 다. 

5.4. 대아프리카 수출입 동향

아프리카는 중국 농산물의 제4수출시장이다. 2006년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하 고, 농산물 총 수출액의 2.8%를 차지하여 0.2% 증가하 다. 반면 아프리카는 중국 

농산물의 제6수입시장이다. 2006년 수입액은 1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하 고, 농

산물 총 수입액의 3.7%를 차지하여 0.001% 증가하 다. 그 중 부르키나 파소, 말리에서 1.9억 달

러, 1.1억 달러를 수입하 다. 

5.5. 대중남미 수출입 동향

중남미는 중국 농산물의 제5수출시장이다. 2006년 남미에 대한 수출액은 8.2억 달러로 전년 동

기 대비 55.6% 증가하 고, 농산물 총 수출액의 2.6%를 차지하여 0.2% 증가하 다. 수출액 순위

별 3대 국가는 멕시코, 브라질, 엘살바도르다. 반면 중남미는 중국 농산물의 제3수입시장이다. 

2006년 수입액은 77.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 고, 농산물 수입 총 액의 24.1%를 

차지하여 2.3% 감소하 다. 그 중 멕시코, 아르헨티나로부터 각각 38.0억 달러, 24.1억 달러 수입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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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산물 무역은 주로 일반 무역방식을 사용
2006년에 일반무역방식을 통해 수출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하 다. 원료공급가공

방식을 통해 수출한 실적은 14.3% 증가하 다. 원료가공조립 무역방식을 통해 수출한 실적은 

11.9% 증가하 다. 변경지역의 소규모 무역방식을 통한 수출도 14.9% 증가하 다. 

2006년에 일반무역방식을 통해 수입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하 다. 원료공급가공

방식을 통해 수입한 실적은 2.2% 증가하 다. 원료가공조립 무역방식을 통해 수입한 실적은 0.9% 

감소하 다. 변경지역의 소규모 무역방식을 통한 수입은 45.0%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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