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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국내 농산물 수 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는 국 농업

의 지역별, 품목별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 다. 국의 지역별 농업구조 변화와 농작물 품목별 주산지형성  

변동 과정을 분석하여 지역농업구조와 품목별 지역분포 특성을 명확하

게 악하고 이를 토 로 정책  시사 을 제공하는데 이 연구의 목 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의 지역농업구조 분석을 해 먼  농업지역을 크

게 북부, 남부, 서북·청장고원(西北‧青藏高原) 3  지역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북부지역을 동북3성(東北三省), 황하 하류(黃河中下游), 남부지역

을 장강 하류(長江中下游), 남부연해(南部沿海), 서남내륙(西南内陆)으로 

세분하여 모두 6  농업지역으로 구분하 다. 

국은 농업지역 간 자연지리  사회경제  조건의 차이가 뚜렷하고 

이로 인해 농업발 의 양상도 상이하다. 자연지리조건에서 장강 하류, 

남부연해(이상 남부지역), 황하 하류, 동북3성(이상 북부지역)은 서남내

륙과 서북·청장고원에 비해 비교우 가 있다. 장강 하류, 황하 하류, 

남부연해지역은 동북3성,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지역에 비해 경제가 

발 한 지역으로 농업발 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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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생산과 고용 양 측면에서 농업의 비 이 축소되는 것은 일반

인 상으로 이들 지역은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 이 상

으로 낮다. 반면 경제발  수 이 낮은 동북3성, 서남내륙, 서북·청장고

원지역은 지역 내 농업경제의 상이 상 으로 높다. 

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지역 간 농업경제의 상이 변화하고 있으

며 변화의 주된 내용은 국의 농업 투입과 산출에서 남부지역의 비 이 

감소하고 차 황하 하류와 동북3성을 심으로 북부지역의 비 이 증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북3성은 식량 생산  공 에서 그 역할

이 차 커져 국에서 가장 요한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부상하 다. 

개 개방 이후 국의 농업생산구조는 재배업의 비 이 감소하고 축

산업의 비 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재배업은 토지집약 인 식량작물의 

비 이 감소하고 노동집약 인 원 작물의 비 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하 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6  농업지역에서 공통 으

로 찰되지만 지역별로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국의 최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부상한 동북3성의 경우 2000년  들어 식량작물의 비 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의 농업지역 간 농업성장 격차를 분석하기 해 지역 간 요소생

산성과 요소 체 계, 총요소생산성, 농 주민소득을 분석하 다. 노동

생산성은 토지/노동 비율이 높은 동북3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율이 

낮은 장강 하류, 남부연해, 황하 하류가 뒤를 이었다. 토지생산성은 토

지/노동 비율이 낮아 집약 농을 실시하는 남부연해, 장강 하류, 황하

하류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6  농업지역 모두 1980년 까지는 토지생산

성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아 토지생산성 향상이 농업성장

을 견인하 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가 농업성장을 주

도하는 형국으로 환되었으며 2000년  들어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

해졌다. 1980, 90년 에는 지역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가 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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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들어 평 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분 지역에서 

토지/노동 비율 곡선이 1990년  를 후로 ‘V’자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개 개방 이후 30년 동안 국의 농업총요소생산성은 시기별 변동이 

심한 특성을 보이는 가운데 연평균 2.9% 성장하 다. 농업총요소생산성

지수를 분해한 결과 6  농업지역 모두 기술 진보와 기술효율성 하락이 

병존하는 상이 찰되었다. 이는 모든 농업지역에서 농업총요소생산성 

성장이 생산 론티어의 상향이동을 의미하는 기술진보에 한 의존이 

뚜렷한 기술유발형 성장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향후 기술효율성 제고를 통해 농업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농업지역별 농업총요소생산성 증가

율은 황하 하류(4.1%), 남부연해(4.0%), 장강 하류(3.3%), 동북3성(3.3%), 

서북·청장고원(1.8%), 서남내륙(-0.1%) 순이다. 

국의 농업지역별 농 가구 1인당 평균 소득은 지역의 경제발  수

과 비례하여 장강 하류, 황하 하류, 남부연해, 동북3성, 서북‧청장고

원, 서남내륙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농 주민 소득 격차는 개 개방 

기 다소 완화되었으나 개 의 효과가 소진된 1980년  반 이후 지속

으로 발산(divergence) 추세를 나타냈다. 2000년  반 이후 소득 격차

의 발산 추세가 꺽여 수렴(convergence)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역 간 성장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이다. 각 지역 내부의 성·자치구·직할시 간 농 주

민 소득격차는 경제발  수 이 높은 장강 하류, 남부연해, 황하 하류

지역의 경우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 반면 동북3성과 서북·청장고원

지역은 변동이 심하긴 하지만 수렴(convergence) 상이 측되었다.

개 개방 이후 30년 동안 국의 주요 농작물 품목별 지역분포 변화

를 분석한 결과 과거 남부지역에 집 되었던 품목별 주산지가 차 북부

지역으로 확산 는 이동하고 있는 상이 찰되었다. 품목별로 주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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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구체 인 양상은 차이가 있지만 체 으로 황하 하류와 동북3

성의 생산집 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동북3성은 을 제외

한 , 옥수수, 두 등 식량작물의 새로운 주산지로 부상하 다.

농업생산의 특성상 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주산지 형성과 변동은 

지역 간 자연지리조건의 차이가 가장 기본 인 향요인이다. 품목별로 

생산집 도가 증가한 지역은 기후, 토양, 수자원 등 자연지리조건상 

부분 해당 품목의 생산에 비교우 가 있는 지역이다. 농업생산에서 가장 

기본 인 ‘ 지 작’의 원칙이 반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에서 농작물의 주산지 변동은 개 개방 이후 농가토지도 경 제

가 도입되어 농가들이 작목 선택의 자유를 가지게 된 것이 요한 계기

이다. 국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환한 이후 농민들은 작목 선

택 시 수요변화, 투입재와 생산물의 가격 변동, 소비시장의 근 성 등 경

제  요인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차 익숙해졌다. 특히 품목별 

상  수익성은 농가와 지역 단 의 작목 선택에서 요한 변수로 부상

하 다. 국에서 시장경제가 발 하면 할수록 수익성 지표는 주산지 변

동에서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에서 농작물의 주산지 형성과 변동에서 요한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정책  요인이다. 굳이 국이 아니더라도 한 국가에서 농

작물의 주산지 형성과 변동 과정에서 정책변수는 요한 향요인의 하

나이다. 그러나 정치 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으로는 시장경제를 결합

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국에서 정책변수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이 분리된 농 토지

제도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제약될 경우 농민들의 자율 인 의사결정 

한 제약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향후에도 국의 품목별 

주산지 변동은 정책  요인의 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 농업부가 2003년(11개 품목)과 2008년(16개 품목) 두 차례 발표한 



xiii

주요 농산물의 품목별 지역배치계획, ‘ 국 5,000만 톤 식량증산능력 계

획(2009~2020년)’, ‘ 국 채소 지역 발 계획(2009~2015년)’, ‘ 국 

배 지역 발 계획(2009~2015년)’ 등은 주산지 변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표 인 정책이다. 주산지정책은 품목별로 선정된 주산지의 생

산 집 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산지를 심으로 품목별 농산업화 경 의 

발 을 강조하고 있다. 품목별 수  안정이라는 목표 외에, 주산지를 

심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궁극 으로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외

지향 인 목 도 포함하고 있다. 

국 농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정책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의 농업여건은 지역 간 차이가 크고 농작물 품목별 지역분

포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 수 에 직간 인 향을 

미치는 심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과 주산지(농업지역 는 성·자치구·

직할시)를 연계하여 정책  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지역·품목모니터

링체계를 구축하고 련 정보를 신속하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심 품목군과 지역을 연계해보면 곡물은 동북3성(흑룡강성, 길림성), 채

소류는 황하 하류(산동성, 하북성)와 서북지역(내몽고자치구), 과일류는 

황하 하류(감숙성, 산동성), 축산물은 서남내륙(사천성)지역이다. 

둘째, 국농업 지역·품목모니터링체계의 구축과 함께 국농업 망

모형 개발도 시 히 요구된다. 한·  간 농산물 교역구조를 보면 국의 

채소류와 과실류 수  변화는 우리 농업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반면 

사료용 곡물의 경우 국의 수  변화는 국제시장을 통해 우리 농업에 

간 인 향을 미친다. 국의 농산물 수 변화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직간 인 향을 계측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

기 해서는 국농업 망모형 구축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세계 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주요 농산물의 작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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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가 농산물 수  

불균형을 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국내 으로 기후변화에 

응하기 한 농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채소류를 

심으로 주요 품목의 수  불균형 발생시  국농업 지역·품목모니터

링체계와 연계하여 부족한 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포

함한 응 매뉴얼을 시 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생산구조와 구조변화 패턴은 우리나라

와 일치한다. 이는 향후 양국의 농업이 구조 으로 상호보완 계보다는 

경쟁 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가능성이 매우 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 정부의 노력에 의해 국산 

수출농식품의 안 성이 개선되고, 장기 으로 신선 과채·과실, 육류 

등의 검역상 수입 지 조치가 해제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국산 농산물 

수입이 확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쟁 계가 심하되 경쟁력이 낮은 

국내 노동  토지집약  농산물은 품목별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집약형 농식품과 고기술 가공식품은  국 수출을 극 지원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가 불가피한 실을 감안

한다면 국내 소비자 보호를 해 무역장벽을 강화하기 보다는 안 성 제

고에 을 맞춘 수입농산물 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욱 요하다. 

다섯째, 국의 농업생산구조 변화에서 제도 ‧정책  요인은 요한 

향요인이며 국 특색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향후에

도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국 경제사회의 특수성을 과소

평가한 채 시장경제의 일반법칙이 외 없이 철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

나치게 신뢰하는 경우 변화의 실체를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에 기 한 응방안 한 효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

의 농업제도  정책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역

(농업 력, 생검역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당국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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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국 농업에 한 응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품목별로 보면 국 동북3성의 산업은  세화 실시를 앞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크게 하고 있다. 국의  주산

지 변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동북3성, 특히 흑룡강성의 생산집

도가 증가한 것이다. 동북3성은 친환경농업에 합한 생산조건을 활용하

여 고품질 유기농 의 생산계열화가 빠르게 진 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북3성의 친환경  생산계열화 추세는 고품질  생산으로 국제경쟁

력을 확보하려는 우리 산업에 커다한 이다. 정부가 미곡종합처리

장(RPC)를 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계열화사업을 확  시행하

여 동북지역의 친환경 에 한 응력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 아울

러 세화 환을 한 세상당치(TE) 산출시 국산  가격과의 차이

를 고려하여 신 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  FTA 상에서는 ‘양

허제외 품목’으로 분류하는 략이 필수 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양념채소를 비롯한 채소류는 부분 국 산동성의 

규모 채소주산지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

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산 양념채소류 수입이 국내 수 사정상 

불가피한 실이므로 국내 소비자 보호를 해서는 세  비 세장벽

의 강화보다는 안 성 제고에 역 을 두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산동

성 채소 주산지를 심으로 우리나라의 식품안  검사기 을 설치하거

나 지 주재 검사 을 견하는 방안이 실 인 안이므로 국의 

계기 과 상을 통해 이를 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으로도 국산 

원 농산물의 수입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업체를 엄격하면서도 효

율 으로 리할 수 있는 수입검사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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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92년 한‧  수교 이래 우리나라의  국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교역은 자폭이 지속 으로 확 되는 추

세이다. 양국 간 농산물 교역규모가 1992년 9.8억 달러에서 2010년 24.7

억 달러로 증가한 가운데 자규모도 같은 기간 9.6억 달러에서 15.3억 

달러로 증가하 다. 

한‧  수교 이후 우리나라 수입농산물 시장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미국산의 비 이 감소하고 국산의 비 이 증가한 것이

다. 미국산 수입농산물의 비 은 1995년 45.5%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7년 25.7%로 감소하 다. 반면 국산 수입농산물의 비 은 같은 기

간 7.2%에서 23.5%로 증가하 다. 이는 국내 농산물 수 에서 국산에 

한 의존도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07년 이후 국의 곡물 수출제한 조치로 우리나라의  국 최  

수입품목이었던 옥수수와 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수입농산물 시장

에서 국산의 비 도 폭 감소한 상태이다. 2010년 재 수입농산물 

시장에서 국산 비 은 미국산 31.0%에 이어 13.9%로 2 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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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 들어 국산 곡물(주로 가공용  사료용)이 수입농산물 시장에

서 차지하는 비 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식생활과 하게 련

된 주요 품목(주로 양념채소류)의 국산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 에서 

유지되고 있다. 검역상 수입규제조치로 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 인 

과실류, 육류를 제외하고 채소류의 경우 국산의 수입시장 유율이 

1997년 36.7%에서 2010년 73.9%로 폭 증가하 다. 특히 채소류 가운데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은 김치, 고추, 마늘, 양 , 당근, 

무, 배추,  품목은 국산의 수입시장 유율이 95% 이상으로 의존도

가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과 자유무역 정(FTA) 상의 추진을 

비하고 있다. 2006년 11월 민간공동연구를 완료한데 이어 2007년 3월 

산‧ ‧학 공동연구에 착수하여 2010년 5월 마무리하고 지 은 정부간 

공식 상 개시에 앞서 민감분야에 한 사 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

이다. 한‧  FTA의 체결은 우리 농산물이 팽창하고 있는 국의 식품소

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을 심으로 국산 농산물에 한 의존도가 높

은 상황에서 한‧  FTA의 체결로 양국 간 비교우 에 입각한 농산물교

역이 가속화될 경우 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더욱 증가하고 국산 농산

물에 한 의존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상된다.

한‧  FTA 상에 비하고 우리 농업의 응 략을 모색하기 해서

는 국 농업에 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농산물 수 에 커다

란 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것으로 상되는 국산 농산물에 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시 하다. 특히 국은 넓은 국토면 과 다양한 

기후, 토양, 지형조건으로 농업생산의 지역특성이 강하고, 지역 간 농업

성장 격차도 커 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여 농업을 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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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 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들이 동질화되고 지역 간 차이가 평균

화되어 실을 과  는 과소평가할 험성이 있다는 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국의 지역별 농업 황과 성장 특성을 체계 으로 

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 로 우리가 심을 가지는 품목의 국

내 수 상황을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지속 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내 농산물 수 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는 국산 농

산물에 한 지역별, 품목별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한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목 이 있다.

첫째, 국의 지역별 농업 황과 농업성장 략을 분석하여 국 농

업의 지역 특성을 구체 으로 악한다. 

둘째, 이를 토 로 우리의 지역별, 품목별 응 략 마련을 한 정책

 시사 을 제시한다.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형진 외(2009)는 2014년 이후 시장의 세화 환을 앞두고 있는 

시 에서 MMA 수입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 동북3성 

·단립종 산업의 최근 구조변화 동향과 생산계열화 실태를 조사, 분

석하 다. 이 연구는 주요 정책  시사 으로 우리 산업의 실질 인 

요인인 국 동북3성 산업에 한 모니터링  측체계 구축, 경

쟁력 제고를 한 산업의 생산계열화, 장기 으로 국내 수  물량

의 일정부분을 수입 이 충당한다는 제하에 수 계획 수립  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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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모색 등을 제시하 다.

형진 외(2008)는 곡물과 채소류를 심으로 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확 되는 상황에서 국내 농산물 수 에 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것으

로 상되는 국 주요 농산물의 수  상황을 악하고 지역구분을 토

로 주산지 분포  변동 상황, 변동요인, 주산지간 비교우  등을 분석하

고 시사 을 제시하 다. 분석 상 농산물은 식량작물( , , 옥수수, 

두), 과실류(사과, 배),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 , 당근)이다. 이 연구

는 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는 경우 이질 인 특성을 지닌 지역들

이 동질화되고 지역 간 차이가 평균화되어 실을 과  는 과소평가할 

험성이 있다고 지 하고 지역별, 품목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박래경 외(2008)는 2005년부터 3년 동안 국 동화북지역의 친환경농

업 생태환경, 친환경농업 주요 작물의 생산성, 그리고 친환경 주요 농산

물의 유통, 무역  국제경쟁력 등이 우리나라의 식량수 에 미치는 

향 등을 조사, 분석하 다.

김연  외(2006)는 국으로부터 김치, 당근 등 채소류 수입이 크게 증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김치, 당근 수 분석에 활용할 목 으로 

국의 김치와 당근에 한 생산, 유통, 수출입 동향을 정리하 다.

김병률 외(2004)는 우리나라의 최  국산 채소류 수입지역인 산동성

의 채소류 생산, 주산지 분포  이동, 생산비, 산지  도매유통, 가공, 

수출 황을 악하고 이를 토 로 향후 산동성의 채소류 생산, 유통, 가

공, 수출 추이를 망하 다. 이 연구는 산동성의 작부구조가 식량작물 

재배는 감소추세인 반면 유지작물, 면화 등 경제작물과 채소류, 과실류 

재배는 증가 추세이며, 특히 채소류는 산동성 재배업의 제1산업으로서 

수익성이 높고 국 내수 증가와 한국, 일본, 동남아지역의 수출 수요 증

가로 향후 재배면 과 생산량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하 다.

정정길(2004)은 국의 식량기지인 동북3성의 ‧단립종  생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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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 공

되는 식량이 국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 했다. 한 고품질 

 생산에 유리한 자연환경, 낮은  생산비, 국인들의  소비패턴 변

화 등으로 인해 동북3성이 기타지역보다 ‧단립종  생산잠재력이 크

다고 분석하 다.

서종 (2002)은 동북3성의 수도작 지  분포  ‧단립종 의 주산

지, 주요 재배품종, 생산비  가격, 생산잠재력을 분석하고, 흑룡강성 국

농장의  생산 실태를 소개하 다. 흑룡강성의 경우 고품질  생산

에 유리한 생태조건, 넓은 재배면 , 높은 상품화율, 벼 집 생산단지 조

성, 우수한 품종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생산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분

석하 다. 

박진환(1995, 1999)은 국의 ‧단립종  생산 추이, 주산지 분포와 

변화 추이, 최  주산지인 강소성과 흑룡강성의 생산 황을 정리하

다. 한 박진환(2000)은 국 동북지역 삼강평야(三江平原)의 일반 농

지역과 구별되는 54개 국 농장의 건설과정  분포, 국 농장내 가족농

경  황, 농장조사 등을 토 로 국 농장의  수출잠재력이 크다는 

을 지 하 다.

국내 농산물 수 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는 국산 양념채소류와 

국내 농업의 기간산업인 산업의 잠재 인 요인인 단립종 에 

해서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들 품목의 주산지인 산동성과 동북3성을 

상으로 생산, 유통, 소비, 수출 황 등을 조사,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부분은 국 농업의 지역 특성에 한 이해를 토 로 지

역별 농업성장 략에 한 종합 이고 체계 인 분석을 결여한 채 우리

의 심 품목과 이들 품목의 최  주산지를 단편 으로 연계하여 재배면

, 생산, 소비, 유통, 수출입 등의 동향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국 농업의 지역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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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농업성장 략에 한 종합 이고 체계 인 근을 시도하고, 국

내 농산물 수 에 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것으로 상되는 주요 품

목의 국 내 지역별 분포 황을 토 로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이들 품

목에 한 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에서 차별성이 있다. 한 이 연구

는 국내 농산물 수 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는 국 농산물에 한 

지역별, 품목별 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모니터링사업 추진을 한 연

구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다.

제4절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국 농업의 지역별 성장 특성  품목별 성장 특성을 분석

하는 것이 주요 목 이다.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국의 농업

지역을 구분하고 연구 상 품목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 이루어진 형진 외(2008)의 연구방법을 차용하여 국의 농

업지역은 동북3성(東北三省), 황하 하류(黃河中下游), 장강 하류(長江中

下游), 남부연해(南部沿海), 서남내륙(西南内陆), 서북‧청장고원(西北‧青藏

高原)의 6개 지역으로 세분하 다. 

연구 상 품목도 형진 외(2008)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 에 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것으로 상되는 10개 품목을 연구 

상 품목으로 선정하 다. 구체 으로 , 옥수수, , 두 등 식량작물 

4개 품목, 고추, 마늘, 양 , 당근 등 양념채소류  근채류 4개 품목, 사

과, 배 등 과일 2개 품목이다.

이 연구에서 국의 농작물 품목별 성장 특성 분석은 형진 외(2008)

의 방법을 이용하여 품목별 생산의 지역분포 특성, 다시말해 주산지 변

동 특성을 분석하 다. 분석과정에서 형진 외(2008)의 분석기간인 1980~ 

2006년을 3년 연장하여 분석하 으나 추세 으로 동일하게 나타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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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직 으로 인용 는 참조하 다. 

품목별 주산지 변동 분석은 재배면  유율과 생산집 도

(concentration ratio)지수인 CRk를 분석 지표로 활용하 다. 여기서 생산량 

유율이 아닌 재배면  유율을 사용한 이유는 생산량의 경우 작황에 

따라 연도별 변화가 크게 나타나 실제 종면 인 재배면 의 변화가 농

업생산구조의 변화 추세를 더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율은 특

정 품목의 지역별 재배면 을 국 재배면 으로 나  값으로 정의된다. 

생산집 도지수(CRk)는 특정 품목의 재배면  유율 상  k개 주산지

(성)의 유율을 더한 값으로 정의된다.1)

품목별 생산의 지역분포 변화 분석을 한 분석기간은 농가토지도

경 제의 도입으로 농가에게 작물선택권이 주어져 작부체계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1980년  이후 29년 동안으로 설정하 다. 분석기간을 3년 간

격으로 10개 시기로 구분하 으며, 각 시기별로 3개년 평균치를 구하여 

주산지 변동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생산규모와 주산지 변동의 단기  

향을 이고 추세변화에 한 반응능력을 제고하 다.

이 연구는 1980~2009년 동안의 성별 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품목별 

주산지 변동을 분석하기 때문에 통계자료의 확보가 매우 요하다. 4  

식량작물을 비롯하여 사과, 배 등 과실류는 성별 통계 이용에 제약이 없

다. 그러나 고추, 마늘, 양  등 양념채소류와 당근은 성별 시계열 통계

가 미비하여 식량작물, 과실류와 동일한 분석방법을 용할 수 없다. 따

라서 채소류 4개 품목에 해서는 확보가능한 최신 통계자료를 최 한 

이용하는 한편 주요 수입지역인 산동성의 생산 황을 정리한 형진 외

(2008)의 연구결과를 직 으로 인용하거나 참조하 다.

1)  
  



  ⋯(는 특정품목의 지역 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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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국의 지역별 농업농 분야 ‘12.5 

규획’의 내용을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한 방법으로 

국 사회과학원 농 발 연구소에 연구를 탁하 다. 탁연구 결과는 

번역하여 제3장에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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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의 지역구분과 지역별 

농업여건

제1절  분석 시각

국은 넓은 국토면 과 다양한 기후‧토양‧지형 조건으로 인해 농산

물의 생산과 소비에서 지역 간 차이가 크다. 그리고 지역별로 사회경제

조건도 상이하여 농업성장의 지역 간 격차가 비교  뚜렷하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국을 단일 지역으로 통합하여 인식하게 되면 자연지

리조건, 자원부존조건, 사회경제조건이 상이한 다양한 지역들이 동질화

되고 지역 간 차이도 평균화되어 자칫 국의 농업을 과  는 과소평

가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에 한 향력이 확

되고 있는 국 농업을 보다 객 으로 평가하고 우리의 응 능력을 

제고하기 해서는 국을 동질성을 지닌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

역별로 농업특성을 면 으로 고찰하는 것이 요하다. 

국의 지역구분은 구분 목 에 따라 다양한 구획법이 존재한다. 자연

지리지역, 행정구역, 경제지  구분 등이 표 이다. 농업지역의 구분은 

자연지리조건이 결정 인 요인이지만 행정구역 는 경제지 와도 



국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시사10

하게 련되어 있다. 국의 농업지역 구분에 참고할만한 기존의 다양한 

지역구분법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용할 농업지역 구분법을 확정하기

로 한다.

한 국가(지역)의 농업발 은 자연지리  사회경제 조건에 의해 좌우

된다. 농업 생산은 사람과 자연계가 상호 교류하는 생산부문으로 자연자

원조건, 특히 빛, 온도, 수분, 토양과 하게 련되어 있다. 따라서 기

후, 지형, 토양, 수자원 등 자연지리조건은 한 국가(지역)의 농업발 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 이고 요한 향 요인이다. 한 인구, 경제규모, 

기술수  등 사회경제조건은 한 국가(지역)의 농업생산에 직간 으로 

향을 미쳐 농업발 을 진하거나 제약한다.

이 장에서는 국 농업의 특성을 보다 구체 으로 찰하기 해 

국을 몇 개의 농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자연지리  사회경제 조

건에서 구체 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농업발 의 

기조건 차이가 지역농업의 특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본다. 국

의 지역농업 특성을 종합 으로 악하려는 이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지역별 농업여건의 차이를 체계 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장의 주요

한 목 이다. 

제2절  중국의 농업지역 구분

1. 4  자연지리지역

신 국 성립 이후 다수의 연구자 는 기 들이 자연지리에 기 하여 

다양한 지역구분법을 제시하 다. 재 국에서 가장 보편 으로 활용

되고 있는 것은 4  자연지리지역 구분법이다. 1991년 인민교육출 사가 

출 한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국을 북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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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方地区), 남부지역(南方地区)，서북지역(西北地区), 청장지역(青藏地区)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한다(그림 2-1 참조). 

국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장 표 인 지역구

분법이다.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은 자연지리  환경과 농업생산조건의 차

이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문화  차이도 크다. 국의 남부와 북부를 가

르는 경계는 진령(秦嶺)산맥-회하(淮河) 분계선이다. 이 분계선은 지리  

분계선인 동시에 아열 기후와 온 기후의 분계선(1월 0℃ 등온선) 그리

고 습윤지역과 반습윤지역의 분계선(800mm 등강수량선)이기도 하다.

그림 2-1  중국의 4대 자연지리지역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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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중국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 비교

구 분 남부지역 북부지역

 경계선  진령-회하 남쪽  진령-회하 북쪽

 기후

  -기후

  -최 온도

  -연강수량

  -작물생장기

 아열 , 일부 열

 ＞0℃

 ＞800mm, 연 변화율 ＜20%

 ＞226일

 온

 ＜0℃(식물생장 정지)

 ＜800mm, 연 변화율 ＞20%

 ＜225일

 지형  구릉지, 분지 등 복잡  평야, 고원 등 비교  활

 하천  국 하천의 80% 이상  국 하천의 20% 이하

 농업

  -토지이용 특성

  - 표 식량작물

  - 표 경제작물

  - 표 과일

 논이 비교  많음

 벼, 1년 2~3작

 고구마, 유채, 차

 감귤

 밭이 비교  많음

 , 1년 1~2작

 면화, 땅콩, 사탕무우, 아마

 사과, 배

자료: 형진 외(2008), P.34 표 2-8 인용.

그림 2-2  중국의 지연(地緣)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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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북부지역은 지형 으로 평원(plain)이 넓게 분포한다. 동북평원(东

北平原), 화북평원(华北平原), 황토고원(黄土高原)이 표 이다. 동북평

원은 삼강평야(三江平原), 송 평야(松嫩平原), 송료평야(松辽平原) 등으

로 이루어진 국 최 의 평원으로 비옥한 흑토지 이다. 동북평원은 

국 최 의 상품식량 생산기지이며, 농업기계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동북평원에 속한 삼강평야와 송 평야는 국의 9  상품식량 생산기지

에 속한다. 화북평원은 국에서 가장 평탄한 평원으로 주로 황하(黃河), 

해하(海河), 회하(淮河)의 충 토양으로 이루어졌다. 황하 하류지역은 

국 최 의 면화와  주산지이자 과일벨트이다. 황토고원은 세계 으로 

가장 넓고 토양층이 두터운 황토(黄土) 퇴 토양이다. 

국 남부지역의 동쪽지역은 평야와 구릉지 면 이 넓게 분포한다. 강

한평야(江汉平原), 동정호평야(洞庭湖平原), 양호평야(鄱阳湖平原), 장강 

삼각주평야(长江三角洲平原) 등 장강(长江) 하류지역의 평야는 국에

서 가장 낮은 지 에 치하며, 주강(珠江) 삼각주 평야도 표 인 평야

지역이다. 장강 하류지역의 평야와 주강삼각주는 ‘담수어와 의 고향

(鱼米之乡)’으로 불린다. 남부지역에는 국의 9  상품식량 생산기지 가

운데 성도평야(成都平原), 강한평야(江汉平原), 동정호평야(洞庭湖平原), 

양호평야(鄱阳湖平原), 태호평야(太湖平原), 주강(珠江) 삼각주，강회지

구(江淮地区) 등 7개의 생산기지가 분포한다. 장강 이남 구릉지역은 국 

최 의 구릉지역으로 부분 동북방향에서 서남방향으로 흐르는 산과 

계곡 분지사이에 분포한다. 

국 남부지역의 서쪽은 고원과 분지가 발달되어 있다. 사천분지(四川

盆地)는 국 4  분지가운데 하나이다.2) 운귀고원(云贵高原)은 형 인 

2) 사천분지(四川盆地; 사천성), 탑리목분지(塔里木盆地; 신강 그루족자치구), 토로반분지(吐鲁番

盆地; 신강 그루족자치구), 회갈얼분지(准噶 盆地; 신강 그루족자치구)



국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시사14

카르스트지형이며 고원상의 국부 인 평야지역이 주요 농경지역이다.

국 서북지역은 고원과 분지 주의 지형이다. 기후는 형 인 온  

륙성기후이며 건조하다.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

이다. 강수량이 극히 어 연강수량이 400mm 이하이다. 서북지역은 

국에서 가장 요한 목축업지역(특히 신강, 내몽고)이다. 한 요한 오

아시스 개농업지역( 하, 신강, 하투), 온 과일 주산지(신강), 식용당 

작물 주산지(내몽고, 신강), 면화 주산지(신강)이다. 청장고원(青藏高原) 

지역은 세계 으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고원지역으로 평균 해발이 

4,000m에 이른다. 국의 주요 하천인 황하(黄河)와 장강(长江)의 발원지

이다. 청장고원지역은 고원한랭 방목지역이자 하천계곡 농업지 이다. 

서장자치구과 청해성은 국의 요한 목축업기지이다. 

2. 행정구역체계와 경제지  구분

가. 행정구역체계 

국은 1949년 신 국 성립 직  성(省) 단 의 행정구역체계를 확립

하 다. 그러나 신 국 성립 이후 30개 성(省), 12개 직할시, 5개 행서구

(行署区), 1개 자치구(내몽고자치구), 1개 지방(西藏)으로 이루어졌던 행정

구역체계를 화북(华北), 동북(东北), 화동(华东), 남(中南), 서남(西南) 등 

6  행정구역체계로 개편하 다. 1954년에는 6  행정구역체계를 폐지하

고 다시  성(省) 단 의 행정구역체계를 회복하 다. 이때 일부 성을 증

설 는 편입, 합병하 다.3) 1955년에는 열하성(热河省)을 분리하여 하북

3) 요동성(辽东省)과 요서성(辽西省)을 합병하여 요녕성 설립, 송강성(松江省)을 흑룡강성에 편입, 

하성(宁夏省)을 감숙성에 편입, 수원성(绥远省)을 내몽고자치구에 편입, 심양시(沈阳 ), 여

시(旅大 ), 안산시(鞍山 ), 무순시(抚顺 ), 본계시(本溪 ), 장춘시(长春 ), 하얼빈시(哈 滨 ), 

무한시(武汉 ), 주시(广州 ), 경시(重庆 ), 서안시(西安 ) 등 11개 앙직할시를 요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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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요녕성, 내몽고자치구에 편입하 으며, 서강성(西康省)을 사천성에 

편입하 다. 한 신강성(新疆省)을 신강 그르족자치구로 개편하 다. 

이어서 1957년에는 서성(廣西省)을 서장족자치구로 개편하고, 1965

년에는 하회족자치구를 설립하 다.

국의 1982년 수정 헌법 제30조는 “ 국을 성, 자치구, 직할시로 구분

하고, 성과 자치구를 자치구(自治区), (县), 자치 (自治县), 시( ), 과 

자치 을 향(乡), 민족향(民族乡), 진(镇)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여 재

와 같은 성·자치구·직할시 단 의 행정구역체계를 명문화하 다. 이후 

1988년 해남성이 추가되었으며, 1997년에는 사천성에서 경시를 분리하

여 직할시로 재편하 다. 2010년 재 국 으로 31개 성·자치구·직할

시를 단 로 한 행정구역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나. 경제지  구분 

국의 경제지  구분은 지역의 지리  환경, 자원부존조건, 경제발

의 역사  존하는 경제  기 와 련되어 있다. 신 국 성립 이래 

국 정부와 학계는 다양한 경제지  구획안을 제시하 다(표 2-2 참조). 

이  국 정부가 정식 공표하 을 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에 실제로 활

용한 경제지  구분법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7  경제 력지 (经济协作区)이다. 국은 신 국 성립 직후 확

립되었던 6  행정구역체계에 기 하여 1958년에 국을 동북(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화북(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서성, 내몽고), 서북(섬서

성, 감숙성, 하, 청해성, 신강), 화동(산동성, 강소성, 안휘성, 상해시, 

강성, 강서성, 복건성), 화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화남( 동성, 서), 

길림성, 흑룡강성, 호북성, 동성, 사천성, 섬서성 등 7개 성의 직할시로 변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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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서장) 등 7  경제 력지 로 구분하 다. 

7  경제 력지 는 1961년 화 과 화남이 남경제 력지 로 합병됨

에 따라 6  경제 력지 로 개편되었다.

표 2-2  중국의 주요 경제지대 구분법

구분 포함지역 비고

2분법  연해, 내륙 제6차 5개년 계획

3분법
 제1선, 제2선, 제3선 1950년 말~60년

 동부, 부, 서부 제7차 5개년 계획

6분법

 동북, 황하 하류, 장강 하류, 동남, 서북, 서남 劉再 (1985)

 동북, 황하유역, 장강유역, 남방, 신강, 서장 陳棟生(1986)

 동북, 화북, 화동, 남, 서북, 서남 1949~54년(행정구역)

7분법

 동북, 화북, 화동, 화 , 화남, 서북, 서남 1958년

 장강삼각주  인 지역, 환발해, 동남연해, 서남  

화남 일부지역, 동북, 부5개성, 서북

제8차 인  제4차

회의(1996.3)

 동북노후공업기지, 경삼각지역(京三角區), 장삼각지역

(長三角區), 주삼각지역(珠三角區), 부, 서남, 서북

 楊明洪․孫繼璟

 (2006)

 장강유역, 황하유역, 서북 5개성 경제연합지역, 주강삼

각주 경제발 지역, 민남(閩南)삼각지  경제지역, 동북
 徐逢賢(1999)

 8분법

 동북, 환발해, 황하 류(黃河中游), 장삼각(長三角), 장

강 류(長江中游), 동남, 서남, 서북
 제9차 5개년 계획

 동북, 북부연해, 동부연해, 남부연해, 황하 류, 장강

류, 서남, 서북(大西北)

 李善同‧侯永志 (2003)

 국무원(2006년)

 동북, 화북연해, 황하 류, 화동연해, 화남연해, 장강

류, 서남, 서북

 中國現代化戰略

 研究課題組 (2006)

 

10분법

 동북, 화북, 화동, 화 , 화남, 서남, 서북, 서장, 신강, 

내몽고

 孫敬之(1955)

 楊樹珍(1990)

 동북, 경진(京津), 진섬(晋陜), 산동, 상해, 남, 사천, 

동남, 서남, 서(大西)
 楊吾揚(1992)

자료: 형진 외(2008), p.33 표 2-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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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3  경제지 이다. 국은 제7차 5개년(1986~1990년) 계획 기간

에 “연해지역의 경제‧기술 우 를 바탕으로 내륙의 자원을 개발하고, 나

아가 변경 소수민족지역의 발 을 도모한다”는 단계  경제발 략을 

제시하고 국을 동부연해, 부내륙, 서부 등 3  경제지 로 구분하

다. 이 구분법은 자연지리  요인과 사회경제  요인을 결합한 것으로 

동부, 부, 서부지역은 자연지리 인 차이와 함께 교통, 정보, 교육, 문

화, 경제 등 사회경제  수 의 차이도 뚜렷하다. 경제 인 측면에서 비

교  객 으로 지역 간 경제발  수 의 차이를 반 한 지역구분법이

다. 국에서 동부‧ 부‧서부지역 구분은 남부‧북부지역 구분과 함께 가

장 보편 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구분법이다. 

그림 2-3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지역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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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부, 서부지역은 당  동부 12개 성·직할시·자치구, 부 9개 성·자

치구, 서부 9개 성·자치구로 구분하 다. 그러나 1997년 사천성에서 경시

가 분리되고 2000년 이후 서부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인당 GDP 

규모가 서부지역에 속한 성·자치구·직할시의 평균에 해당하는 부지역의 

내몽고와 동부지역의 서장족자치구를 서부지역으로 재분류하 다. 이로써 

동부 11개 성·직할시(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상해시, 강

성, 복건성, 동성, 해남성, 요녕성), 부 8개 성(산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

남성, 안휘성, 강서성, 흑룡강성, 길림성) , 서부 12개 성·자치구·직할시(내몽

고자치구, 감숙성, 하회족자치구, 섬서성, 경시, 귀주성, 서장족자치구, 

운남성, 사천성, 청해성, 서장자치구, 신강 그르족자치구)로 조정되었다. 

셋째, 행정구역체계에 기 했던 기존의 7  경제지 와 구별되는 신

(新) 7  경제지 이다. 1996년 제8차 국인민 표 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제9차 5개년(1996~2000년) 계획에서 환발해(环渤海), 동북, 장강

(长江)삼각주  연강(沿江), 부 5개성, 동남 연해(东南沿海), 서남(大

西南), 서북(西北)의 새로운 7  경제지  구분법이 제시되었다. 기존의 7

 경제지 와 비교하여 행정구역체계를 고집하지 않고, 동질성을 지닌 

지역의 특성을 최 한 반 한 지역구분법이다.

3. 농업지역 구분

국의 농업지역은 4  자연지리지역 구분법에 기 하여 먼  동부와 

서부를 구분하고, 다시 동부지역을 진령(秦嶺)산맥-회하(淮河) 분계선을 

기 으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 이다. 국의 

농업지역 구분에서도 경제발  수 의 차이에 근거한 동부, 부, 서부

의 3  지역구분법이 리 활용되고 있다. 국의 농업지역을 북부·남

부·서부지역으로 구분하든 동부· 부·서부지역으로 구분하든 지역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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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산조건의 차이가 비교  뚜렷하여 지역농업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나름 로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구분법 모두 각 지역이 포 하

는 범 가 비교  범 하여 각 지역내부에서도 자연지리  사회경제 

조건의 차이가 존재하여 보다 구체 이고 의미있는 지역농업의 특성을 

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국의 농업지역 구분도 경제지  구분

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구획안이 제시되었다(표 2-3 참조). 이들 구획법

에서 제시된 농업지역은 자연지리  조건의 차이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

에 경제지 와 달리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 이다. 

표 2-3  중국의 주요 농업지역 구분법

구분 지역 비고

3분법

동부, 부, 서부 제7차 5개년 계획

황하(黃河)-진령(秦嶺)-백룡강(白龍江) 이북지역

황하 이남-회하(淮河) 이북지역

회하-진령-백룡강 이남지역

‘1956~1967年全国农业发展

纲要(草案)’(1956, 국 공산

당 앙 원회)

6분법 화남, 화북, 화 , 동북, 서북, 해양어업지  
‘中國農業區域初步意見’(1950

년  반, 농업부)

8분법

동북, 화북, 화 , 화남, 내몽고, 서북, 사천‧운

남‧귀주, 청장(青藏)

‘關于劃分中國農業經濟區劃初

步方案’(1950년  반, 농업부)

동북, 화북평원, 황토고원, 장강 하류, 서남

화남, 몽신(蒙新), 청장(青藏)

‘中国农业地理总论’(1980, 과

학원 지리연구소)

동북, 화북, 화동, 화 , 화남, 서남, 서북, 청장 ‘中國農業資源 區劃’(2001)

9분법

동북, 황회해, 황토고원(이상 북부 한작지역), 장강 

하류, 서남, 화남(이상 남부 논농사지역), 동부 

반농반어지역, 서부 감신지역(이상 서북내륙 목축‧

개농업지역), 청장고원 고원한랭 목축‧농업지역

陳建中·李守 (2005)

동북, 화북, 장강 하류, 화남, 내몽고, 황하

류, 서남, 신강, 청장

‘中國農村經濟規劃’(1981)

 吳傳釣等(2001)

 

10분법

동북, 황회해, 장강 하류, 화남, 황토고원, 서남, 내

몽고  만리장성 인 지역, 청장고원, 감숙‧신강
‘中國綜合農業區劃’(1981)

자료: 형진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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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자연지리의 향을 크게 받는 농업생산의 특성을 고려

하여 국을 동부, 서북, 청장고원으로 구분하고, 동부지역을 다시 북부

와 남부로 구분하는 통 인 4  자연지리지역 구분법을 차용하여 먼

 국의 농업지역을 북부, 남부, 서부(서북  청장고원) 3  지역으로 

구분하 다. 다음으로 3  지역 내부 으로 농업생산에 향을 미치는 

동일한 특성의 자연지리조건과 경제지  구분시 참고했던 과거 6  행

정구역체계를 결합하여 국을 동북3성(東北三省), 황하 하류(黃河中下

游), 장강 하류(長江中下游), 남부연해(南部沿海), 서남내륙(西南内陆), 서

북‧청장고원(西北‧青藏高原)의 6  농업지역으로 세분하 다. 

그림 2-4  본 연구의 중국 농업지역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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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본 연구의 중국 농업지역별 행정구역 구분 

농업지역 성·자치구·직할시

동

부

북

부

동북3성 요녕성，길림성, 흑룡강성 

황하 하류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서성, 산동성, 하남성, 섬서성

남

부

장강 하류 호남성, 호북성, 강서성, 안휘성, 강소성, 강성, 상해시

남부연해 복건성, 동성, 서장족자치구, 해남성

서남내륙 사천성, 경시, 귀주성, 운남성

서부
서북

청장고원

내몽고자치구, 신강자치구, 하자치구, 감숙성(이상 서북)

서장자치구, 청해성(이상 청장고원)

제3절  지역별 개황 및 농업여건

1. 동북3성(东北三省)

가. 지역 개황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을 포함하는 동북3성은 국 체 국토면

의 8.3%(2009년)를 차지한다. 면 이 넓어 비교가 무의미한 서북‧청

장고원지역을 제외하면 지역 내 성별 평균 면 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정도 넓다. 특히 흑룡강성은 서북‧청장고원지역을 제외하면 국에서 면

이 가장 넓은 성이다.

동북3성의 인구는 국 체 인구의 8.3%를 차지한다. 넓은 국토면

에 비해 인구는 상 으로 어 1인당 평균 국토면 이 서북‧청장고원

지역(11.5ha)을 제외하면 0.73ha로 5개 농업지역 가운데 가장 넓다. 특히 

흑룡강성의 1인당 국토면 은 1.18ha로 국 평균 0.72ha에 비해 1.6배 넓

다. 한 서북‧청장고원지역의 6개 성·자치구를 제외한 국 평균 0.35ha

에 비해서는 약 3.4배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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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동북3성지역 위치도

표 2-5  동북3성의 사회경제적 위상(2009년)

국토

면

(만 ha)

인구

(만 명)

1인당

면

(ha)

산업별 GDP(억 안) 1인당

GDP

( 안)

가처분소득

( 안)

합계 1차 2차 3차 도시 농

 국(A) 95,069 131,659 - 365,304 35,230 179,896 170,178 - - -

동북3성(B) 7,918 10,885 - 31,078 3,550 15,509 12,020 - - -

 -요녕성 1,481 4,319 0.34 15,213 1,415 7,906 5,891 35,239 15,761 5,958

 -길림성 1,911 2,740 0.70 7,279 981 3,542 2,756 26,595 14,006 5,266

 -흑룡강성 4,527 3,826 1.18 8,587 1,154 4,061 3,372 22,447 12,566 5,207

국 평균 3,067 4,247 0.72 11,784 1,136 5,803 4,844 25,575 17,175 5,153

동북3성 평균 2,639 3,628 0.73 10,359 1,183 5,170 4,007 28,094 14,111 5,476

B/A(%) 8.3 8.3 102.8 8.5 10.1 8.6 7.1 109.8 82.2 106.3

주: 국 평균은 31개 성·자치구·직할시 평균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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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 체 GDP에서 동북3성이 차지하는 비 은 8.5%로 

1980년의 13.7%에 비해 경제  상이 하락하 다. 성별로 보면 요녕성

의 비 이 4.2%로 국 7 이지만 1980년에 비해서는 2.2% 포인트 하락

하 다. 흑룡강성과 길림성의 GDP 비 은 각각 2.4%(16 )와 2.0%(22 )

로 1980년에 비해 역시 각각 2.6% 포인트, 0.2% 포인트 감소하 다.

2009년도 국의 산업별 GDP에서 동북3성이 차지하는 비 은 1차 산

업 10.1%, 2차 산업 8.6%, 3차 산업 7.1%이다. 1980년의 9.7%, 17.0%, 

11.3%에 비해 2차  3차 산업의 상은 하락한 반면 농업의 상은 다

소 높아졌다. 동북3성의 2009년도 산업별 GDP 비 은 1차 산업 11.4%, 2

차 산업 49.9%, 3차 산업 38.7%이다. 1980년의 21.4%, 62.5%, 16.1%에 비

해 1차  2차 산업의 비 은 폭 감소하고 3차 산업은 증가하 다. 

동북3성의 2009년도 1인당 GDP는 국 평균 보다 높다. 특히 경제발

 수 이 높은 요녕성은 국 평균보다 약 1.4배 정도 높다. 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은 도시가 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농 은 국 평균보다 높

다. 도농 간 소득격차는 2.58:1로 6개 농업지역 가운데 가장 작다.

동북3성의 2009년도 무역액이 국의 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4.3%로 매우 낮으며 수입 과지역이다. 수출입을 구분해서 보면 동북

3성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국 체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각각 3.5%, 5.2%이다.

나. 농업생산조건

동북3성은 부지역과 동북부지역에 활한 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국 평야 면 의 1/3을 차지한다. 세계 3  흑토지 의 하나로서 토양이 

비옥하여 농작물 재배에 유리하다. 그러나 겨울이 길고 추우며 기온이 

낮아 다른 농업지역에 비해 농작물의 온·냉해 피해가 심하다.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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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부유형은 1년 1작이 일반 이다. 

동북3성지역은 일조량이 충분하고 일교차가 커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

한 편이다. 겨울철 기온이 낮아 부분의 병해충이 월동하지 못해 농작

물의 병충해 피해가 고 농약사용량도 다. 긴 겨울은 토양의 유기질 

축 에 유리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북3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1인당 경지면 이 넓고, 지세가 평탄하여 

규모 기계화 농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국에서 기

계화 수 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한 소택지(沼泽地)가 넓게 분포하고 

황무지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동북3성은 국 농업에서 매우 요한 지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

은 국 최 의 상품식량 생산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연간 생산되는 식

량은 상품화율이 약 60%에 달한다. 특히 삼강평야는 국에서 식량의 상

품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다른 상품식량 생산지역에 비해 생산의 

규모화와 업화 수 이 매우 높다. 

주요 곡물 생산의 지역분포를 보면 은 동부지역의 산간 하곡분지와 

요하(辽河), 송화강(松花江) 유역의 규모 개지구가 주요 생산지역이

다. (주로 )은 삼강평야와 송 평야 북부지역, 옥수수는 옥수수 벨

트(Corn Belt)가 형성된 송 평야에 생산이 집 되어 있다. 두와 사탕무

(sugar beet)는 동북3성의 주요 경제작물이다. 이 지역의 두 생산량은 

국의 1/3이상, 수출량은 국의 90%이상을 차지한다. 흑룡강성은 국 

최 의 두 생산지역이다. 사탕무는 국 체 생산량  반 이상이 

동북지역에서 생산되며, 송 평야가 최  주산지이다. 

지세가 평탄하고 강수량이 비교  많아 우수한 품질의 지가 형성되

어 있는 동북3성의 서부 고원지역과 송 평야 서부지역 그리고 일부 산

간 지지역은 목축업 발 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 지역은 

양, 소, 말의 주요 방목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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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하 하류(黄河中下游)

가. 지역 개황

황하 하류지역은 6  경제지 의 하나인 화북(华北;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내몽고 부지역)보다 넓게 정의된다.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서성, 산동성, 하남성, 섬서성 등 6개 성을 포함하며 국 체 면 의 

9.5%(2009년)를 차지한다. 서북‧청장고원지역을 제외하면 지역 내 성별 

평균 면 이 5개 농업지역 가운데 가장 다.

그림 2-6  황하중하류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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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 체 GDP에서 황하 하류지역이 차지하는 비 은 

29.0%로 6개 농업지역 가운데 장강 하류지역에 이어 2 를 차지하 다. 

1980년(27.0%)과 비교하여 경제  상이 다소 강화되었다. 이 지역에 속

한 산동성, 하남성, 하북성은 2009년 경제규모가 각각 3 , 5 , 6 를 차

지하는 경제 성(大省)으로 각각 국 GDP의 9.3%, 5.3%, 4.7%를 차지한

다. 이  산동성의 비 은 1980년 6.7%에 비해 2.6% 포인트 증가하여 

경제  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2009년도 국의 산업별 GDP에서 황하

하류지역이 차지하는 비 은 1차 산업 27.6%, 2차 산업 30.0%, 3차 산

업 28.1%이다. 1980년의 24.8%, 28.3%, 27.0%에 비해 1차, 2차, 3차 산업 

모두 국 인 상이 높아졌다.

표 2-6  황하중하류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상(2009년)

국토

면

(만 ha)

인구

(만 명)

1인당

면

(ha)

산업별 GDP(억 안)
1인당

GDP

( 안)

가처분소득

합계 1차 2차 3차 도시 농

 국(A) 95,069 131,659 - 365,304 35,230 179,896 170,178 - - -

황하 하류(B) 9,019 36,173 - 105,816 9,717 53,946 42,152 - - -

 -북경시 164 1,755 0.09 12,153 118 2,856 9,179 70,452 26,739 11,669

 -천진시 119 1,228 0.10 7,522 129 3,988 3,405 62,574 21,402 8,688

 -하북성 1,884 7,034 0.27 17,236 2,207 8,960 6,068 24,581 14,718 5,150

 -산서성 1,567 3,427 0.46 7,358 478 3,994 2,887 21,522 13,997 4,244

 -산동성 1,571 9,470 0.17 33,897 3,227 18,902 11,768 35,894 17,811 6,119

 -하남성 1,655 9,487 0.17 19,481 2,769 11,011 5,701 20,597 14,372 4,807

 -섬서성 2,058 3,772 0.55 8,170 790 4,236 3,144 21,688 14,129 3,438

국 평균 3,067 4,247 0.72 11,784 1,136 5,803 4,844 25,575 17,175 5,153

황하 하류평균 1,289 5,168 0.26 15,117 1,308 7,707 6,022 36,758 17,595 6,302

B/A(%) 9.5 27.5 29.0 27.6 30.0 28.1 143.7 102.5 122.3

주: 국 평균은 31개 성·자치구·직할시 평균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황하 하류지역의 2009년도 산업별 GDP 비 은 1차 산업 9.2%, 2차 

산업 51.0%, 3차 산업 39.8%이다. 1980년의 27.8%, 52.7%, 19.5%에 비해 

1차 산업은 폭 감소했고, 3차 산업은 폭 증가하 다. 2차 산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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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 평균(49.2%)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6개 농업지역  가장 높다. 

황하 하류지역의 1인당 GDP는 36,758 안으로 6개 농업지역 가운데 

가장 높다. 이 지역의 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은 도시와 농  모두 국 

평균 수 보다 높다. 도농 간 소득격차는 2.79:1로 국 평균 3.33:1보다 

낮은 수 이다.

2009년도 국의 무역총액에서 황하 하류지역이 차지하는 비 은 장

강 하류, 남부연해지역에 이어 17.9%이며 수입 과지역이다. 국 체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각각 14.8%와 21.6%이다.

나. 농업생산여건

황하 하류지역은 화문명의 발상지인 “ 원(中原)”4)을 포함하는 지

역으로서 농업생산의 역사가 유구하다. 부분 지역이 난·온  기후 에 

속하며, 여름철 기온이 매우 높고 농작물 작부유형은 1년 2작 는 2년 3

작이 일반 이다. 우기가 비교  짧고 7~8월에 집 되어 홍수피해가 많

고 철과 여름에는 가뭄피해가 심하다. 기후가 비교  건조하며 하천

의 수량이 고 유량도 불안정하여 개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황하 하류에 치한 화북평원(华北平原; 황회해평원黄淮海平原으로도 

불림)은 국 제2의 평야지역이다. 주로 황하(黄河), 해하(海河), 회하(淮

河)의 충 토양으로 이루어진 국 최 의 충 평야이다. 국에서 지세

가 가장 평탄한 평야지역이며 하천과 호수가 많다. 이 지역은 교통이 편

리하고 경제가 발 하 으며 고 이래로 국 정치, 경제, 문화의 심

지이다. 국의 수도인 북경은 화북평원 북쪽에 치한다. 화북평원은 

개농업지역이며 과 옥수수, 면화, 유지작물의 주요 산지이다. 화북평

4) 원은 하남성(河南省) 북부, 산서성(山西省) 남부, 섬서성(陕西省)  산동성(山东省) 일부지

역을 포함하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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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하평원(渭河平原), 하곡분지(河谷分地)의 많은 지역에서 알칼리성토

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림 2-7  황토고원(黃土高原) 위치도

황하 하류지역 내 황토고원은 세계 최 의 황토 침 지역이다. 황토

의 평균 두께가 50~100m에 이르며, 평균 해발이 1,000~1,500m이다. 서

부는 황토고원계곡지역, 부는 황토구릉계곡지역, 동남부는 산간지역, 

북부는 모래사막, 메마른 원  고지 원지역이다. 미세한 미사(粉沙)

입자로 구성된 황토는 토질이 부드럽고 가용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여 

농작물 재배에 유리하다.

황토고원지역의 연평균기온은 6~14℃이며 기후가 건조하다. 연평균 

강수량은 200~700mm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강수량의 연간 변화

가 커 격차가 2~5배에 이른다. 강수량의 변화가 심해 가뭄발생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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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이는 농업생산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한 연간 강수 시기가 

불균형 이고 강수가 집 되어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

해 토질이 부드럽고 지표에 식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토유실(水土流失) 

문제가 심각하다. 

황토고원지역은 수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1인당 지표수 수량은 

국의 1/5, 1무(亩)당 수자원량은 국의 1/8에 불과하다. 수토유실 문제

와 함께 주로 섬서성(서북지역에 속하는 내몽고자치구, 하자치구도 포

함)에서 토지황폐화와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 오랜기간 

강수량이 고 가뭄이 지속되 원의 생태환경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 염화(盐化)면 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황하 하류지역에서 재배하는 주요 식량작물은 가을 과 옥수수이다. 

주로 화북평원, 하평원, 분하곡지에 생산이 집 되어 있다. 황토고원에

서는 조(谷子)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산동구릉과 산지 (低山)에서

는 고구마가 비교  많이 재배되고 있다. 면화는 이 지역의 가장 요한 

경제작물이다. 하북성, 산동성, 하남성은 국 최 의 면화 생산지이자 

상품식량기지이다. 하평원과 분하곡지도 주요 면화생산지이다. 

3. 장강 하류(长江中下游) 지역

가. 지역 개황

장강 하류지역은 국의 6  경제지  구분에서 화동(华东)지역에 속

하는 강서성, 안휘성, 강소성, 강성, 상해시와 남(中南)지역에 속하는 

호북성, 호남성 등 모두 7개 성·직할시를 포함한다. 이 지역은 국 체 

국토면 의 9.7%(2009년), 체 인구의 25.8%를 차지한다. 1인당 평균 국

토면 이 국 평균인 0.73ha 보다 훨씬 은 0.24ha로 6  농업지역 가

운데 가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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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장강중하류지역 위치도

표 2-7  장강중하류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상(2009년)

국토

면

(만 ha)

인구

(만 명)

1인당

면

(ha)

산업별 GDP(억 안)
1인당

GDP

( 안)

가처분소득

합계 1차 2차 3차 도시 농

 국(A) 95,069 131,659 - 365,304 35,230 179,896 150,178 - - -

장강 하류(B) 9,251 37,515 - 116,233 9,899 57,027 49,308 - - -

 -호남성 2,119 6,406 0.33 13,060 1,970 5,687 5,403 20,428 15,084 4,909

 -호북성 1,859 5,720 0.32 12,961 1,796 6,038 5,127 22,677 14,368 5,035

 -강서성 1,669 4,432 0.38 7,655 1,099 3,920 2,637 17,335 14,022 5,075

 -안휘성 1,401 6,131 0.23 10,063 1,496 4,905 3,662 16,408 14,086 4,504

 -강소성 1,067 7,725 0.14 34,457 2,262 18,566 13,629 44,744 20,552 8,004

 - 강성 1,054 5,180 0.20 22,990 1,163 11,909 9,919 44,641 24,611 10,007

 -상해시 82 1,921 0.04 15,047 114 6,002 8,931 78,989 28,838 12,483

국 평균 3,067 4,247 0.72 11,784 1,136 5,803 4,844 25,575 17,175 5,153

장강 하류평균 1,322 5,359 0.24 16,605 1,414 8,147 7,044 35,032 18,794 7,145

B/A(%) 9.7 28.5 33.3 31.8 28.1 31.7 32.8 137.0 109.4 138.7

주: 국 평균은 31개 성·자치구·직할시 평균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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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 체 GDP에서 장강 하류지역이 차지하는 비 은 

31.8%로 6개 농업지역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다. 단, 1980년

과 비교하여 경제  상은 다소 하락하 다. 이 지역에 속한 강소성, 

강성, 상해시는 2009년도 경제규모가 각각 2 (9.4%), 4 (6.3%), 8

(4.1%)인 경제 성(大省)이다. 특히 강소성과 강성은 2009년도 국의 

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이 1980년의 7.3%, 4.1%에 비해 각각 2.1% 

포인트, 2.2% 포인트 증가하여 경제  상이 한층 제고되었다.

국의 2009년도 산업별 GDP에서 장강 하류지역이 차지하는 비 은 

1차 산업 28.1%, 2차 산업 31.7%, 3차 산업 32.8%이다. 1980년의 32.7%, 

33.8%, 31.9%에 비해 1차, 2차 산업의 상이 소폭 하락하 다. 그러나 1

차, 2차, 3차 산업 모두 6개 농업지역  가장 비 이 가장 높아 경제

으로 확고한 지 를 하고 있다.

장강 하류지역의 2009년도 산업별 GDP 비 은 1차 산업 8.5%, 2차 

산업 49.1%, 3차 산업 42.4%이다. 1980년의 29.9%, 51.4%, 18.8%에 비해 

1차 산업은 폭 감소, 2차 산업은 소폭 감소, 3차 산업은 폭 증가하

다. 이 지역의 1인당 GDP는 35,032 안으로 6개 농업지역 가운데 황하

하류지역 다음으로 높다. 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은 도시와 농  모두 

국 평균보다 높은 수 이다. 도농 간 소득 격차는 2.63:1로 6개 농업지역 

가운데 동북3성 다음으로 다.

장강 하류지역의 2009년도 무역액은 국 체 무역액의 41.2%를 차

지하며, 6개 농업지역 가운데 가장 높다. 수출 과지역인 이 지역의 수출

액과 수입액이 국 체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각각 

43.5%와 38.4%로 역시 6개 농업지역  가장 높다. 

나. 농업생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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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长江) 삼 (三峡) 동쪽의 장강 하류지역에 평야지역이 넓게 분포

한다. 북부지역의 동북평원, 화북평원에 이어 국 제3의 평야지역이다. 

장강 류지역에 호북성의 강한평야(江汉平原), 호남성의 동정호평야(洞

庭湖平原), 강서성의 양호평야(鄱阳湖平原)가 있다. 장강 하류지역에는 

안휘성의 장강연안평야(长江沿岸平原)와 소호평야(巢湖平原; 皖中平原 

는 里下河平原으로도 불림), 장강삼각주평야(长江三角洲平原), 강회평

야(江淮平原)가 있다. 이들 평야지역은 수로망이 조 하고 개용수가 충

분하다. 이  강한평야, 동정호평야, 양호평야, 장강삼각주평야( 는 

태호평야太湖平原), 강회평원는 국의 주요  생산지역으로 9  상품

식량 생산기지에 속한다.  

장강 하류지역은 부분 지역이 아열 기후 에 속한다. 연평균 기

온 14~28℃, 월 최 기온 0℃ 이상, 무상기간은 210~270일이다. 농작물 

재배는 1년 2작~3작이 가능하다. 연평균 강수량은 1,000~1,400mm이며, 

철과 여름철에 집 된다. 이 시기 강수량의 많고 음에 따라 홍수 

는 가뭄 피해가 나타난다. 장마가 그친 후 7월에는 아열  고기압의 

향을 받아 건조한 날씨와 가뭄(伏旱期) 상이 나타난다.

장강 하류지역  회하(淮河) 이남지역의 강회평야지역은 잡곡(旱粮)

재배를 주로 하고, 강한평야, 동정호평야, 양호평야, 장강삼각주는 

유명한 논벼 생산지역이다. 이 지역의 논벼 재배면 과 생산량은 국 

최 이다. 은 이 지역의  다른 요 식량작물이다. 이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경제작물은 면화, 유채, 에(桑蚕）등이다. 

4. 남부연해(南部沿海) 지역

가. 지역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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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남부연해지역 위치도

표 2-8  남부연해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상(2009년)

면

(만 ha)

인구

(만 명)

1인당

면

(ha)

산업별 GDP(억 안) 1인당

GDP

( 안)

가처분소득

합계 1차 2차 3차 도시 농

 국(A) 95,069 131,659 0.72 365,304 35,230 179,896 150,178 25,575 17,175 5,153

남부연해(B) 5,767 18,985 0.36 61,133 5,113 29,250 26,769 27,576 17,589 5,578

 -복건성 1,240 3,627 0.34 12,237 1,183 6,005 5,049 33,840 19,577 6,680

 - 동성 1,798 9,638 0.19 39,483 2,010 19,420 18,053 41,166 21,575 6,907

 -   서 2,376 4,856 0.49 7,760 1,459 3,382 2,919 16,045 15,452 3,980

 -해남성 354 864 0.41 1,654 462 443 749 19,254 13,751 4,744

국 평균 3,067 4,247 - 11,784 1,136 5,803 4,844 - - -

남부연해평균 1,442 4,746 - 15,283 1,278 7,313 6,692 - - -

B/A(%) 6.1 14.4 50.0 16.7 14.5 16.3 17.8 107.8 102.4 108.2

주: 국 평균은 31개 성·자치구·직할시 평균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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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연해지역은 복건성, 동성, 서장족자치구, 해남성을 포함한다. 

2009년 국 체 면 의 6.1%, 체 인구의 14.4%를 차지한다. 은 국

토면 에 많은 인구가 집하여 1인당 평균 국토면 이 0.36ha로 국 

평균 0.73ha 보다 훨씬 다. 

남부연해지역은 2009년도 국 체 GDP의 16.7%를 차지한다. 경제규

모가 6개 농업지역 가운데 장강 하류, 황하 하류에 이어 3 이다. 1980

년(10.3%)과 비교하여 경제  상이 크게 제고되었다. 동성과 복건성

은 2009년 경제규모가 각각 1 (10.8%)와 12 (3.3%)를 차지하는 경제

성(大省)이다. 2009년도 동성과 복건성의 GDP가 국 GDP에서 차지하

는 비 은 1980년의 5.7%, 2.0%에 비해 각각 5.1% 포인트, 1.3% 포인트 

증가하여 경제  상이 한층 제고되었다. 

국의 2009년도 체 산업별 GDP에서 남부연해지역이 차지하는 비

은 1차 산업 14.5%, 2차 산업 16.3%, 3차 산업 17.8%이다. 1980년의 

10.3%, 12.8%, 7.8%에 비해 1차, 2차, 3차 산업 모두 상이 크게 제고되

었다. 1차, 2차, 3차 산업 모두 6개 농업지역 가운데 장강 하류, 황하

하류에 이어 제3 를 차지한다.

남부연해지역의 2009년도 산업별 GDP 비 은 1차 산업 8.4%, 2차 산

업 47.8%, 3차 산업 43.8%이다. 1980년의 37.5%, 38.1%, 24.5%에 비해 1

차 산업의 비 이 폭 감소하고, 2차  3차 산업의 비 은 폭 증가하

다. 3차 산업의 비 은 6개 농업지역 가운데 가장 높다.

남부연해지역의 1인당 GDP는 27,576 안으로 6개 농업지역 가운데 황

하 하류, 장강 하류, 동북3성지역 다음으로 높다. 이 지역의 가구 1인

당 가처분소득은 도시와 농  모두 국 평균보다 높은 수 이다. 도농 

간 소득 격차는 3.15:1로 6개 농업지역 가운데 서북·청장고원지역을 제외

하고 가장 크다.

남부연해지역의 무역액은 국 체 무역액의 33.3%를 차지하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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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역 가운데 장강 하류 다음으로 높다. 이 지역에 속한 동성은 

국 최 의 수출입지역으로 2009년 국 체 교역액의 28.6%를 차지

하 다. 이 지역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국 체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각각 35.0%와 31.3%로 장강 하류지역 다음으로 높고 

수출 과지역이다. 

나. 농업생산여건

남부연해지역은 국에서 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북회귀선이 

동성, 서자치구를 가로지른다. 여름철 바람이 태평양, 인도양으로부터 

몰고온 량의 수증기가 이곳에 풍부한 강수를 형성한다. 우기는 4~5월

에 시작하여 9~10월까지 이어진다. 이 지역의 기후는 무덥고 비가 많이 

오며 무상기간이 길다. 농작물은 거의 1년 내내 생장하고 1년 2작~3작이 

가능하다. 

국에 상륙하는 태풍의 약 80%가 이 지역에 상륙한다. 태풍은 강풍

과 폭우 등을 동반하여 농업생산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연해

지역의 가뭄 해소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 지역의 지형은 부분 구릉산

지이고, 평야지 면 은 넓지 않다. 주강삼각주는 이 지역 최 의 충 평

야(冲积平原)이다.

남부연해지역에서는 논벼가 보편 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주강삼각주

는 유명한  생산지역이다. 사탕수수는 이 지역에서 가장 요한 경제

작물로서, 복건성, 동성, 서자치구는 국의 요한 자당 공 지역이

다. 이 지역은 천연고무, 사이잘삼(剑麻), 기름야자(油棕), 유자, 커피, 카

카오, 후추 등 열 작물의 주요 생산지역이다. 특히 해남성의 천연고무 

재배는 국에서 요한 치를 하고 있다. 바나나, 감귤, 인애 , 여

지 등 열   아열  과일의 주요 생산지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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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남내륙(西南内陆) 지역

가. 지역 개황

서남내륙지역은 경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을 포함한다. 2009년도 

국 체 면 의 11.8%(2009년), 체 인구의 14.7%를 차지하 다. 이 

지역의 1인당 평균 국토면 은 0.55ha로 주요 농업지역인 황하 하류, 장

강 하류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그림 2-10  서남내륙지역 위치도

서남내륙지역이 2009년 국 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은 8.4%이

다. 6개 농업지역 가운데 서북‧청장고원지역 다음으로 경제  상이 낮

다. 1980년(10.4%)에 비해서도 경제  상이 하락하 다. 이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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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성의 경제규모가 국 9 (3.9%)로 가장 크지만 1980년(5.2%)에 비해 

그 상은 하락하 다. 경시, 운남성, 귀주성은 모두 경제규모가 20

권 이하로 경제  상이 낮다. 

국의 2009년도 체 산업별 GDP에서 서남내륙지역이 차지하는 비

은 1차 산업 12.7%, 2차 산업 7.9%, 3차 산업 8.0%이다. 1980년의 

14.7%, 8.0%, 10.2%에 비해 1차, 2차 산업의 상은 다소 하락한 반면 3

차 산업의 상은 다소 높아졌다. 1차 산업의 상이 장강 하류, 황하

하류, 남부연해에 이어 4 를 차지하여 동북3성보다 높다.

표 2-9  서남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상(2009년)

국토

면

(만 ha)

인구

(만 명)

1인당

면

(ha)

산업별 GDP(억 안)
1인당

GDP

( 안)

가처분소득

합계 1차 2차 3차 도시 농

 국(A) 95,069 131,659 - 365,304 35,230 179,896 150,178 - - -

서남지역(B) 11,257 19,413 - 30,764 4,465 14,220 12,079 - - -

 - 경시 823 2,859 0.29 6,530 607 3,449 2,474 22,920 15,749 4,478

 -사천성 4,841 8,185 0.59 14,151 2,241 6,712 5,199 17,339 13,839 4,462

 -귀주성 1,762 3,798 0.46 3,913 550 1,477 1,886 10,309 12,863 3,005

 -운남성 3,832 4,571 0.84 6,170 1,068 2,583 2,520 13,539 14,424 3,369

국 평균 3,067 4,247 0.72 11,784 1,136 5,803 4,844 25,575 17,175 5,153

서남지역평균 2,814 4,853 0.55 7,691 1,116 3,555 3,020 16,027 14,219 3,829

B/A(%) 11.8 14.7 76.4 8.4 12.7 7.9 8.0 62.7 82.8 74.3

주: 국 평균은 31개 성·자치구·직할시 평균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서남내륙지역의 2009년도 산업별 GDP 비 은 1차 산업 14.5%, 2차 산

업 46.2%, 3차 산업 39.3%이다. 1980년의 42.5%, 38.5%, 19.0%에 비해 1

차 산업의 비 은 폭 감소한 반면, 2차  3차 산업의 비 은 폭 증

가하 다. 서남내륙지역은 6개 농업지역  각 지역경제에서 농업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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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서남내륙지역의 1인당 GDP는 16,027 안으로 6개 농업지역 가운데 가

장 낮다. 성별로 보면 경시가 가장 높은 수 이지만 국 평균의 

89.6% 수 이다. 이 지역의 가구당 1인당 가처분소득은 도시와 농  모

두 국 평균보다 낮고 6  농업지역 가운데 서북‧청장고원 다음으로 낮

다. 도농 간 소득격차는 3.71:1로 6  농업지역 가운데 가장 크다.

서남내륙지역의 무역액이 국의 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1.8%로 매우 낮으며 수출 과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사천성의 외무

역액이 국 11 로 가장 높지만 국 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1.0%에 불과하다. 국 체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 은 각각 1.7%와 1.8%로 미미하다.

나. 농업생산여건

서남내륙지역은 지형 으로 사천분지(四川盆地)  주변 산지, 운귀고

원(云貴高原) 산지구릉지역으로 이루어졌다. 사천분지와 주변 산지는 

경시 부분 지역과 사천성의 동부  동남부지역을 포 한다. 운귀고

원 산지구릉지역은 귀주성 체와 운남성의 남부  동부지역을 포

한다. 이 지역은 기후와 지질·지형·지세가 다양하여 독특한 비교우 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민족의 통 인 농업생산방식이 어우러

져 이른바 국의 ‘특색농업’지역으로서의 상이 있다.

사천분지는 장강 상류지역에 치하며 국의 4  분지 가운데 하나

이다. 해발 고도가 300~700m이며, 분지 주변 산지의 해발 고도는 

1,000~4,000m 정도이다. 연평균 기온이 16~18℃, 월 최  평균기온이 

5~8℃, 무상기간이 280~350일 정도이다. 이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000~1,300mm이며 강수량의 70~75%가 6~10월에 집 된다. 겨울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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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고 철에 가물며 여름철 홍수 피해가 빈번하다. 

사천분지는 국의 요 농업지역이다. 분지 서부지역에 치한 성도

평야(成都平原)는 서남내륙지역 최 의 평야지역이다. 이 지역은 양호한 

자연조건과 온난 습윤한 기후환경 그리고 비옥한 자색토(紫色土) 토양이 

넓게 분포하여 농작물 생산에 유리하다. 사천분지의 주요 재배 농작물은 

벼, , 유채 등이다. 

해발 고도가 1,000~2,000m인 운귀고원은 국에서 네 번째로 큰 고원

이다. 고원상의 국부 인 평지(山间盆地), 하곡분지(河谷盆地) 등이 요 

농업지역이다. 운귀고원은 아열  습윤지역에 속하며 4계  온도 차가 

다. 그러나 지형상 하나의 고원이지만 해발 고도, 기 환류조건 등으

로 인해 기후의 수직  차이가 뚜렷하다. 화훼와 담배는 운귀고원에서 

재배하는 주요 농작물이다. 운귀고원의 하곡분지는 요한 논벼 생산지

이다. 

6. 서북‧청장고원(西北·青藏高原) 지역

가. 지역 개황

서북‧청장고원지역은 내몽고자치구, 신강자치구, 하자치구, 감숙성

을 포함하는 서북지역 그리고 청해성과 서장자치구를 지칭하는 청장고

원(青藏高原)을 아우르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면 은 국 체 면 의 반이 넘는 54.5% (2009년)를 차

지하는 반면 인구는 체 인구의 6.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1인당 평

균 국토면 이 국 평균보다 약 15.6배 높은 11.52ha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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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서북‧청장고원지역 위치도

표 2-10  서북‧청장고원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상(2009년)

국토

면

(만 ha)

인구

(만 명)

1인당

면

(ha)

산업별 GDP(억 안) 1인당

GDP

( 안)

가처분소득

합계 1차 2차 3차 도시 농

 국(A) 95,069 131,659 - 365,304 35,230 179,896 150,178 - - -

서북‧청장(B) 51,856 8,688 - 20,281 2,485 9,945 7,851 - - -

 -내몽고 11,451 2,422 4.73 9,740 930 5,114 3,697 40,282 15,849 4,938

 -신  강 16,649 2,159 7.71 4,277 760 1,930 1,588 19,942 12,258 3,883

 -   하 520 625 0.83 1,353 127 662 564 21,777 14,025 4,048

 -감숙성 4,041 2,635 1.53 3,388 497 1,527 1,363 12,872 11,930 2,980

 -서  장 12,021 290 41.45 441 64 137 241 15,295 13,544 3,532

 -청해성 7,175 557 12.88 1,081 107 575 399 19,454 12,692 3,346

국 평균 3,067 4,247 0.72 11,784 1,136 5,803 4,844 25,575 17,175 5,153

서북‧청장평균 8,643 1,448 11.52 3,380 414 1,658 1,309 21,604 13,383 3,788

B/A(%) 54.5 6.6 1,600 5.6 7.1 5.5 5.2 84.5 77.9 73.5

주: 국 평균은 31개 성·자치구·직할시 평균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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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청장고원지역에서는 내몽고자치구의 경제규모가 국 15 (2.7%)

로 가장 크며, 1980년(1.6%)에 비해서 경제  상이 높아졌다. 2009년도 

서북·청장고원지역 내 성·자치구의 경제규모를 보면 신강자치구가 25 , 

감숙성이 27 , 하자치구가 29 , 청해성이 30 , 서장자치구가 31 를 

차지하여 6개 농업지역 가운데 경제  상이 가장 낮다.

국의 2009년도 산업별 GDP에서 서북·청장고원이 차지하는 비 은 

1차 산업 7.1%, 2차 산업 5.5%, 3차 산업 5.2%이다. 모든 산업부문의 

상이 6개 농업지역 가운데 가장 낮다. 1980년과 비교하면 1차 산업과 3

차 산업의 상이 다소 제고되었다. 

서북‧청장고원지역의 2009년도 산업별 GDP 비 은 1차 산업 12.3%, 2

차 산업 49.0%, 3차 산업 38.7%이다. 1980년의 36.1%, 42.7%, 24.4%에 비

해 1차 산업의 비 이 폭 감소한 반면, 2차  3차 산업 비 은 크게 

증가하 다. 2009년도 서북·청장고원의 1차 산업 비 은 6개 농업지역 

가운데 서남내륙지역 다음으로 높다. 

서북‧청장고원지역의 1인당 GDP는 21,604 안으로 서남내륙지역 다

음으로 낮다. 지역 내에서는 내몽고자치구가 40,282 안으로 국 7 를 

차지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국 평균보다 낮다. 가구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도시와 농 이 각각 국 평균의 77.9%, 73.5% 수 으로 6개 농

업지역 가운데 가장 낮다. 도농 간 소득격차는 3.53:1로 소득불균형이 심

각하다. 6개 농업지역 가운데 서남내륙지역에 이어 도농 간 격차가 크다.

2009년도 국의 체 무역액에서 서북‧청장고원이 차지하는 비 은 

1.5%로 6개 농업지역 가운데 가장 낮다. 이 지역에서는 신강자치구의 

외무역액이 국 13 로 가장 높지만 국 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0.7%에 불과하다. 이 지역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국 체 수출액

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각각 1.4%와 1.6%로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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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생산여건

서북지역의 자연지리  농업생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역은 국에서 기후가 가장 건조한 지역에 속한다. 강한 

륙성기후로 인해 강수량이 고, 모래바람이 많으며 매우 건조하다. 

한 맑은 날씨가 많고 구름양이 으며 일조량이 풍부하다. 기온의 일교

차와 연교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둘째, 산지 강수와 이 녹아내린 물은 이곳 농업과 축산업 생산의 

요한 수자원이다. 서북지역은 열(光热)이 풍족하고 기온의 일교차가 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품질이 매우 좋다.

셋째, 이 지역의 농업생산은 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강물, 이 녹

아내린 물 그리고 지하수 등 개수가 비교  풍부하여 , 논벼, 면화, 

유채, 사탕수수 등의 생장에 유리하다. 

서북지역의 하평야(宁夏平原), 하투평야(河套平原)는 국에서 유명

한 개농업지역으로 황하의 물을 끌어와 개를 한다. 하평야는 고

에 건설된 유명한 수로들이 재까지 이용되고 있다. 평야지역에 수많은 

개수로와 논밭길이 종횡으로 나 있고, 논들이 빽빽이 들어서있어 ‘변

경의 강남’이라고 불린다. 하투평야는 ‘변방의 곡창지 ’로 불린다.

감숙성의 하서주랑(河西走廊)과 신강자치구 개농업지역은 충 평야

지역으로 토질이 양호하고 산지 강수, 지하수 등 수원이 풍부하다. 이러

한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고 개수로를 건설하여 비옥

한 농지로 조성하 다. 

넷째, 서북지역은 국의 주요 축산업기지이다. 내몽고 원은 국 

최 의 자연 목축지역이다. 동북부의 후룬베이얼(呼伦贝 ) 원은 강수

량이 비교  풍부하고 풀이 가장 무성한 목축지역이자 목 지이다. 삼하

(三河) 일 에서 생산된 삼하 소(三河牛), 삼하 말(三河马)은 국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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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하다. 

다섯째, 이 지역은 불합리한 개간과 과도한 방목, 무분별한 벌목 등으

로 인해 사막화 피해가 심각하다. 바람을 막아 모래유실을 방지하고, 모

래바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원의 퇴화를 억제하는 것이 시

한 과제이다. 

청장고원(青藏高原)지역의 자연지리  농업생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역의 도는 장강 하류, 황하 하류지역과 같으나 지세가 

매우 높아 독특한 고원기후를 형성한다. 태양열 복사가 강하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일교차가 크고 연교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한 바람을 맞

는 비탈(언덕)면은 강수량이 많고, 고원면(高原面)은 강수량이 다.

둘째, 이 지역의 농업은 기후의 제약을 크게 받으며, 보리(青稞)와 

의 생장에 합하다. 야크, 면양, 염소가 고원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3  가축이다. 목 지는 주로 고원의 호수주변과 수원지역(河源)에 

분포한다.

셋째, 황수곡지(湟水谷地)와 황하곡지(黄河谷地)는 비교  넓고, 강수량

이 많으며 토지가 비옥한 주요 농업지역이다. 시달목분지(柴达木盆地)는 

기련산(祁连山)과 곤륜산(崑崙山)의 이 녹아내린 물, 산기슭의 지하수

가 비교  풍부하여 개농업이 발 하 다. 분지 하부의 지 가 평평하

고 경작에 합한 황무지는 기계화 개간과 경작에 유리하다.

넷째, 아로장포강곡지(雅鲁藏 江谷地)는 인도양의 서남계 풍이 몰고

온 습윤 기류의 향으로 강수량이 많고, 겨울철 한 의 향을 받지 않

아 비교  온난하다. 서장의 요 식량작물인 보리를 주로 재배한다.

다섯째, 히말라야산의 남쪽 비탈(언덕)지역은 ‘서장의 강남(江南)’으로 

불리며, 인도양으로부터 불어온 서남계 풍의 향으로 량의 지형성 

강우가 내리고, 특히 찰우(察隅)일 에 강한 아열 와 열  환경이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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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국은 넓은 국토면 과 다양한 기후‧토양‧지형 조건 그리고 지역 간 

경제발  수 의 차이로 인해 농업생산의 지역 특성이 비교  뚜렷하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국을 단일 지역으로 통합하면 자연지리조건, 

자원부존조건, 사회경제조건이 상이한 다양한 지역들이 동질화되고 지역 

간 차이도 평균화되어 자칫 국 농업을 과  는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국 농업이 우리 농업에 주는 함의를 보다 실제 으로 고

찰하기 해서는 지역 간 농업의 차별성과 분화성을 정확히 악하는 것

이 요하다.

국의 6  농업지역은 자연지리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조건에서도 

비교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의 지역별 토지자원, 기후자원, 수자원 

조건 등 자연지리조건을 종합하여 비교하면 장강 하류, 남부연해(이상 

남부지역), 황하 하류, 동북3성(이상 북부지역)이 서남내륙과 서북·청장

고원에 비해 비교우 가 있다. 한 장강 하류, 황하 하류, 남부연해지

역은 동북3성,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에 비해 경제가 발 한 지역이다. 

경제성장이 고도화될수록 생산과 고용 두 가지 측면에서 농업의 비 이 

축소되는 것은 일반 인 상이다. 경제발  수 이 상 으로 높은 남

부연해, 장강 하류, 황하 하류지역이 동북3성, 서북·청장고원, 서남내

륙지역에 비해 지역 내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 이 낮다. 

자연지리  경제조건에서 우 를 하고 있는 장강 하류, 황하 하

류, 남부연해지역은 토지/노동 비율이 나머지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낮아 집약  농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경제가 발 한 지역이라는 

에서 토지의 기회비용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토지를 두고 작물 간 경쟁

이 심하며, 농 에 과잉노동력이 존재하는 형 인 이 경제구조를 형

성한다. 이들 지역은 지역 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 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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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속도가 상 으로 빨라 향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구조의 변

화, 즉 고용구조와 생산구조의 변화가 표 패턴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

다. 반면 토지/노동 비율이 상 으로 높은 동북3성, 서북·청장고원은 

기계화  규모화 경 에 합한 지역으로서 조방  경 의 특성을 나타

낸다. 이러한 특성은 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여 찰하는 경우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2009년도 6  농업지역별 농림어업 GDP가 국 체 농림어업 GDP

에서 차지하는 비 을 보면 자연지리  사회경제  조건에서 비교우

가 있는 장강 하류(28.1%), 황하 하류(27.6%), 남부연해(14.5%)지역이 

서남내륙(12.7%), 동북3성(10.1%), 서북·청장고원(7.1%)에 비해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다만 1980년과 비교하면 국 최 의 농업지역인 장강 하류

의 비 이 감소하고 황하 하류의 비 이 증가한 것이 에 띈다. 한 

서남내륙지역의 비 이 감소하고 동북3성의 비 은 증가하 다. 국 경

제의 성장과정에서 지역 간 농업경제의 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의 

주된 내용은 과거 남부지역에 집 되어 있던 농업생산의 심이 북부지

역으로 확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부지역 동북3성은 식량 생산  

공 에서 그 역할이 차 커져 국에서 가장 요한 상품식량 생산기지

로서 부상하 고 향후에도 식량자  목표 달성을 해서는 그 역할이 강

조될 것으로 보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은 6  농업지역별로 자연지리  사회경제  

조건의 차이가 뚜렷하고 이로 인해 농업발 의 양상도 상이하게 나타난

다. 다만 자연지리  사회경제조건에 기 하여 지역 간 농업생산의 비

교우  는 비교열 지역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국 농업 체 으로 

보면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국 농업의 다양성으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각 지역별로 자연지리  사회경제조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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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재배업, 축산업을 히 배치하여 발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결과 으로 국의 농업은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이 특징

이지만 이러한 격차는 개별 으로 보면 지역별 특성으로 국한되지만 종

합해서 보면 국 농업 체 으로는 경쟁력으로 귀결되고 결국 국이 

향후 농업 국으로서의 지 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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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분석 시각  

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농업생산여건을 악한데 

기 하여 이 장에서는 먼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각 지역별로 실제 농업

생산요소의 투입  산출구조는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 는지를 정량

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농업의 특성을 한층 구체화한다.  

‘한 국가의 경제발  과정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생산  

고용 비 은 차 감소한다’는 이른바 ‘농업경제의 지  하락’ 상은 경

제발 의 일반법칙이다. 한 경제발  과정에서 농업의 생산구조, 즉 

농산물 구성 는 농업성장을 주도하거나 제한하는 부문도 변화하는 것

이 일반 이다.

1980~2009년 동안 국 GDP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 은 30.2%

에서 10.3%로 감소하 고, 농림어업 취업자수 비 도 68.7%에서 38.1%

로 감소하 다. 농업생산구조도 재배업이 농업성장을 주도하던 구조에서 

차 재배업과 축산업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하 다. 농작물 

작부체계도 토지집약  농작물의 비 이 감소하고 노동집약  농작물의 

비 이 감소하는 추세로 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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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여 보면 개 개방 이후 

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선진국이 경험한 표 패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농업성장도 토지가 고 인구가 많은 아시아형 농업의 발 패턴을 따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상이한 기조건에서 출발한 6  농업

지역의 산업구조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패턴은 과연 표 패턴에 부합

하는가? 지역 간 변화의 공통 과 차이 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해 이 장에서는 6  농업지역의 산업구조와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일반법칙이 철하는지를 검

증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역사를 반추해보면 개 개방 이후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국에서 지역별로 경제성장의 일반법칙이 철되지 못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이다. 그러나 성장의 기조

건이 달라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국 특색의 정치경제체제의 특성상 일반법칙을 벗어난 특수성 한 존재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 한 검증 결과를 토 로 국의 지역농업구

조 변화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국은 개 개방 이후 양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성장의 이면에서

는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지역 간 성장격차가 심화되었다. 지역 간 성장

격차는 지역별 성장의 기조건이 다른데서 비롯되었다는 에서 지역

별로 상이한 농업생산여건을 감안한다면 농업성장도 지역 간 격차가 존

재하고 그 정도가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가정이다. 이러

한 가정을 검증하기 해 경제학에서 표 인 성과지표(performance in-

dex)로 이용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TFP)과 농가소득 지표를 활용하여 

국의 6  농업지역 간 농업성장 격차를 분석한다. 그리고 지역 간 농업

성장이 수렴(convergence)하는지 발산(divergence)하는지도 고찰한다. 

국은 2011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제부문의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한 ‘국민경제·사회발  제12차 5개년 규획 강요國民經濟和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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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이하 ‘12.5 규획’이라 칭함)5)를 제정하 다. 

이 장에서는 각 지역에 속한 성·자치구·직할시의 농업농 분야 ‘12.5 규

획’ 자료를 토 로 지역별 농업발  목표와  추진사업을 악하여 

‘12.5 규획’ 기간의 6  농업지역별 농업성장 략의 특성을 도출한다.  

제2절  중국의 지역농업구조 비교 분석

1. 농업 투입  산출

가. 농업 생산요소

1) 농경지

1996~2008년 동안 국의 경지면 은 1억 3,004만 ha에서 1억 2,172만 

ha로 감소했다.6) 국의 농경지는 황하 하류, 장강 하류 그리고 동북3

성에 상 으로 집 되어 있다. 3개 지역 내 경지면  비율은 각각 

33.9%, 25.9%, 27.1%로 다른 지역의 약 16%에 비해 높다. 국 국토면

의 54.5%를 차지하는 서북·청장고원은 지역 내 경지면  비율이 3.5%에 

불과하다. 농작물 종면 도 황하 하류와 장강 하류가 우 를 한다. 

토지 투입에서 황하 하류와 장강 하류의 상  우 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비 은 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토지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동북3성과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이 차지하는 비 은 증가 추세이다. 

5) 2010년 10월 개최된 국공산당 제17차 앙 원회 제5차 체회의(10.15~18)에서 안이 제시

된 후 2011년 3월 14일 개최된 제11기 국인민 표 회 제4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음. 

국은 2006년부터 그동안 사용하 던 ‘5개년 계획(计划)’ 신 ‘5개년 규획(规划)’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직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해 직  개입하는 방식

으로부터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 음을 의미함. 

6) 국의 경지면  통계는 1995년 농업총조사를 계기로 1996년부터 새로운 계열의 통계를 발표

하고 있으며 2008년 통계가 가장 최신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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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국의 농업지역 간 토지 투입 비중 비교(2008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토지 투입 총량과 달리 단 당 투입량은 황하 하류, 장강 하류에 비

해 동북3성과 서북·청장고원지역이 우 를 한다. 이들 지역은 상

으로 은 인구에 농경지 면 은 넓어 규모화 농에 유리한 조건을 갖

추고 있다. 2008년도 장강 하류와 황하 하류의 1인당 경지면 은 각각 

0.06ha, 0.08ha인 반면 동북3성과 서북·청장고원은 각각 0.21ha, 0.20ha로 2

배 이상 높다. 2008년도 농 가구당 경지면 도 동북3성과 서북·청장고

원은 각각 1.44ha와 1.23ha로 황하 하류 0.41ha, 장강 하류 0.31ha, 서남

내륙 0.45ha, 남부연해 0.35ha에 비해 크다. 

2) 농업노동력

1980~2009년 동안 국의 농림어업 종사자수는 2억 9,808만 명에서 2

억 8,066만 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제발  수 이 높은 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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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와 황하 하류는 각각 26.8%, 4.5% 감소한 반면 동북3성과 서북·

청장고원은 각각 42.9%, 31.5% 증가했다.

그림 3-2  중국의 농업지역간 농림어업 농업종사자수 비중 비교(1980년, 2009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농업지역별 농업노동력 투입은 국 최 의 농업지역인 황하 하류와 

장강 하류가 여 히 우 를 한다. 그러나 그 비 은 1980년 58.9%에

서 2009년 52.4%로 감소하 다. 특히 장강 하류지역의 비 이 같은 기

간 31.3%에서 24.4%로 크게 감소하 다. 나머지 지역의 비 은 모두 증

가하 다. 

3) 농업자본

① 농가보유 생산성 고정자산7)

2009년 농가보유 생산성 고정자산의 농업지역별 비 을 보면 서북·청

7) 재배업부문의 주택  건축물, 역축, · 형 농기구, 농기계와 축산업부문의 주택  건축물, 

각종 축산품 생산 목 의 가축·가 을 포함하며 농지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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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원, 동북3성지역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국의 농가당 

생산성 고정자산 통계에 농지가 포함되지 않아 재배업 주의 농업지역

보다는 축산업 는 ‘재배업+축산업’ 지역의 고정자산 규모가 크게 나

타기 때문이다. 고정자산 규모가 가장 큰 서북·청장고원은 국의 표

인 목축업지역이다. 서북·청장고원 다음으로 농가당 고정자산 규모가 

큰 동북3성은 축산업이 발 했을 뿐만 아니라 국 으로 농업기계화 

수 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림 3-3  중국의 농업지역간 농가당 생산성 고정자산 규모 비교(2009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② 농기계총동력

국의 농기계총동력(2009년)은 주요 재배업지역인 황하 하류(41.3%)

와 장강 하류(25.3%)지역에 집 되어 있다. 1980년과 비교하여 황하

하류지역이 차지하는 비 은 5.1% 포인트 증가한 반면, 장강 하류지역

은 3.3% 감소하 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비 은 7~8%로 

커다란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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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중국의 농업지역간 농기계총동력 비중 비교(1980년, 2009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③ 화학비료 시비량

2009년 화학비료 시비량을 보면 주요 재배업지역인 황하 하류와 장

강 하류가 각각 32.2%와 27.2%로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그림 3-5  중국의 농업지역간 화학비료 시비량 비중 비교(1980년, 2009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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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 하류지역은 국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국 체 화학비료 시비량에서 차지하는 비 도 1980년 37.4%에 

비해 10.2% 포인트 감소하 다. 반면 황하 하류지역은 1980년 25.1%에 

비해 7.1% 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북·청장고원과 남부연

해지역은 증가한 반면 동북3성과 서남내륙지역은 감소하 다.

나. 농업 산출8)

1980～2009년 동안 국의 농업총생산액(1990년 불변가격)은 연평균 

5.95% 성장하 다. 지역별로 보면 서북·청장고원, 동북3성, 황하 하류, 

남부연해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6.7%, 6.6%, 6.4%, 6.1%로 서남내

륙, 장강 하류지역의 5.3%, 4.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통 인 재배

업지 인 장강 하류지역의 성장률이 가장 낮고 표 인 목축업지역인 

서북·청장고원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은 농업총생산액의 구성에서 재

배업의 비 이 감소하고 축산업의 비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반 된 

결과로 보인다. 

2009년도 국의 체 농업총생산액에서 황하 하류와 장강 하류지

역이 차지하는 비 은 각각 30.3%, 25.5%이다. 1980년과 비교하여 황하

하류의 비 은 3.9% 포인트 증가, 장강 하류는 5.7% 포인트 감소하

다. 국 최  농업지역이었던 장강 하류의 상이 차 약화되고 황하

하류지역이 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3성과 서북‧청장

고원지역도 1980년과 비교하여 체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증가하여 농업부문의 상이 강화되었다.

8) 국의 농업은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을 포함하는 농업 개념임. 여기서는 우리 농업과의 

비교를 해 재배업과 축산업만을 포함한 농업총생산액 지표를 활용하 음. 지역 간 품목별 

생산량 비교는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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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중국의 농업지역간 농업총생산액 비중 비교(1980년, 2009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2009년도 국 농업부가가치 총액의 지역별 비 은 농업총생산액의 

지역별 비 과 마찬가지로 황하 하류와 장강 하류지역이 각각 29.2%, 

26.3%를 차지하 다. 국의 농업총생산액에서 농업부가가치가 차지하

는 비 은 1993년 61.6%에서 2009년 58.2%로 감소하 다. 이는 국의 

농업이 간투입재에 한 의존도가 차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

역별로 보면 서남내륙 62.0%, 남부연해 60.6%, 장강 하류 60.1%, 서북‧

청장고원 59.5% 수 이다. 동북3성과 황하 하류지역의 농업은 간투

입재에 한 의존도가 상 으로 높아 농업부가가치 비 이 각각 

52.0%, 56.1%로 낮다.

2. 농업생산구조 변화의 특징

가. 농림어업 총생산액 구성의 변화

1980～2009년 동안 국의 농림어업 총생산액에서 재배업의 비 은 

75.6%에서 50.7%로 감소하 다. 반면 축산업의 비 은 18.4%에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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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 다. 국의 농업이 재배업이 성장을 주도하던 구조에서 ‘재

배업+축산업’이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  중국의 농업총생산액 구성비 변화(1980∼2009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개 개방 이후 농업(재배업과 축산업) 총생산액의 품목별 구성 변화를 

보면 곡물의 비 이 감소하고 원 작물과 돼지, 가 류 등 축산 품목의 

비 이 폭 증가하 다. 곡물의 비 은 1995년 31.6%에서 2009년 18.4%

로 감소하 다. 채소류는 1985년 8.0%에서 2009년 17.6%로 증가, 과실류

는 같은 기간 3.3%에서 6.5%로 증가했다. 돼지는 같은 기간 13.6%에서 

22.5%로 증가, 가 류는 같은 기간 2.7%에서 10.0%로 증가했다. 2009년 

국의 농업총생산액 품목별 구성비를 보면 돼지가 그동안 가장 커다란 

비 을 차지하 던 곡물을 제치고 단일 품목으로서 가장 큰 비 을 차지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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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중국의 농업(재배업 및 축산업)총생산액 품목 구성비(2009년)

 

       자료: ｢2010中国农村统计年鉴｣

6  농업지역으로 세분해서 살펴보아도 농림어업 총생산액 구성에서 

재배업의 비 이 감소하고 축산업의 비 이 증가하는 추세는 외없이 

찰되었다. 특히 동북3성이 재배업의 비  감소와 축산업의 비  증가 

추세가 가장 뚜렷하다. 반면 통 인 재배업지 인 장강 하류지역의 

축산업 비  증가 추세는 상 으로 미약하다. 황하 하류지역은 동북3

성에 이어 축산업 비 이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이다.

표 3-1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총생산액 중 재배업과 축산업 비중 변화(1980년, 2009년)

농업지역
1980년 2009년

재배업(%) 축산업(%) 재배업(%) 축산업(%)

 동북3성 72.3 22.5 43.3 42.9 

 황하 하류 81.0 14.3 55.6 31.8 

 장강 하류 72.3 18.6 49.2 28.3 

 남부연해 72.0 16.1 45.4 26.6 

 서남내륙 72.4 23.4 51.2 38.4 

 서북·청장고원 69.4 25.9 58.2 33.4 

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2010中國

統計年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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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배업 작부구조의 변화

개 개방 이후 부분의 농업지역에서 농작물 재배면   소득탄성

치(수요측 요인)와 수익성(공 측 요인)이 낮은 식량작물의 비 이 고, 

소득탄력 이고 수익성이 높아 비교우 가 있는 채소류, 과일류, 경제작

물의 비 이 증가하 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북3성은 오히려 

식량작물의 재배면  비 이 1980년 82.8%에서 2009년 87.8%로 증가하

여 식량생산기지로서의 지 가 더욱 확고해졌다. 품목별로는 의 비

이 폭 감소한 반면 과 옥수수, 두의 비 은 큰 폭으로 증가하 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04년 이후 국 정부가 강력한 식량증산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부분지역에서 식량작물의 재배면  비 이 증가추세로 

환되었다는 것이다(남부연해, 서남내륙지역은 외). 국 정부는 2004

년 이후 식량재배 농가들을 상으로 식량작물 소득보 직불제(식량직불

제  농자재종합직불제), 투입재보조(우량종자보조, 농기계구입보조), 가

격보조(식량 최 수매가격제) 등 식량생산 농가의 생산의 극성을 견인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국에서 제도  

요인은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를 제약하는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개 개방 이후 국의 농작물 작부체계는 식량작물의 비 이 감소하

는 방향으로 변화하 지만 부분의 지역에서 여 히 60% 이상의 높은 

비 을 유지하고 있다. 국의 농업생산구조가 동북아지역 재배업 작부

구조의 특성을 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지역별 식량작물의 비

은 동북3성 87.8%, 황하 하류 64.8%, 서남내륙 61.3%, 서북·청장고원 

60.3%, 장강 하류 60.0% 순이다. 국의 주요 수도작지 던 남부연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식량작물의 비 이 1980년 79.5%에서 

2009년 44%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채소류와 과실류가 이를 체하 다. 

1980~2009년 동안 남부연해지역의 채소류 비 은 2.4%에서 19.3%, 과실

류는 1.2%에서 16.5%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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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작물 재배업 작부구조 변화(1980∼2009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동북3성 황 하 중 하
류

장 강 중 하
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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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중국의 농업지역별 식량작물 작부구조 변화(1980∼2009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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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량작물 작부체계의 변화

개 개방 이후 국의 식량작물 작부체계는 , , 기타 곡물의 비

이 감소하고, 옥수수의 비 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부분의 농업지역에서 외 없이 찰되었다. 국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로 육류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의 축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 하 다. 이에 따라 사료작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사료용 옥수수의 재배면 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 다. 

그러나 옥수수 이외의 기타 곡물과 두류, 서류의 비 은 폭 감소하 다.

동북3성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옥수수 비  증가와 함께 과 두

의 비 도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가 에 띈다. 이는 국에서 단립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재배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단립종  재배

의 최 지역으로 평가되는 동북3성에서  재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두는 국내 공 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 지역으로 평가되는 동북3성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 다. 

라. 산업구조 변화의 표 패턴과 괴리 

국 경제의 성장  발 과정에서 농업경제의 상은 지속 으로 축

소되고 있다. 1983~2009년 동안 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부가가

치 비 은 33.9%에서 10.6%로 감소, 제1차 산업 취업자수 비 은 67.1%

에서 38.1%로 감소, 농 지역 소비품 소매액 비 은 51.4%에서 32.8%로 

감소, 농산물 수입액 비 은 26.6%에서 5.2%로 감소, 농산물 수출액 비

은 22.3%에서 2009년 3.3%로 감소했다. 이 게 국 경제에서 차지하

는 농업경제의 상이 축소되는 경향은 국에서도 경제성장의 일반법

칙이 외없이 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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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지역)의 경제에서 농업부문의 상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 

즉 생산구조의 변화와 고용구조의 변화로 악하는 것이 일반 이다. 먼

 생산구조 측면에서 보면 농림어업의 생산 비 은 1963년 33.9%에서 

2009년 10.6%로 감소하 다. 개 개방 이  계획경제시기에는 인 인 

자원배치의 결과 산업간 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험과 

달리 2차 산업의 생산 비 이 높게 나타났다. 개 개방 이후 1985년(변환

 PB)에 농림어업의 생산비 이 3차 산업보다 낮아져 생산 비 이 가장 

낮은 산업으로 변화하 다. 

그림 3-11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1952∼2009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다음으로 고용구조 측면에서 보면 농림어업의 고용 비 이 1963년 

67.1%에서 2009년 38.1%로 감소하 다. 그러나 농림어업의 고용 비 은 

여 히 2차  3차 산업에 비해 가장 높다. 

PA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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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중국의 농업지역별 산업구조 변화(1952∼2009년)

동북3성 동북3성

황 하 중 하
류

황 하 중 하
류

장 강 중 하
류

장 강 중 하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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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남부연해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 서북청장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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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생산구조 변환  PA, PB에서 농업의 비 은 각각 35.2%와 

28.4%로 선진국의 경험(PA 40.8%, PB 24.9%)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고용구

조에서는 아직도 변환 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은 고용구조상 여

히 농업 국이며, 생산구조 변환과 고용구조 변환의 차이가 한 고용

구조의 비 형화(非典型化) 상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은 도시와 

농 으로 구분된 호 (戶口)제도와 이 경제구조가 주요 원인이다.

개 개방 이후 6  농업지역별 산업구조의 변화도 고용구조의 비 형

화(非典型化) 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국의 지역 간 경제성장  농업

성장의 격차로 인해 산업구조의 변화도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한다. 6개 

농업지역 가운데 경제발  수 이 가장 높은 장강 하류지역은 고용구

조상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변환  EA, EB가 출 하 다. 한 국에

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동성이 치한 남부연해지역도 변환 에 근

하고 있다. 국의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부상한 동북3성은 고용구조상 

1990년  후반 이후 농림어업의 비 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고용구조

의 비 형화 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제3절  지역 간 농업성장 격차 분석

1. 농업생산성 격차

생산성은 투입물과 산출물의 양 인 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장 

간단히는 생산과정에 이용되는 투입물에 한 산출물의 비율로 정의되

며 평균생산(AP)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생산성 개념은 일정한 투입량

으로 생산 가능한 산출량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기술의 특성으로서 생

산과정 반의 효율을 나타내는 효율성 개념과 하게 련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성은 생산단 의 생산과정 반의 효율을 나타내는 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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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efficiency of production) 혹은 기술의 효율성(efficiency of technology)을 

평가할 수 있는 표 인 성과지표(performance index)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국의 경제 혹은 산업의 성장(발 )정도, 기술수 을 평가할 수 있는 

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생산성은 각 투입요소별로 측정되는 특정 생산요소의 평균생산인 단

일요소생산성(SFP)과 모든 투입요소를 결합한 포  의미의 평균생산으

로 측정되는 총요소생산성(TFP)으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1980~2009년 동

안의 국의 농업총생산액(2000년 불변가격), 제1차 산업 취업자수, 농작

물 종면 , 농기계 총동력, 화학비료 시비량 통계를 활용하여 표

인 단일요소생산성인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고 그 결과를 토 로 개 개방 이후 국농업의 지역별 성장 특성

과 지역 간 성장 격차를 비교 분석한다.

가. 요소생산성과 요소 체

1952～2009년 동안 국 농업의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 연평균 증

가율은 각각 2.5%와 3.2%로 주로 토지생산성 향상이 국농업의 성장을 

견인하 다. 개 개방 이후 1980～2009년 동안 국 농업은 토지생산성

과 노동생산성이 크게 증가하 다. 특히 노동생산성의 증가 속도(연평균 

6.0%)가 토지생산성의 증가 속도(연평균 5.8%)를 추월하여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국 농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국면으로 환

되었다.

국 농업의 토지/노동 비율은 개 개방 이후 1980년  말 까지 농업

노동력이 증가하여 감소했으나 1990년  이후 선 증가 후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2000년  들어 농업노동력이 빠른 속도로 감소함에 따라 증

가 추세로 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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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중국의 농업지역 간 요소생산성 및 요소투입비율 비교(1980년, 2009년)

요소생산성 요소투입비율

노동

( 안/인)

토지

( 안/ha)

CA/L

(ha/인)

F/CA

(kg/ha)

M/L

(Kw/인)

1980년

동북3성 4,419.1 3,791.3 1.17 75.9 1.15

황하 하류 1,975.7 4,142.6 0.48 93.2 0.61

장강 하류 2,432.6 5,488.9 0.44 100.4 0.44

남부연해 2,442.1 6,660.4 0.37 119.9 0.34

서남내륙 1,859.9 5,588.0 0.33 83.1 0.20

서북‧청장고원 2,307.6 3,079.9 0.75 52.8 0.70

2009년

동북3성 20,525.4 19,353.2 1.06 239.8 3.79

황하 하류 13,706.6 25,603.8 0.54 412.2 4.57

장강 하류 15,488.9 26,565.3 0.58 363.8 3.20

남부연해 15,080.3 44,628.3 0.34 470.1 1.59

서남내륙 8,040.4 19,158.9 0.42 249.7 1.35

서북‧청장고원 12,824.3 15,154.1 0.85 261.3 3.71

연평균 증가율(%)

1980

-2009년

동북3성 5.4 5.8 -0.3 4.0 4.2

황하 하류 6.9 6.5 0.4 5.3 7.2

장강 하류 6.6 5.6 1.0 4.5 7.1

남부연해 6.5 6.8 -0.3 4.8 5.5

서남내륙 5.2 4.3 0.8 3.9 6.9

서북‧청장고원 6.1 5.6 0.4 5.7 5.9

1980

-1989년

동북3성 2.3 5.0 -2.5 6.3 3.8

황하 하류 6.0 6.8 -0.8 6.9 7.0

장강 하류 5.9 6.2 -0.3 7.1 6.8

남부연해 6.0 7.5 -1.4 8.5 7.5

서남내륙 3.6 5.1 -1.5 4.9 5.0

서북‧청장고원 5.8 7.8 -1.9 6.0 4.5

1990

-1999년

동북3성 6.0 7.0 -0.9 3.2 1.9

황하 하류 8.2 7.1 1.1 4.8 8.6

장강 하류 7.7 6.4 1.2 3.9 5.8

남부연해 7.6 6.6 1.0 1.5 4.4

서남내륙 4.6 2.7 1.9 2.5 6.9

서북‧청장고원 6.3 3.8 2.4 4.8 6.2

2000

-2009년

동북3성 6.6 5.0 1.5 3.0 7.1

황하 하류 6.6 4.5 2.0 2.5 6.3

장강 하류 6.5 3.9 2.5 1.9 8.9

남부연해 5.0 5.9 -0.8 3.8 4.5

서남내륙 6.5 4.7 1.7 2.5 8.1

서북‧청장고원 5.5 3.6 1.9 4.2 6.6

주: CA는 종면 , L은 제1차 산업 취업자수, F는 화학비료 시비량, M은 농

기계총동력을 나타냄.

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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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2009년 동안 경지이용면  당 비료와 농약의 투입비율은 모두 

연평균 5.8% 증가하 다. 화학비료의 단 면  당 투입량도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기계의 투입증가에 따른 기계/노동 비율은 같은 

기간 연평균 6.5% 증가하 다. 

농업지역별 2009년도 제1차 산업 취업자수 1인당 노동생산성은 동북3

성지역이 20,525.4 안으로 1 를 차지하 다. 다음으로 장강 하류

(15,488.9 안), 남부연해(15,080.3 안), 황하 하류(13,706.6 안), 서북‧청

장고원(12,824.3 안), 서남내륙(8,040.4 안) 순이다. 1980년과 비교하여 

지역별 노동생산성의 순 에는 변화가 없다. 

한편 농업지역별 ha당 토지생산성은 토지/노동 비율이 낮아 토지 집

형 농업경 을 실시하는 남부연해, 장강 하류, 황하 하류지역이 높고 

토지조방형 농업경 을 실시하는 동북3성, 서북‧청장고원지역은 낮게 나

타났다. 2009년도 ha 당 토지생산성은 남부연해지역이 44,628.3 안으로 

1 를 차지하 으며 다음으로 장강 하류(26,565.3 안), 황하 하류

(25,603.8 안), 동북3성(19,353.2 안), 서남내륙(19,158.9 안), 서북‧청장

고원(15,154.1 안)순이다. 1980년과 비교하여 서남내륙지역의 토지생산

성이 크게 하락하 다.

개 개방 이후 1980~2009년 동안 농업지역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

면 황하 하류, 장강 하류, 남부연해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토지생산성 증가율은 남부연해, 황하 하류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동북

3성과 남부연해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토지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 다. 동북3성과 남부연해지역도 노동생산성과 토지생

산성의 증가율 격차는 매우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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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중국의 농업지역간 농업성장경로 비교(1980∼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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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国家统计局. ｢2010国家统计年鉴｣;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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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구분해서 보면 6  농업지역 모두 1980년 까지는 토지생산성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 다. 1990년  이후 6  농업지역 

모두 노동생산성이 농업성장을 주도하는 형국으로 환되었으며 2000년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특히 1980년 와 1990년 에는 

지역별로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2000년  들어 증

가 속도가 평 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농업지역의 토지/노동 비율은 동북3성을 제외하고 1980년 비 

2009년 비율이 증가하 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림어업분야의 고용 비

이 감소하는 일반 인 추세와 달리 동북3성은 1990년  후반 이후 농

림어업분야의 고용비 이 오히려 증가하는 상이 나타났다. <그림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  농업지역의 노동생산성 성장은 1990년  

이 까지는 체 으로 토지/노동 비율이 악화되는 가운데 토지생산성이 

성장을 견인하 다.9) 그러나 1990년  들어 토지/노동 비율이 노동생산

성 성장에 정(正)의 기여율을 나타내는 동시에 토지생산성도 동시에 성

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1990년  이 에 비해 토지생산성의 

노동생산성 성장에 한 기여율은 감소하 다.

나. 총요소생산성(TFP) 

1) 이론  분석 모형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은 요소생산성이 갖는 편기

성(bias)를 극복할 수 있고, 생산에 투입되는 각종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

해 나타나는 생산효율성(생산의 효율성, 기술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보

다 유리하다. 총요소생산성은 집계(aggregated)된 산출과 집계된 투입의 

9) 노동생산성은 토지/노동 비율과 토지생산성의 곱, 즉 (Y/L)=(A/L)×(Y/A)로 분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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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즉 모든 투입물을 고려한 포 인 의미의 평균생산을 통해 나타

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총요소생산성이란 자본과 노동 등이 결합

된 총투입요소의 단 당 산출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산출 벡터와 투입 벡터를 각각     ⋯  ∈ , 

    ⋯ ∈로 정의하고, 와 를 각각 하나의 지수로 집계된 

산출물지수와 투입물지수라고 하면 총요소생산성은 로 나

타낸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는 시간에 따른 총산출량의 변화 에

서 요소투입량의 변화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의 산출량의 변화, 

즉 순산출물(net output)의 변화로 정의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총요소생산성 변화를 계측하기 

해 Malmquist생산성변화지수 모형을 활용하 다. Malmquist 생산성변화

지수는 Caves et al.(1982)이 Malmquist수량지수와 Shepherd거리함수 개념에 

기 하여 개발하 으며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계측하는 문 지수이다.

산출 벡터와 투입 벡터를 각각 
, , , ,

1 2( ,   ,  ,   )    k t k t k t k t N
Nx x x x R+= ∈L 와 

, , , ,
1 2( ,   ,  ,   )    k t k t k t k t M

My y y y R+= ∈L 라고 하고 Kk   ,  2,  ,1 L= 개 DMU와 

시간 Tt  , 2,  ,1 L= 을 가정한다. Caves et al.(1982)와 Färe et al.(1994)의 방

법에 따라 CRS 생산기술을 가정하면 투입측면의 Malmquist생산성변화지

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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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k DMU의 1t + 와 t 기 측 의 투입물 거리함수를 나타낸다. 

k
iEFFCH 는 기술효율변화지수로 각기의 기술수 하에서 기술효율성의 

변화가 총요소생산성변화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는 두 

기간내 상 인 기술효율의 변화, 즉 추격효과(catching-up effect)를 나타

낸다. 
k
iTECH 는 기술변화지수로 생산 론티어가 tT 에서 1tT + 로 변화

할 때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두 기간에 기

술효율 인 생산 론티어의 이동, 즉 가장 효율 인 생산 론티어의 이

동(frontier-shift effect)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다.

Malmquist생산성변화지수 ( )k
iM ⋅ 에 포한된 거리함수는 두 가지 방법으

로 측정할 수 있다. 하나는 비모수 방법으로 선형계획법에 기 한 자료

포락분석(DEA)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모든 DMU의 투입  산출에 

한 실제 측치를 이용하여 생산 론티어를 구축하고, 서로 다른 DMU

와 생산 론티어곡면 간 거리로 ( )k
iM ⋅ 지수내의 모든 거리함수를 계측

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확률 론티어함수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을 추정한 후 ( )k
iM ⋅ 지수내의 모든 거리함수를 계측하는 확률 론티

어방법(SFA)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모수  DEA방법을 활용하 다.

국의 농업지역별 총요소생산성변화지수를 계측에 필요한 산출지표

는 농업총생산액(2000년 불변가격), 투입지표는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인

해 토지와 노동의 리변수로서 각각 농작물 종면 과 제1차 산업 취

업자수를 사용하 다. 자본의 리변수로는 농기계총동력과 화학비료시

비량 지표를 사용하 다. 분석기간은 1980~2009년이다.

2) 분석 결과

1980~2009년 동안 국의 농업총요소생산성은 시기별로 변동이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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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보인 가운데 연평균 2.9% 성장하 다. 농업총요소생산성의 변화

를 분해해보면 기술진보는 연평균 4.4% 성장, 기술효율은 연평균 -1.4% 

성장하여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하락이 병존하는 특성을 나타냈다.10)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 개방이래 국의 농업총요소생산성 성장이 생

산 론티어의 상향이동에 의한 것으로 기술진보에 한 의존이 뚜렷한 

기술유발형 성장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농업기술 효율성

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 하락하는 한편 농업지역 간 격차도 차 확

되었다. 이는 개 개방이래 각 농업지역의 실제 농업산출 수 과 기술

으로 가장 효율 인 농업산출 수 (생산 론티어)과의 차이가 확 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4  중국의 농업총요소생산성 변화지수 추이(1980~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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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제학 이론에서 생산과정에서 기술상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는 효율 인 생산곡면인 생산 론티어의 상향 이동을 의미하는 기술변화(기술진보)와 주

어진 기술의 발휘정도를 개선하는 기술효율의 변화로 분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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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개방 이래 국의 농업성장은 생산성 향상보다는 투입증 에 의

한 성장, 즉 조방형(extensive) 성장 특성을 지닌다. 1980~2009년 동안 

국의 연평균 농업성장률 5.95%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약 

48.7%로 여 히 투입증 가 국 농업성장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2009년 동안 농업지역별 농업총

요소생산성은 황하 하류, 남부연해, 장강 하류, 동북3성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4.1%, 4.0%, 3.3%, 3.3%로 국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서북‧청장고원지역의 연평균 성장율은 1.8%로 국 평균 

성장률에 미달하 고, 서남내륙지역의 연평균 성장율은 -0.1%로 부(負)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경제발  속도가 빠른 동부연해지역에 치한 황하

하류와 남부연해지역의 성장률이 높은 반면 농업산출(농업총생산액) 

성장률이 낮은 장강 하류,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지역은 농업총요소

생산성의 성장률도 낮게 나타났다. 6  농업지역 모두 기술진보는 정(正)

의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기술효율성은 부(負)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표 3-3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총요소생산성지수 비교(1980~2009년)

구 분 TFPCH TECH EFFCH PECH SECH

 국 평균 1.029 1.044 0.986 0.991 0.995

 동북3성 1.033 1.055 0.978 0.990 0.988

 황하 하류 1.041 1.052 0.989 0.993 0.996

 장강 하류 1.033 1.047 0.987 0.990 0.997

 남부연해 1.040 1.043 0.997 0.999 0.998

 서남내륙 0.999 1.025 0.975 0.983 0.992

 서북·청장고원 1.018 1.036 0.983 0.989 0.994

주: TFPCH, TECH, EFFCH, PECH, SECH는 각각 총요소생산성지수, 기술진보지

수, 기술효율성지수, 순기술효율지수, 규모효율지수를 나타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국 평균 191.3 397.6 686.3 1,577.7 2,253.4 3,254.9 5,153.2

 동북3성 238.2 426.5 799.9 1,710.8 2,175.4 3,391.8 5,476.9

 황하 하류 199.6 445.1 761.3 1,773.9 2,671.5 4,021.7 6,301.9

 장강 하류 227.1 487.2 929.9 2,206.5 3,140.1 4,595.8 7,145.3

 남부연해 206.6 398.2 785.8 1,928.4 2,732.9 3,659.9 5,578.0

 서남내륙 166.5 313.7 511.3 1,085.3 2,216.3 3,176.9 5,105.1

 서북·청장고원 177.7 337.8 584.9 1,075.7 1,605.1 2,364.9 3,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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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 가구 1인당 평균소득11)

개 개방 기(1980~1984년) 도시개 에 앞선 농 개 으로 농 주민

의 소득증가율이 도시주민을 상회하 고 도농 간 소득격차 한 축소되

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농 주민의 소득증가율이 도시주민에 비해 

히 낮아 도시와 농  간 소득격차가 확 되었다. 도농 간 소득비율

은 1988년 1.95:1에서 2009년 3.33:1로 확 되었다.

표 3-4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촌가구 1인당 평균 소득 비교

단 위 : 위 안

자료: 國家統計局農村社 經濟調查司編. 각 연도 中國農村統計年鑒을 참조

하여 필자 계산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6  농업지역별 농 가구 1인당 평균 

소득은 1980년에는 순서 로 동북3성, 장강 하류, 남부연해, 황하 하

11) 국은 농가소득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1인당 농 주민소득 개념을 사용하는데 도시와 농

으로 이원화된 호 제도의 향 때문인 것으로 단됨. 농 주민소득은 ‘농 에 거주하는 주

민(农村住户)’의 소득을 의미하며, 농 지역 비농가의 소득도 포함하는 개념임. 농 가구의 1

인당 평균 조수입은 임 수입, 경 수입, 이 수입, 자산수입의 합이며 가구의 경 활동은 농

업(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공업, 건축업, 교통운수업, 자 신업, 도소매업, 음식업, 서

비스업, 문화 생업과 기타 경 으로 구분함. 농 가구의 1인당 소득은 조수입에서 경 비, 

세비, 생산성 고정자산 감가상각, 기부 을 제한 것임(國家統計局農村社 經濟調查司編. 2007

中國農村統計年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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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서북‧청장고원, 서남내륙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동북3성

지역의 소득수 이 상 으로 크게 후퇴하여 장강 하류, 황하 하류, 

남부연해, 동북3성, 서북‧청장고원, 서남내륙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의 6  농업지역 간 농 가구 1

인당 평균 소득 격차는 개 개방 기 다소 완화되었으나 개 의 효과가 

소진된 1980년  반 이후 지속 으로 발산(divergence) 추세를 나타냈다. 

2000년  들어 반 이후 소득 격차의 발산 추세가 꺽여 수렴

(convergence)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의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간에도 동일하게 찰된다. 

그림 3-15  중국의 농촌가구 1인당 평균소득의 수렴 및 발산 추이(1979~2008년)

주: 3개년 이동평균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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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지역 내부의 농 가구 1인당 평균 소득 격차는 장강 하류, 

남부연해, 황하 하류지역이 동북3성,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지역에 비

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모두 경제발  수 이 높은 지역이

긴 하지만 지역 내 사회경제  조건의 차이가 큰 지역이다. 이에 비해 

동북3성,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지역은 경제발  수 이 상 으로 

낮고 지역 내 사회경제조건도 하향 평 화된 경향이 있다. 

농 가구 1인당 평균소득 격차가 큰 장강 하류, 남부연해, 황하 하

류지역의 지역 내 격차 변화 추세를 보면 6  농업지역 간 는 성·자치

구·직할시 간의 격차 변화 추세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서남내륙지역은 1980년  반까지 격차가 수렴 추세를 나타냈고 6개 

농업지역 가운데 격차가 가장 은 지역이었으나 1990년  반 이후 격

차가 크게 확 되었다. 그러나 황하 하류, 장강 하류, 남부연해지역과 

마찬기지로 2000년  반 이후 소득 격차가 수렴 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 동북3성은 개 개방 이래 변동이 심하긴 하지만 소득 격차가 수렴

(convergence)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북·청장고원은 1980년 이후 

2000년  반 까지 소득 격차가 지속 으로 수렴하 으나 이후 발산 추

세로 환되어 격차가 더욱 확 되었다. 

제4절  지역별 농업성장 전략:‘12.5 규획’을 중심으로

1. ‘12.5 규획’의 농업농 분야 주요 내용

2011년부터 향후 5년 동안 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제부문의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한 ‘국민경제·사회발  제12차 5개년 규획 강요國民經濟和社

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이하 ‘12.5 규획’이라 칭함)12)이 2011년 3

월 개최된 제11기 국인민 표 회 제4차 회의(2011.3.14)에서 공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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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2.5 규획’은 모두 1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국 경제

의 성장방식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내수확 와 녹색성장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하 다. 

국은 2002년 11월 제4세  지도부인 후진타오(胡錦濤) 정부가 출범

한 이후 개 개방 이후 일 되게 유지했던 양  성장 주의 경제발  

략을 체하는 이른바 ‘과학  발 (科学发展观)’을 집정이데올로기

로 제시한 바 있다. ‘과학  발 ’은 빈부격차와 지역격차 완화, 에

지 약과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조화로운 사회(和諧社

) 건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다. 

‘12.5 규획’은 ‘과학  발 ’에 기 하여 개 개방 이후 양  고도성

장을 이루었지만 구조  문제 , 특히 30년간 연평균 10%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계층간 소득 격차가 확 되고 투자  수출의존도가 과

도하게 높아지는 등의 문제 이 되었다는 인식을 토 로 향후 국

의 발  방식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환한다는 방침을 제시하 다. 

‘12.5 규획’은 국의 경제사회 발 방식의 환을 해 내수 확 와 

녹색성장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 다. 그리고 내수 확 의 정책 

수단으로 지역간·계층간 소득격자 완화(소득분배 개 ), 권역별 개발, 민

간투자 진을 제시하 다. 녹색성장을 한 정책수단으로는 기존 산업 

업그 이드, 7  신흥 략산업 육성을 제시하 다.

12) 2010년 10월 개최된 국공산당 제17차 앙 원회 제5차 체회의(10.15~18)에서 안이 제

시된 후 2011년 3월 14일 개최된 제11기 국인민 표 회 제4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음. 

국은 2006년부터 그동안 사용하 던 ‘5개년 계획(计划)’ 신 ‘5개년 규획(规划)’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직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해 직  개입하는 

방식으로부터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 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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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12.5 규획’ 기간 주요 경제사회 발전 목표

지표 2010년 2015년
연평균 

성장률(%)
속성

경제발

GDP(조 안) 39.8 55.8 7 기성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 (%) 43 47 [4] 기성

도시(城鎭)화율(%) 47.5 51.5 [4] 기성

과학기술교육

9년 의무교육 보 률(%) 89.7 93 [3.3] 제약성

고등학교 취학비 (%) 82.5 87 [4.5] 기성

GDP  R&D 경비지출 비 (%) 1.75 2.2 [0.45 기성

1만 명당 인구 발명특허 보유량(건) 1.7 3.3 [1.6] 기성

자원환경

경지면 (억 무) 18.18 18.18 [0] 제약성

단  공업 부가가치 용수량 감소(%) [30] 제약성

농업 개용수의 유효 이용계수 0.5 0.53 [0.03] 기성

에 지 소비  비석화에 지 비 (%) 8.3 11.4 [3.1] 제약성

GDP 단 당 에 지 소모율 감소(%) [16] 제약성

GDP 단 당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화학 산소요구량

[17]

[8] 제약성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 감소

이산화유황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8]

[10]

[10]
제약성

삼림 증가  삼림피복률(%)

           삼림면 (억m2) 

20.36

137

21.66

143

[1.3]

[6]
제약성

주민생활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안) 19,109 >26,810 >7 기성

농 주민 1인당 순소득( 안) 5,919 >8,310 >7 기성

도시 등록 실업률(%) 4.1 <5 기성

도시 신규취업(만 명) [4,500] 기성

도시 기본양로보험 보 인수(억 명) 2.57 3.57 [1] 제약성

도농 3  기본의료보험 보 률(%) [3] 제약성

도시의 보장성 주택공사 건설(만 채) [3,000] 제약성

국 총인구(만 명) 134,100 <139,000 <7.2‰ 제약성

평균 기  수명(세) 73.5 74.5 [1] 기성

주 1. GDP와 도시·농  주민소득은 2010년 가격, 성장률은 불변가격으로 계산함.
   2. [ ]은 5년간 수치임. 
   3. 도시와 농 의 세 가지 기본 의료보험 보 률은 연말 도시직원 기본의

료보험, 도시주민의 기본 의료보험과 신형농 합작의료 가입 인구 수가 
연말 국 인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 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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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12.5 규획’ 중 농업농촌분야 주요 내용

추진 과제 주요 내용

농

업

화

가

속

화

 식량의

 안정 공

․식량생산량 5.4억 톤 이상 달성

 -재배면  유지, 품종구조 최 화, 단수 증 , 품질제고, 다수확 품종 보

․‘ 국 5,000만 톤 식량증산능력 계획’ 실시

․경지보호, 농지조성 확 , 농지개량

 농업구조

 조정

․농업 화·산업화 추진, 고생산·고품질·고효율·생태·안  농업의 실

․농산물의 지역분포 최 화: 7개 지역 23개 지 로 구분하여 농산물

의 지 작 실

․시설원 농업의 발   생산의 표 화

․농업의 산업화경  진, 농산물 가공업  유통업 지원, 농업 생

산·경 의 문화, 표 화, 규모화, 집약화 진

 농업기술

 신

․품종개발  보  확 로 재배업 화

 -재배 효율성제고, 염병 항력 증진  농업용수 약 역의 농업기

술 개발  보  확

 -주요 농작물의 병충해 통합 방제 실

․농업기계화 진, 종·재배·수확의 종합기계화 수  60% 달성

․정보화기술 개발, 농업생산·경 의 정보화 수  향상

 농업서비스

 체계 완비

․농업분야 공공서비스 능력 확충

․향·진 지역의 농업기술 보 , 동식물 염병 방역·방제  농산물 

품질 리감독 역의 공공서비스조직 완비

․다원화된 서비스조직 육성  다양한 형식의 생산·경 서비스 제공

․농산물유통 역의 서비스 확 , 비용·고효율의 농산물마  네트워크 

구축

농

민

소

득 

증

 농업경

 소득 증

․농산물가격 보호제도 완비, 주요 식량작물의 최 수매가 인상, 주요 

농산물의 임시비축정책 완비

․농작물 작부구조 최 화, 경 수   수익성 제고, 동조직의 발

과 농업산업화 경 을 진하여 가공·유통의 부가가치 향유

․지역 특성을 활용한 특색농업과 농 농업의 발 을 통한 수익 창출

 임 소득

 증

․  농민 기능훈련·취업정보서비스 강화, 농 의 과잉노동력 이  유도

․도농 간 취업의 평등권 강화, 농민공의 임 인상, (县)지역에서의 취

업  창업 기회 확

․신농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확

 이 소득

 증

․농업보조 제도 완비, 식량재배 농민에 한 식량직불제 등 4  보

조 정책 지속 실시  문제  개선

․신형 농 양로보험의 기 양로연  규모 확 , 신형 농 합작의료

제도의 보조기   정산수  제고

․농업보험제도의 보조 품목  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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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주요 내용

 농

 

 생

 활

 조

 건

 개

 선

 규획 리

 수 제고

․지역과 농 의 특색을 살리고 문화  특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향·

진· ·마을의 규획 제정

 농 기

 시설건설

․농지수리시설의 건설  보호 리체계 완비

․농  음용수안 사업 강화, 농  도로건설  교량 수리·보수 강화

․농 지역 력공 망 개선  업그 이드, 청정에 지 생산  활용

․농 지역 험주택 개량, 유목민 정착사업 개, 농 지역 정보통신 

인 라 건설확

 농 공공

 서비스강화

․농  의무교육  의료 생서비스 수  제고

․농 사회보장체계 완비, 농 지역 문화체육시설 건설 강화

 농 환경

 종합정비

․농약·화학비료·농용비닐 등 환경오염원 리 철 , 가축·가  사육시 

오염 방지

․농 지역 음용수 수원지 보호, 수로정비, 수질  토양오염의 방지와 

리감독 강화, 농 청결사업 개, 농 쓰 기 처리  농 환경 집

 정비 추진, 도시지역으로부터의 오염 확  차단

 농

 

발

 메

커

니

즘

 완

비

 농 경

 제도완비

․농가토지도 경 제 견지, 농 토지 련 법률·법규와 정책 완비, 농

토지 도 계 안정

․법률에 의거하여 도 토지에 한 농민들의 유·사용·수익 등 권리 

보장을 토해 토지도 경 권의 권리 강화

․토지도 경 권의 유통시장 완비  유동화 진

․임지재산권제도 개 , 지도 경 제도 완비, 농지개간체계 개

 도농통합

 발 체계

 구축 

․도농 간 공공자원의 균형  분포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도농 통합발  규획 제정, 기 시설·공공서비스·사회 리의 일체화

․도농 간 평등한 요소교환 계 완비, 도시와 농 의 건설용지 사용 규

범화, 통일 인 건설용지시장 형성

․공익성  경 성 건설용지의 범  확정, 토지수용제도 개   수용

범  축소, 보상기  제고

․도시와 농 의 통일 인 인력시장 구축, 평등한 취업환경 조성

․국가재정과 산 내 고정자산의 농업농 부문에 한 투입 증 , 농

신용사 개  진

․ (县) 단 로 지역사회은행 설립 장려하여 농 소형 융  소액

출 확 , 유효담보물의 범  확

 (县)경제

 활성화

․ (县级) 기본재정 보장제도 완비,  재정에 한 이 지불 확

, 성 (省级) 이하 재정분배에서 차지하는  재정 비  확

․ 지역의 자원우 와 비교우 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산업발 계획 제

정, 노동 집형 산업과 농산물 가공업이  정부 소재지 는 심 

진(镇)에 집 되도록 지원

표 3-6  ‘12.5 규획’ 중 농업농촌분야 주요 내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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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규획’은 모두 1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의 경제사회 발 방

식의 환을 규정한 제1편에 이어 삼농부문을 제2편(강농혜농强农惠农: 사

회주의 신농  건설 가속화)에 배치함으로써 국 정부의 삼농문제 해결

의 의지를 천명하 다. 향후 5년 동안 공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는 과정에

서 농업 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공업부문과 도시부문이 농업부문과 농

부문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한편 강농혜농(強農惠農) 정책을 

강화하여 농업 화 수 과 농민들의 생활수 을 제고한다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목표 달성을 한 추진과제로는 농업 화 가속화(제5장), 농민

소득 증 (제6장), 농 생활조건 개선(제7장), 농 발 메커니즘 완비(제8

장) 등 4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표 3-6 참조). 한 ‘12.5 규획’ 기간에 

추진할 12가지의 신농  건설  사업을 명시하 다. 

농업농 분야 ‘12.5 규획’은 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2004년 삼농문제

를 주제로 ‘ 앙 1호 문건’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삼농문제를 최우선 정

책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온 농정 방향과 목표, 추진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이 2004년 이후 지속 이고 반복 으로 제시하고 있는 농정 

방향 는 목표는 국의 농업성장 단계에 부합하면서도 스펙트럼이 

범 한 특징이 있으며 크게 10개 범주, 즉 ①농업부문에 한 자원배분 확

,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지  강화, ②주요 농산물의 생산 안정  

공  보장, ③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생산성 향상, 농업 화  농

업성장 방식의 환, ④농업기술 개발  보  서비스체계 강화, ⑤농산

물 품질안  제고  리감독체계 구축, 동식물 염병  병충해 방·

방제 강화, ⑥농업자원  생태환경 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 실 , 

⑦농민소득원 개발  농민소득 증 , 농민공의 취업  창업 진, ⑧농

생활여건 개선  도농 간 공공서비스부문 발  격차 축소, ⑨농가토

지도 경 제도의 안정  개선, 토지사용권 강화  토지도 경 권 유

동 활성화를 통한 규모화경  실 , ⑩농 체제 개   농업․농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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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신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농업농 분야 ‘12.5 규획’에서 주목되는 것은 농업구조조정의 일환으

로 주요 농작물의 지역분포를 최 화하기 해 비교우 에 입각하여 

국을 7개 농작물 주산지와 23개 생산벨트를 지정한 것이다. 국 정부가 

농작물 생산의 지 작 원칙에 입각하여 2003년부터 2차례에 걸쳐 추

진해온 ‘ 국 비교우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에 이어 ‘12.5 규획’에서도 

주산지정책을 극 추진함으로써 주요 농산물의 비교우 지역 생산집

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6  ‘7개 지역, 23개 지대(七區二十三帶)’의 농업전략

7  농작물 주산지를 본 연구에서 구분한 6개 농업지역과 연계시켜 

보면 동북평원주산지는 동북3성지역, 황회해평원주산지와 분 평원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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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황하 하류지역, 장강유역주산지는 장강 하류지역, 화남주산지는 

남부연해지역, 하투 개주산지와 감숙-신강주산지는 서북·청장고원지역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주산지별로 제시한 비교우  농작물들은 6개 

농업지역별 분포에서도 생산집 도가 높은 품목과 일치한다.

2. 지역별 농업농 분야 ‘12.5’ 규획13)

가. 동북3성

1) 발  목표

‘12.5 규획’ 기간 동안 동북3성의 재배업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을 

6% 이상 유지하고, 축산업, 임업  어업의 생산액이 농림어업 총생산액

에서 차지하는 비 을 68% 수 으로 제고한다. 농산물 가공업의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을 20% 이상 유지한다. 

동북3성에서는 식량생산 증 를 농업 화의  과제로 설정하여 

“다수확, 고품질, 생태환경보호, 안 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  식

량생산기지를 건설한다. 2015년까지 동북3성지역의 식량 생산능력을 1억 

250만 톤 수 으로 안정 으로 유지한다. 성별 식량생산 목표는 길림성 

3,000만 톤, 흑룡강성 5,500만 톤, 요녕성 1,750만 톤이다.

축산업부문에서는 고품질 략을 실시하여 축산 제품의 규모, 품질, 

리수 을 제고하고 축산업의 성장방식을 환한다. 생산의 규모화, 

리의 표 화, 경 의 산업화, 고품질화를 발  목표로 설정하여 국 최

 규모의 우유생산기지를 조성하고, 랜드가치가 높고 국제경쟁력을 

13) 국 탁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 수록하 음. 일부 성‧자치구‧직할시의 경우 농업농

분야 ‘12.5’ 규획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이러한 성‧자치구‧직할시를 포함하는 일부 지역의 농

업발  목표와  추진사업은 생략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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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우수한 품질의 우유, 육류, 알류 산업기지를 건설한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 시키는데 주력한다. 농산물 가공업을 단순

가공(初加工)에서 심층가공, 소규모가공에서 규모가공으로의 환을 

추진한다.

채소, 한약재, 식용버섯, 경제작물, 동물, 장백산산진식품(长白山山珍食

品)  수산물 등 7  북방 원 특색상품 산업기지를 조성한다. 채소산업

기지에서는 약 67,000ha의 면 에서 시설채소를 으로 재배한다. 한

약재산업기지에서는 인삼, 패모(贝母), 세신(细辛), 북오미자(北五味子), 용

담 (龙胆草) 등 5  품목을  육성한다. 식용버섯 산업기지에서는 목

이버섯, 표고버섯, 나도팽나무버섯(滑菇),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 5  

품목을  육성한다. 경제·모피 동물 산업기지에서는 사슴, 담비, 구

리, 개구리, 에 등 5  품목을  육성한다. 장백산산진식품 산업기

지에서는 드릅나무(刺嫩芽), 산미나리(山芹菜), 猴腿(장백산에서 서식하는 

산나물의 일종), 홍송씨(红松果仁), 히코리(山核桃), 개암나무(榛子), 특색

핵과(特色核果) 등 7  품목을  육성한다.

2)  추진 사업

① 식량 생산능력 제고

‘ 국 5,000만 톤 식량증산능력 계획(2009~2020년)’에서 부여한 1,505

만 톤 증산 임무를 완수하기 해 개시설 건설  개조, · 효율 농

지 리, 농업기계화, 벼 모종의 온실(비닐하우스)육묘, 농업기술 신 등 

사업을 추진한다. 먼  개지역의 부 시설 추가건설  수개조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선진화된 수 개기술을 응용  보 에 주력한

다. · 효율 농지의 리 계획을 수립하고, 농지의 질을 제고하기 해 

“유기물 투입 증 , 경지·비료·물의 이용율제고, 토양개량, 경지의 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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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농경지 기 시설 건설을 보조 수

단으로 하는 종합 책을 마련하여 안 하고 비옥한 토양 환경을 조성한

다. 규모 농기계합작사를 조직하고, 트랙터와 부  농기계들을 배치하

여 작업 표 을 제고한다. 단립종 , 옥수수, 두의 신품종 개발과 

재배 확 를 가속화한다.

② 농산물 가공업 육성

동북3성지역의 자원  생태환경의 우 를 이용하여 심층가공 신기술

을 개발하는 한편 농산물 가공산업의 구조를 한단계 업그 이드한다. 농

산물 가공산업의 가치사슬을 연장하고,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국 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도 향력있는 유명 랜드를 개발한다. 

옥수수, , 두, 농부산물을 주로 한 식량 가공산업, 돼지, 소, 가  

등을 주로 한 가축가  가공산업, 과일, 채소, 인삼, 녹용, 한약재 등을 

주로 한 특산물 가공산업 그리고 목재자원을 주로 한 임부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한다. 

③ 축산업단지 건설

돼지, 육우, 젖소, 가  등 15개 축산업 단지를  건설하고, 새로운 

형태의 축산업 발  모델을 개발하여 축산업의 규모화, 표 화, 명품화

를 가속화한다. 축산업단지 건설에서는 ‘정부지원, 투자유치, 다자 건설’

의 원칙을 견지하고, 사육방식이 집약화, 표 화, 공장화 방향으로 발

하도록 한다. 축산업의 기술 신을 진하는 한편 ‘정부 주도, 기업 주

체’의 시장화 운용방식을 채택하여 지역의 비교우 와 산업의 발  가능

성을 결합하여 축산업단지 건설 계획을 제정한다. 돼지, 육우, 젖소, 가  

 기타 가축·가  품종을 상으로 우량종 도입, 품종개량, 지역품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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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개량을 추진한다. 

④ 흑토지  보호사업

기술 신과 기술집약의 상호결합을 통해 “장량어토(藏糧於土; 농경지

의 질과 토지생산력을 제고시켜 식량생산을 안정 으로 증 시킨다)” 

략을 실시하여 토양의 퇴화를 억제하고 흑토를 비옥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토양에 유기질 투입을 늘려 퇴화된 흑토와 얇은 층의 흑토

를 회복시킨다. 지 의 침수되기 쉬운 토양과 염화‧알칼리화‧산성화가 

진행되는 토양을 종합 으로 리한다. 

나. 황하 하류

1) 발  목표

‘12.5 규획’ 기간 동안 경지면 을 2,000만 ha 이상으로 유지하고, 식량 

종면 은 1,508만 ha 이상으로 유지한다. 식량 생산량은 연간 7,0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한다. 한 채소 종면 은 235만 ha, 생산량은 1.4억 

톤 생산을 목표로 한다. 과실류 재배면 은 241.2만 ha, 생산량은 2,9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한다. 육류, 알류, 우유류, 수산물의 생산량은 각각 

1,150만 톤, 700만 톤, 2,250만 톤, 230만 톤 달성을 목표로 한다.

‘12.5 규획’ 기간에 농업구조 조정을 극 추진하여 농림어업 총생산

액에서 차지하는 채소류, 축산물, 과실류 등 3  비교우  품목의 생산액 

비 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고품질 농업, 외부지향형 농업, 생태 

농업,  농업, 특색 수산업의 발 을 진한다. 우량·다수확·고효

율·생태·안  품종의 재배 비 을 확 하고 농축산물의 가공율을 제고한

다. 농업지역의 분포를 균형 이고 합리 으로 조정하여 도시근교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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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 , 화훼  녹색 유기채소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연해지역에는 특

색 수산물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한 하북성 남부지역에 고품질 식량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고품질 , 용 옥수수(专用玉米), 면화, 과

일, 채소, 우유 등 비교우  농산물의 산업벨트를 형성한다.

농업 기 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농업재해에 한 방재능력을 제고하

고 농업생산조건을 획기 으로 개선한다. 요 수리시설의 건설을 가속

화하고, · 효율 농지 134만 ha를 개량하여 고표  농경지 면 을 더욱 

확 한다. 한 농업기계화 수 을 높여 농기계 총동력 1.8억Kw 달성을 

목표로 한다. 식량의 종  수확의 기계화 수 을 70% 이상, 농업기술 

기여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2)  추진 사업

① 식량 생산능력 제고

수리시설 건설  개조, 고표  개농지 건설, 농업기계화 등 종합

인 조치를 실시하여 ‘ 국 5,000만 톤 식량증산능력 계획(2009~2020년)’

에서 부여한 805만 톤 증산 임무를 완수하도록 한다. 개수로의 수 

방지, 교량, 수문, 배수로 등의 보수·개조 등 조치를 통하여 황하 하류

의 개지역에서 수 개사업을 극 추진한다. 소형 농지수리시설 

 (县) 건설을 가속화하고 수 개 시범사업을 개한다. 

비배 리, 정지작업, 과학  시비 등을 통해 · 효율 농지를 개량하

여 가뭄이나 홍수에도 수확량을 보장하고, 안정 으로 생산량을 증 시

킬 수 있도록 한다. 농기구구입보조 정책을 면 으로 실시하여 농민들

이 다기능, 복식(复式), 소모율, 고효율의 ‧ 형 농기구를 구입하도록 

장려하여 농기계 장비수 을 개선하고, 농기계 사용율을 제고하여 식량 

생산의 기계화 수 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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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축산업 시범사업 개

가축‧가 의 우량종 사업을 으로 개한다. 우량 품종과 보호지

역의 종질자원을 상으로 원종장(原种场), 조 장(祖代场), 번식장

(重点扩繁场), 표 화 개량센터 등을 으로 조성한다. 가축‧가  품

종의 생산능력 측정체계를 구축한다. 자원우 와 발 잠재력을 우선 으

로 고려하여 축산업 화 시범사업의 추진을 강화하고 표 화·규모화 

사육기지를 건설한다. 젖소, 육우, 육양(肉羊), 돼지, 가  등의 사육시 품

질 제고를 최 의 목표로 설정하여 표 화·규모화 사육을 극 추진하고 

기계화·자동화 수 을 제고하는 한편 목 지 건설을 강화하여 통 인 

축산업에서 인 축산업으로의 환을 진한다. 

③ 도시형 농업 건설

농업의 생산, 생활, 생태 기능을 극 화하는 방향에서 종자농업, 

농업, 순환농업, 회 농업(会展农业) 등의 발 을 진한다. 농업의 종합

생산능력, 기 응능력, 생태복원능력, 사회서비스능력을 제고시킨다. 

농업기  건설사업, 신규 채람자사업, 도시농업 진사업, 농산물 녹색안

상표사업, 농업생태가치 증 사업, 농업사회화서비스체계 건설사업, 

농산물 시장유통체계 건설사업, 농산물 가공체계 건설사업, 농업인재 육

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④ 생태환경 종합정비사업

천연림자원 보호, 북경‧천진지역 황사 리, 경작지의 산림환원, 3북지

역(동북·화북·서북)의 방풍보호림 조성, 태항산(太行山) 산림녹화 등 

생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고히 한다. 산림

을 국가 생태공공림(公益林), 지방일반생태공공림, 상품림(商品林)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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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는 임업분류경 체계를 구축하여 분류 리와 정향재배(定向培

育)14)를 실시한다. 목축지역의 산림환원사업을 지속 으로 확 하고 퇴

화가 심각한 원에서의 목축을 지한다. 원에서 목축 범 를 지정하

거나 순환방목을 실시하고, 목‧휴목(禁牧休牧)보조  지  기간을 연

장한다. 

‘인황사업(引黄工程; 황하의 물을 끌어오는 사업)’을 면 으로 추진

하여 개수 공 체계를 완비한다. 지하수 개발을 엄격히 통제하고, 지

하수 환경을 개선한다. 황하 상류지역의 수토유실방지체계 건설을 강화

하고, 수자원 보호와 모래유실 방지  홍수 방 능력을 강화하는 국가

수토유실방지 리사업을 지속 으로 실시한다. 소규모유역( 流域) 

종합 리, 비탈면의 계단식 정비 리, 생태회복 리를 가속화하고, 수토

유실 방호림과 수원보존림(水源涵养林)을 조성한다. 

다. 장강 하류

1) 발  목표

‘12.5 규획’ 기간 동안 경지면 을 3,820만 ha 이상으로 유지하고, 식량 

종면 은 2,513만 ha 이상으로 유지한다. 식량 생산량은 연간 1억 

5,0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한다. 한 채소 종면 은 563만 ha, 생산량

은 2.1억 톤 생산을 목표로 한다. 과실류 재배면 은 268만 ha, 생산량은 

6,6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한다. 육류, 알류, 우유류, 수산물의 생산량은 

각각 2,100만 톤, 950만 톤, 480만 톤, 2,560만 톤 달성을 목표로 한다. 차, 

버섯 등 특색농산물의 생산을 안정 으로 증 시킨다.

농업구조 조정을 극 추진하여 최 화하고 시설농업의 발 을 진

14) 합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동식물의 유 성을 사람이 원하는 방향 로 육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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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강성은 2015년까지 시설농업 면 이 약 20만 ha에 달하도록 하

고, 가축·가 의 시설 사육 비율이 85%에 달하도록 한다. 재배업 작부구

조를 조정하여 경제작물(특용작물) 생산액이 재배업 총생산액에서 차지

하는 비 을 차 증가시킨다.

농업생산의 기계장비 수 을 제고하여 2015년까지 장강 하류지역의 

유효 개율을 75%까지 끌어올리고, 농기계 총동력은 3억 Kw 달성을 목

표로 한다. 식량의 종  수확의 기계화 수 을 75% 이상, 농업기술 

기여율을 6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농 주민의 생활 수 을 지속 으로 제고시킨다. 2015년까지 농 가

구 1인당 평균 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을 10% 정도로 유지하여 2015년 말 

11,000 안에 달하도록 한다.

2)  추진 사업

① 식량생산능력 제고

표  농지 건설, 식량생산 기능구역 건설, 규모화 생산  사회화서비

스 등 종합 인 조치를 실시하여 ‘ 국 5,000만 톤 식량증산능력 계획

(2009~2020년)’에서 부여한 1,700만 톤 증산 임무를 완수하도록 한다.  

토지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삼아 표  농지의 질을 제고시킨다. 비

평원 표 농지(非平原标准农田)의 비배 리를 실시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시키며, 농지의 기본생산조건을 개선한다. 한 농지 품질검사  

모니터링체계를 완비하고, 표  농지 동태 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지 기 시설을 완비하고, 농지의 질이 높고, 생산기술이 선진 이며 

농업 서비스체계가 확립된 식량생산기능구역의 건설을 가속화하여 단

당 생산량이 1톤에 도달하도록 한다. 다수확 신품종, 신기술, 신농기구

의 통합  시범, 보  역량을 확 하고 식량 다수확활동을 범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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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다. 

규범화된 식량 문합작사의 건설를 확 하고 농기계지원, 식물보호 

등 농업사회화서비스조직을 발 시키며, 벼의 육묘, 심경정지, 종, 

리, 수확 등 단계에서 문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단립종 의 재배

면 과 생산량 수 을 제고한다.

② 시설농업의 수  제고

 시설 원 와 축산을 발 시켜 생산의 규모화, 장비의 화, 경 의 

집약화를 추진한다. 채소, 차, 과일, 에, 화훼, 묘목, 식용버섯 등의 원

기지, 채람자 시설채소기지의 건설을 지원하고, 원 표 화생산기술시

범원을 건립한다. 보온을 목 으로 하는 일 온실, 철조 온실(钢架大棚), 

연동온실(multi-span greenhouse), 지능형온실(智能温室)의 건설을 지원한다. 

정 규모의 가축·가  사육기지를 건설하고, 가축·가  사육장 개조 

 축사 건설 등을 지원한다. 가축·가  사육장의 표 화 생산수 을 제

고한다. 농산업단지의 규모를 확 하고 단지기능을 완비하여 고효율 

농업의 발 을 선도하도록 한다. 기본공공서비스 부 시설, 과학기술성

과 환서비스시설, 산업화경 서비스 시설 등을 으로 지원한다. 

③ 농업산업화 경

농민소득 증 효과가 뚜렷한 “双带(기술훈련을 통한 인재양성)”형 농

업산업화 조직을 발 시키고, 농산물 시장유통체계를 수립하여 국 으

로 일정한 지명도와 향력을 갖는 농산물 랜드를 육성한다. 농산업화 

선도기업의 신품종 개발  보 , 기술개선, 설비도입, 생산확 , 냉

장물류기지 건설을 으로 지원한다. 농산물가공집 구역(농산물가

공단지, 농산업화시범구역 포함)에서 규모화·표 화 농산물 생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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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농산물 비교우  생산지역에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거나 기존 도매

시장을 개조하도록 지원한다. 계약농업, 농산물직매장 건설을 으

로 지원하고, 기존의 농산물박람회 등 시 매 방식과 함께 직거래, 사

이버마  등 새로운 마 방식을 보 한다. 

‘규모가 크고, 서비스수 이 높으며, 제품품질이 우수하고, 민주  

리가 잘 이루어지며, 구성원이 실익을 얻는’ 농민 업합작사를 육성한다. 

이와 더불어 규모가 크고 력이 강한 특색산업형, 과학기술 신형, 

기지선도형, 수출지향형 농기업을 으로 육성하고, “농기업-합작조

직-농민”의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농산업단지를 건설하여 과학기술, 

자 , 인재, 리요소들을 단지에 집 시키고, 단지에 한 지원을 확

하며, 심층가공을 발 시킨다. 농산물시장마 체계를 강화하고, 

인 유통경 방식을 발 시키며, 유통기업이 산지에 장, 가공, 콜드체

인 등 시설을 건설하도록 장려한다. 수출농산물시범기지를 건설하고 

매 진 역량을 확 하며 기지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라. 남부연해

1) 발  목표

‘12.5 규획’ 기간 동안 농산물 생산능력을 안정 으로 제고시키고, 공

능력을 증 시킨다. 농업생산조건을 개선하고, 다수확·고효율 경지면

을 확 시켜나간다. 농업 과학기술의 지원을 강화하고 단 면 당 생

산능력과 수익을 제고시킨다. 농업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각종 투입재의 

활용수 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품질을 제고시킨다. 농업구조의 조정을 

통해 구조를 최 화하고 성장방식의 환을 도모한다. 농업생태환경을 

개선시키고 지속가능한 발 능력을 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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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규획’ 기간 동안 농업부가가치는 5,985억 안, 농산물 가공을 통

한 부가가치는 51,510억 안이 되도록 한다. 한 가축‧가  사육  어

류 양식업이 농림어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약 30%, 농산물 가

공액과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비율이 1.7:1이 되도록 한다. 

2015년까지 식량 생산량은 1억 4,400만 톤, 면화 생산량은 130만 톤, 

유지작물 생산량은 730만 톤, 과일과 채소의 생산량은 2억 4,600만 톤, 

돼지 출하량은 11,000만 두, 육류 생산량은 3,850만 톤, 수산물 생산량은 

750만 톤 달성을 목표로 한다. 

농업표 화를 극 추진하여 , 채소, 감귤, 차, 돼지, 수산물 등 주력 

산업의 표 화 수 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무공해농산물, 녹색식

품, 유기식품, 지리 표시 농산물의 인증을 확 하고 인증된 농산물의 

시장 출하율이 80% 이상 되도록 한다. 농산물의 산지 환경, 농업투입재, 

생산과정, 시장유통 단계에서 품질안  리감독을 강화한다. 주요 농산

물의 품질안  수 을 향상시키고, 농약  동물용 약품 잔류검사 합격

률을 재 수 보다 2% 포인트 높이는 등 농산물 품질안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농업 과학기술의 신과 응용능력을 지속 으로 향상시키고, 기계기

술 장비 수 을 더욱 제고한다. 2015년까지 농업과학기술의 기여율 58%, 

농기계 총동력 1억 2,000만 Kw, 농업기계화율 61% 목표를 달성한다.  

생산의 비교우 지역에서는 기본 으로  생산과정의 기계화를 실 하

도록 한다.

자원의 종합  이용  순환 사용 수 을 지속 으로 제고시키고, 농

업생태환경을 개선한다. 2015년 말까지 재생에 지의 농가 도입율 50%, 

농부산물 바이오매스 이용율 80%, 농지 폐기물 회수율 80% 목표를 달성

한다. 한 화학비료 이용율을 3~5% 제고시키고, 농약 사용량은 15% 감

축한다. 농민소득 증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농민소득 증 와 경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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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실 한다. 농민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10%, 9,000 안 달성 목표

를 실 한다.

2)  추진 사업

① 식량생산능력 제고

‘ 국 5,000만 톤 식량증산능력 계획(2009~2020년)’에서 부여한 1,500

만 톤 증산 임무를 완수하기 해 다음의 5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농지수리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 효율 농지를 개량한다. 둘째, 

식량생산기술의 신  보  능력을 강화한다. 셋째, 우량종 육종  기

술보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농기계합작사 는 농기계 농 지원, 농기

계구입보조  확  등을 통해 식량 생산과정에서 농업기계화 수 을 제

고한다. 다섯째, 가뭄상황 모니터링시스템, 가뭄경보  가뭄 비 수원

리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농업재해 방재체계를 구축한다.

 

② 농산물 가공  유통사업

농산물가공 측면에서, 유지작물 가공은 자원우 를 갖춘 땅콩유, 유채

유, 참기름 등 통 제품을 발 시키는 동시에, 동백기름, 미강유, 과 

옥수수의 배아유 등 고  제품의 개발을 장려하여 정제유와 용유(专用

油)의 비 을 제고한다. 원 작물 가공은 과즙, 과육, 과실주, 과일식 , 

통조림 등 통 제품의 발 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온탈수채소, 속냉

동채소 등의 제품 생산규모를 확 하고, 각종 기능제품, 편의식품, 

식품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품을 극 개발한다.

열 작물 생산의 비교우 를 발 하고 특정 동물 염병 청정지역의 

건설 추세에 부합하도록 열 작물 가공, 과채류 가공, 가축‧가 류 가공 

등 3  가공산업을  육성한다. 력이 크고 선도능력이 강한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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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공 용두기업의 육성에 역 을 두고 농산물가공단지 건설을 지속

으로 추진한다. 

농산물 유통측면에서 냉장시설 등 콜드체인 물류기 시설의 건설을 

 추진하여 농산물 냉장운송능력을 제고한다. 주요 소비지의 과일·채

소 콜드체인 배송시설을 완비하고, 지역 간 배송능력을 갖춘 화된 

과일·채소 배송센터를 발 시킨다. 규모가 크고 가공기술이 뛰어나며 

능력이 강한 가공기업을 육성하여 체인경 을 발 시켜나감으로써 

“생산-공 -가공- 매의 원스톱 서비스”를 실 한다. 탁 매, 직거래, 

체인경  등의 방식을 통하여 국내외 농산물시장을 극 개척하고, 농산

물의 해외수출을 진한다. 지역별로 농산물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축   정보교환을 통해 물류제품에 한 감독  이력추  시

스템의 기 를 마련한다.

③ ‘열 ’ 특색의 지역농업 육성

지역의 자연지리조건을 활용하여 국가남부육종번식기지(国家南繁育制

种基地), 국가동 기과채(瓜菜)생산기지, 국가열 과일기지, 국가천연고

무기지, 동물 염병 청정지역, 축산물수출기지, 열 농업기지, 농산

물가공물류단지 등 기지를 건설하고, 농업의 구조조정을 지속 으로 추

진하여 지역특색을 지닌 농산업 비 을 제고시킨다. 농업 생산지역의 분

포를 합리 으로 조정하고 우수농산물, 지역특색농산물을 비교우  생산

지역에 집 시켜 지역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농산업벨트를 형성한다.

④ 수출지향형 농업의 육성

농업지역 간 력과 외개방의 범 를 확장하고, “9+3” 범주합작(泛

珠合作)15), 상 합작(湘台合作; 호남성과 만 간 력), 해서경제지역(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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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经济区; 만해 서쪽), 아세안(ASEAN) 등 경제 력을 바탕으로 만

농민의 창업구(创业区)을 극 으로 지원하고, 국가산업진흥계획과 연

결하여 농산업체계 구축을 한 력을 개한다. 해외농업자원과 

농산물시장 개발을 확 하고, 특색농산물, 농업기술, 농업기술자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한다.

마.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

1) 서남내륙지역 발  목표

‘12.5 규획’ 기간 동안 식량자 을 기본 으로 보장하고, 농업에 한 

투자를 확 시킨다. 농업 화를 진하고, 농경지보호를 강화하며 농

업구조를 조정한다. 지역별 특색농산업의 발 을 진하고 농업생태환경

의 보호역량을 강화한다. 농산물가공에 한 투자를 확 하고 농민소득 

증 에 주력한다. 

‘12.5 규획’ 기간 동안 고표  농지 1,005만 ha를 조성하고 식량 종면

은 1,608만 ha 이상, 생산량은 연간 8,000만 톤 수 으로 끌어 올린다. 

육류, 알류, 우유류, 수산물의 생산량은 각각 1,400만 톤, 280만 톤, 300만 

톤, 170만 톤 달성을 목표로 한다. 50% 이상의 농산물 산지에서 무공해

농산물 산지 인증을 통과하고, 80%의 “채람자” 농산물에 하여 표 화 

생산을 실 한다.

농업구조 조정을 통해 구조를 최 화시키고, 작물재배·사육·가공(种养

加)을 조화롭게 발 시킨다.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 을 43%, 

농산물 가공업 생산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12% 수 으로 끌어올린다. 농

15) 주강(珠江)유역에 인 해있고 경제무역 계가 한 복건성, 강서성, 서자치구, 해남성, 호

남성,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동성 등 9개 성과 홍콩, 마카오, 만 3개 지역을 통틀어 

“9+3”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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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가공생산액이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60%, 농림어업 

총생산액에서 재배업:임업:축산업:어업의 비 이 46% : 12% : 38% : 3%

가 되도록 한다. 매수익이 100억 안을 과하는 농산물 가공업 

(大县) 70개를 선정하여 육성한다. 

서남내륙지역 농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 지역 농업이 지니고 있는 

, 통문화 등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운남지역의 천연고무, 화, 차, 

커피 등 특색농산물 생산기지 건설을 가속화하는 한편 사천성의 죽림업

(林竹业) 발 을 진한다. 경지역에서는 특과(特果), 에, 뽕나무, 한

약재, 담배 등 특색산업을 발 시켜 나간다.

농업서비스체계를 지속 으로 개선하고 우량종  농업기술 보 체

계, 동식물 방역체계, 시장정보화체계, 농업재해방재시스템을 강화한다. 

농업기계화 수 을 25% 이상 끌어올리고, 과학기술 기여율 45% 달성 목

표를 실 한다. 재배업과 축산업에서 우량종 재배  사육 비율을 각각 

90%, 30%가 되도록 한다. 향‧진지역에 농업기술보 기  설립을 진하

고  서비스센타 5,000여 곳을 건설한다. 도매시장, 형 농산물시장, 

슈퍼마켓 등에서의 신선 농산물 품질안  추출검사 합격률을 98% 이상

으로 끌어올린다.

‘12.5 규획’ 기간 동안 농림어업의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을 6% 이상 

유지하고, 농 주민 1인당 평균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되도

록 한다. 일정 규모이상의 농산물 가공업 총생산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도록 하여 2015년 말까지 1,000억 안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서북청장고원 발  목표

‘12.5 규획’ 기간 동안 식량 종면 을 904.5만 ha 수 으로 유지하고 

생산량은 3,950만 톤까지 증 시킨다. 이  과 옥수수 생산량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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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만 톤, 1,500만 톤을 달성한다. 면화 주산지인 이 지역의 면화 생산

량을 300만 톤으로 끌어올리고, 유지작물과 사탕무는 각각 240만 톤, 450

만 톤의 생산 목표를 달성한다. 육류, 알류, 우유류, 수산물은 각각 360만 

톤, 100만 톤, 600만 톤, 25만 톤의 생산 목표를 달성한다.

‘12.5 규획’ 기간 동안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6.5% 이

상 유지되도록 한다. 농업구조의 합리 인 조정을 통해 재배업, 축산업, 

어업이 조화롭게 발 하도록 하여 축산업과 어업의 총생산액이 농림어

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각각 45%와 9%가 되도록 한다. 농산

물 가공업 생산액의 연평균 성장율이 24.1%, 농산물 가공율이 60% 이상 

되도록 한다. 비교우 가 있는 특색작물의 재배 비 을 확 하고 국

으로 인지도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고원지역 특색 농축산물 랜드를 

10~15개 정도 육성한다.

농업의 기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 효율 농지와 알칼리성 토양의 

개량을 확 한다. 종, 재배, 수확 등의 농작업 기계화율을 85%까지 끌

어올리고, 농업기술의 환응용율(转化应用率)을 향상시킨다. 2015년까지 

기층 농업기술 공공서비스체계를 확립하고 산‧학‧연 트 쉽을 더욱 

강화하며 “1농가 1인 1기술”을 실 한다.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과학  

비배 리 기술과 고효율 수(節水)기술을 면 보 하고 농작물의 우량

종 보 률이 98%가 되도록 한다. 농업기술 진보가 농업성장율에 기여하

는 기여율이 “11·5 규획” 기간보다 약 5% 증가하도록 한다. 농산물 품질

안 리체계를 완비하고 표 화 생산능력을 향상시킨다. 

비교우  농산업인 축산업의 발 을 도모하기 해 원생태환경 보

호에 주력하여야 한다. 목축지역별로 지 퇴화 정도가 간 이상인 지

역에서는 방목을 면 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면 과 가축수

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  방침에 따라 ①방목 가축수 이

기, ②지역순환 방목, ③방목휴무제 등을 실시하여 지의 식생복개율(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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盖度)이 47.5%에 달하도록 한다. 삼림복개율도 15% 이상 끌어올린다.

‘12.5 규획’ 기간 동안 농림어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7%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2015년 말까지 농 주민 1인당 평균소득이 6,500 안, 

연평균 증가율은 8.5% 이상 되도록 한다. 

제5절  시사점

국의 지역별 농업생산요소 투입과 산출은 자연지리  사회경제조

건에서 비교우 를 지닌 장강 하류와 황하 하류지역이 우 를 하고 

있다. 다만 개 개방 이후 장강 하류지역의 상이 하락하고 황하 하

류지역의 상이 높아지는 추세가 찰되었다. 황하 하류과 함께 동북3

성과 서북·청장고원의 상도 상 으로 높아져 국 농업의 투입과 산

출에서 남부지역의 상이 차 감소하는 신 북서부지역의 상이 높

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국이 지역특성을 최 한 활용하는 농업지역 최

 배치 략을 추진한 결과로써 그동안 농업생산의 비교열 지역이었던 

북서부지역이 자연지리조건을 활용하여 식량생산기지, 목축업기지로 새

롭게 부상하 다.

개 개방 이후 국의 농업생산구조는 재배업의 비 이 감소하고 축

산업의 비 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재배업은 토지집약 인 식량작물의 

비 이 감소하고 노동집약 인 원 작물의 비 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우리나라의 농업구조 변

화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양국 간 농업구조가 상호보완 계보다는 경

쟁 계가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농업지역에서도 이러한 변화 

추세가 공통 으로 찰되지만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국

의 최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부상한 동북3성의 경우 2000년  들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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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작물의 비 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이 2020년까지 장기

으로 95%의 식량자 율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동북3성은 식량산업 특화지역의 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의 재배업 작부체계에서 식량작물의 비 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부분 지역에서 식량작물의 비 이 60% 이상(남부연해지역은 

2009년 44%)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에서도 동북아지역 재배업 작부

구조의 특성이 구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식량작물의 비

 감소 추세가 최근 최근 국 정부의 강력한 증산정책으로 주춤하고 

있다는 이다. 이는 향후 국의 농업구조 변화과정에서 제도 ·정책  

요인이 요한 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의 향후 농업구조 변화를 망하는데 있어서 국이 개 개방 이

후 경제 으로는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운용하고 있지만 정치 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의 농업

구조 변화에서 제도 ‧정책  요인이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근

본 으로 토지제도에 기인한다. 국 농 의 토지제도는 토지의 소유권

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농민들은 제한 인 범 에서 사용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실을 감안하면 국의 농업구조 변화를 망

할 때 국 정치경제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시장경제의 일반법칙이 

외없이 철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우 변화의 실체를 

악하는데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우리의 응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신 한 근이 필요하다. 

국의 6  농업지역 모두 1980년 까지는 토지생산성 향상이 농업성

장을 견인하 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가 농업성장을 

주도하는 형국으로 환되었으며 2000년  들어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

렷해졌다. 1980, 90년 에는 지역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가 컸으나 

2000년  들어 평 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분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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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노동 비율 곡선이 1990년  를 후로 ‘V’자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노동력의 지속 인 감소 경향을 감안하면 노동생산성이 

국 농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망되며 

이는 국 농업이 아시아의 ‘S’자형 성장경로를 따라 2단계에서 3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 개방 이후 국의 농업지역별 산업구조는 생산과 고용 양 측면에

서 농업의 비 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다. 이는 6  농업지역에

서 모두 경제성장의 일반법칙이 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산

구조의 변환과 고용구조의 변환간에 상당한 시간격차가 존재하고 고용

구조의 비 형화(非典型化) 상이 찰된다는 에서 산업구조 변화의 

특수성도 존재한다. 이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 정치경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국 농업의 구조변화를 망하는데

있어서 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라는 을 시사한다. 다만, 장강 하

류와 남부연해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도 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경

제성장이 지속되고 고도화되면 나머지 지역에서도 산업구조 변화가 표

패턴에 부합할 수 있다는 도 시사해 다. 

개 개방 이후 30년 동안 국의 지역별 농업총요소생산성 성장에서 

기술 진보와 기술효율성 하락이 병존하는 상이 찰되었다. 이는 모든 

농업지역에서 농업총요소생산성 성장이 생산 론티어의 상향이동을 의

미하는 기술진보에 한 의존이 뚜렷한 기술유발형 성장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이 향후 농업기술 응용 

 보 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술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농업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의 농업지역별 농 가구 1인당 평균 소득은 지역의 경제발  수

과 비례하여 장강 하류, 황하 하류, 남부연해, 동북3성, 서북‧청장고

원, 서남내륙 순으로 나타났다. 6  농업지역 간 농 주민 소득 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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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개방 기 다소 완화 지만 개 의 효과가 소진된 1980년  반 이

후 지속 으로 발산(divergence)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2000년  반 

이후에는 수렴(convergence) 경향을 보이고 있어 6  농업지역 간 농업성

장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이다. 각 지역 내부의 성·자치구·직할시 간 농

주민 소득격차는 경제발  수 이 높은 장강 하류, 남부연해, 황하 하

류지역의 경우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 

국의 ‘12.5 규획’에서 강조되고 있는 ‘도농 통합발  강화’와 ‘농업·

농  발  기  강화’는 국이 ‘12.5 규획’ 기간  추진 방향으로 설

정한 내수 확 와 하게 련되어 있다. 국 정부는 농 지역의 소

비  투자 확 는 국의 내수확 를 획기 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농 통합발 ’은 본질 으로 이 경제구조 해소 

는 ‘농 의 도시화’를 의미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도농 

간 소득격차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내수도 진작시킨다는 경제발  

략에 기인한다. ‘농업·농  발  기  강화’는 주로 농업·농 인 라 구

축이 주요한 내용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  농 생활환경 개선사

업을 극 추진하여 농 지역의 소비  투자를 확 함으로써 내수확

에 기여한다는 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도농 통합발  강화’  

‘농업농  발  기  강화’는 ‘농 지역 소비  투자 확  → 내수 확  

견인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방식에서 내수주도형 경제성장방식으로의 

환’이라는 경제성장 략 실 을 한 요 정책과제로 부상하 고 향

후 지속 으로 시될 것으로 보인다. 

‘12.5 규획’ 기간의 농업지역별 성장 략은 일반성과 특수성의 상호 

결합이 에 띈다. 일반성 측면에서 보면 2020년까지 장기 으로 식량자

율을 95% 수 에서 유지하기 해 지역별 식량 증산목표가 부여된 상

황에서 식량산업의 발 을 시하되 지역별로 농업구조 조정을 통해 비

재배업, 특히 축산업의 발 을 진하여 성장주도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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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투입증 를 통한 조방  성장 방식에서 

생산성, 효율성 향상을 통한 내포  성장 방식으로 농업성장 방식을 

환한다는 략도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농업기계화 수  제

고, 농업기술 신, 우량종 개발  보 , 고품질·고효율 농업을 극 추

진하여 농업의 화를 실 하고 농업산업화를 극 추진하여 생산, 유

통, 가공단계에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 시키는 략도 공유하고 있다. 

한편 특수성 측면에서 보면 각 지역별로 자연지리  사회경제조건의 

비교우 를 최 한 활용하는 방향에서 성장 략을 제시하고 있다. 를 

들어 동북3성은 식량산업의 발 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규모 소비

시장을 끼고 있는 황하 하류와 장강 하류지역은 시설농업의 발 과 

농산물 가공업의 발  그리고 수출지향형 농업의 육성이 강조되고 있다. 

남부연해지역은 기후조건상 열 작물 생산에 비교우 가 있어 열 작물

의 생산증 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수출확 가 요한 성

장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다. 기후와 지질·지형·지세가 다양하여 독특한 

비교우 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민족의 통 인 농업생산방

식이 어우러져 이른바 국의 ‘특색농업’지역으로서의 상을 지니고 있

는 서남내륙지역은 , 통문화의 기능을 극 활용하고 특색농산물

의 생산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농업성장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서북·청장고원지역은 이 지역의 비교우  농산업인 축산

업의 발 을 특히 시하고 있다. 

국은 농업지역별로 비교우 에 입각하여 농업구조를 조정하고 지역

별로 비교우  농산업의 규모화, 업화를 진하여 국 농업의 경쟁력

을 제고한다는 농업발  략에 따라 지역 특화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향후 국의 농업이 지역 간 비교우 에 기 하여 품목별로 

는 농산업별로 선택과 집 의 지역특화 농정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

사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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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분포 특성

제1절  분석 시각

한국과 국 간 농산물 교역규모는 1992년 9.8억 달러에서 2010년 24.7

억 달러로 증가하 다. 농산물 무역 자도 같은 기간 9.6억 달러에서 

2010년 15.3억 달러로 증가하 다. 우리나라 수입농산물 시장의 국가별 

유율을 보면 미국이 1995년 45.5%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7년 25.7%

로 감소하 다. 반면 국산 농산물의 유율은 같은 기간 7.2%에서 

23.5%로 증가하 다. 

국이 곡물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2007년 이후  국 최  수입 품

목이었던 가공용·사료용 옥수수와  수입이 폭 감소함에 따라 수입농

산물 시장에서 국산의 비 도 감소하 다. 그러나 국산 곡물의 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식탁과 하게 련되어 있는 주요 품목(주

로 양념채소류)의 국산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 에서 유지되고 있다. 

검역상 수입규제 조치 때문에 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된 신선 과일류, 

과채류, 육류를 제외하면 수입채소류 시장에서 국산의 비 은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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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에서 2010년 73.9%로 폭 증가하 다. 수입채소류  김치, 고추, 

마늘, 양 , 당근, 무, 배추,  품목은 국산의 비 이 모두 95% 이상으

로 의존도가 매우 높다.

MMA 수입 을 비롯한 사료·가공용 곡물과 양념채소류를 심으로 국

내 농산물 수 에서 국산 농산물에 한 의존이 심화된 상황에서 우리

의 응능력을 제고하기 해서는 국내 농산물 수 에 커다란 향을 미

치고 있거나 미칠 것으로 상되는 품목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

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장에서는 국내 농산물 수 에 향을 

미치고 있거나 향후 향력이 클 것으로 상되는 품목의 생산 동향을 

악하는 한편 주요 품목별로 6  농업지역 간 재배면 의 변화를 찰

하여 지역분포 변화의 특징을 분석한다.

제2절  식량작물

1. 생산 동향

국의 2009년 식량작물 재배면 은 1억 899만 ha로 체 농작물 재배

면 (1억 7,163만 ha)의 63.5%를 차지한다. 식량작물의 품목별 재배면  

비 은 곡물이 81.1%로 부분을 차지하고 두류와 서류가 각각 11.0%, 

7.9%를 차지한다. 주요 품목별 비 을 보면 옥수수가 2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7.2%,  22.2%, 두 8.4%(두류 11.0%), 감자 4.7%(서류 

7.9%)순이다. 옥수수는 2007년 이후 을 제치고 식량작물  최 의 재

배면 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의 4  식량작물  의 재배면

은 1980년 이후 2003년에 최 치를 기록한 후 2004년부터 증가 추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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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었다. 장립종 (秈稻)은 1980년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03년 

최 치를 기록한 후 증가 추세로 환되었지만 2,100만 ha 수 에서 정

체되어 있다.16) 반면 단립종 (粳稻)은 1980년 이후 장립종 면 을 

체하여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9년 재 약 860만 ha 수 이

다. 1980~2009년 동안 장립종과 단립종 재배면  비율은 90%:10%에

서 70.7%:29.3%로 변화하 다. 옥수수는 1980년 이후 반 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0년  들어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두는 2005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반 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  중국의 주요 식량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1980~2009년)

자료: 中国粮食研究培训中心. ｢2010中国粮食发展报告｣

16) 국은 장립종  단립종 에 한 공식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련 통계는 추정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여기서는 국 탁연구기 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 으며 따라서 타 

연구의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시사110

과 의 재배면 이 2003년을 기 으로 증가 추세로 환한 것은 

2004년부터 시행된 식량증산정책과 깊이 련되어 있다. 국 정부는 

1999~2003년 동안 5년 연속 식량이 감산되자 2004년부터 식량작물을 

상으로 소득보조(식량직불제, 농자재종합직불제), 투입재보조(우량종자보

조, 농기구구입보조) 등 4  보조 정책과 가격지지정책인 최 수매가격

제도 실시하여 식량 생산의 극성을 견인하는 조치를 취하 다. 한 

‘국가식량안보 장기계획요강国家粮食安全中长期规划纲要(2008~2020

年)’과 ‘ 국 5,000만 톤 식량증산능력 계획全国新增1000亿斤粮食生产能

力规划(2009~2020年)’을 제정하여 95%의 식량자 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한편 각종 정책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식량의 안정  공 에 정책  우선

순 를 부여하 다.

국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1998년 5억 1,229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

한 후 2003년까지 5년 연속 하락하 으나 2004년부터 증가 추세로 환

되어 2009년 5억 3,082만 톤을 생산하 다. 주요 품목별 생산량 비 은 

(조곡)이 3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옥수수 30.9%,  21.7%, 두 

2.8%(두류 3.6%), 감자 5.6%(서류 7.9%)순이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량은 1980년부터 1990년  후

반까지 지속 으로 증가한 후 2003년까지 감소하 으며 2004년 이후 증

가 추세로 환되었다. 장립종 은 1980년  이후 1억 5천만 톤 수 을 

유지하다 1998년 이후 감소하여 2003년 최 치를 기록한 후 증가 추세로 

환되었지만 1억 3천만 톤 수 에서 정체되어 있다. 단립종 은 장

립종을 체하여 지속 인 증가하는 추세이다. 1980~2009년 동안 장립

종과 단립종의 생산량 비율은 89.2%:10.8%에서 67.6%:32.4%로 변화하

다. 옥수수 생산량은 1980년 이후 재배면  증가와 단수 증가로 인해 

지속 으로 증가했으며 2000년 이후 가 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는 2002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4장  국의 농산물 품목별 생산 동향  지역분포 특성 111

2. 생산의 지역분포 특성

가. 

1980년 이후 국의  생산은 남다북소(南多北 )의 통 인 주산지

구조가 기본 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의 심이 차 북부지역

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남부지역에 속한 국 최 의  생산지역인 장강 하류와 남부연해

의 재배면  유율이 1980/82년 79.3%에서 2007/09년 69.3%로 감소한 

반면, 동북3성지역은 같은 기간 2.6%에서 2007/09년 11.1%로 증가했다. 

특히 경제발  수 이 높은 남부연해지역의 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동북3성의 유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에 띈다. 

표 4-1  중국의 농업지역별 쌀 재배면적 점유율 변화 추이(1980-2009년)

연도
재배면

(만 ha)

농업지역별 비 (%)

동북3성 황하 하류 장강 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

청장고원

1980/82 3,353.6 2.6 2.8 53.8 25.5 14.8 0.5 

1983/85 3,295.9 3.2 2.8 53.7 24.5 15.3 0.5 

1986/88 3,243.8 4.5 3.1 53.6 23.3 15.0 0.5 

1989/91 3,292.9 5.0 3.0 53.5 23.1 14.8 0.6 

1992/94 3,086.9 5.5 3.1 52.8 22.6 15.3 0.7 

1995/97 3,130.5 6.5 3.2 52.4 22.1 15.0 0.8 

1998/00 3,082.0 8.4 3.4 50.6 21.6 15.1 0.9 

2001/03 2,788.8 9.4 3.1 48.2 21.7 16.6 1.0 

2004/06 2,884.0 10.2 3.2 50.0 19.9 16.0 0.8 

2007/09 2,902.0 11.1 3.2 50.2 19.1 15.6 0.8 

주: 재배면 은 3개년 이동평균치임.

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2010中國統計

年鑒｣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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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국 쌀 생산의 지역분포 변화(1980-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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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립종  주산지인 남부연해지역의 동성은 1980년 재배면 이 

418.5만 ha로 장강 하류지역의 호남성(443.4만 ha)에 이어 제2의  주산

지 성이었다. 그러나 2009년 재배면 이 222.5만 ha로 1980년 비 46.8%

나 감소하 다. 복건성, 서자치구도 같은 기간 각각 83.0만 ha, 65.3만 

ha 감소했고, 감소폭은 각각 49.0%, 23.5%에 달한다. 반면 단립종  

주산지인 동북3성의 재배면 은 1980년 85.3만 ha에서 2009년 377.8만 ha

로 증가했다. 재배면  유율도 같은 기간 2.5%에서 12.8%로 폭 증가

했다. 특히 흑룡강성은 같은 기간 21.2만 ha에서 246.1만 ha로 연평균 

8.8% 증가하 다. 요녕성, 길림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8%, 3.4%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17)

나. 단립종 

동북3성, 장강 하류지역 3개 성(강소성, 안휘성, 강성), 서남지역 운

남성은 국의 표 인 단립종  주산지이다. 장강 하류지역은 동

북3성과 비교하여 수자원의 제약은 없지만 생육기간이 비교  짧고, 일

교차가 크지 않아 미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동북

3성지역이 단립종 의 최  생산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흑룡강성은 

국을 통틀어 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북지역 3개 성과 장강

하류지역 3개 성(省)이 국 체 단립종  재배면 에서 차지하는 비

은 약 78%로 생산의 지역집 도가 매우 높다.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의 단립종  생산은 장강 하

류지역의 생산집 도가 약화되는 반면 동북3성의 생산 집 도는 차 

17) 1980~2009년 동안 동북 3성과 내몽고자치구, 하남성, 운남성, 감숙성, 하회족자치구, 서장

자치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성·자치구·직할시는  재배면 이 감소하 음. 이 가운데 서장자

치구, 감숙성, 하회족자치구, 내몽고자치구는 재배면  유율이 1% 이하로 매우 낮은 지

역이고, 하남성과 운남성의 연평균 증가율도 각각 1.3%와 0.02%로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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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2000년  들어 동북3성의 단립

종  재배면  유율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반면 장강 하류지역의 

차 하락하고 있다. 2000~08년 동안 장강 하류지역(장강 하류 3개 

성)의 유율은 43.7%(39.3%)에서 37.7%(34.0%)로 감소한 반면 동북3성은 

34.4%에서 44.3%로 증가하 다. 

표 4-2  중국 중단립종 쌀 주산지의 재배면적 점유율 및 집중도 변화 추이

연도

재배면  유율(%) 집 도지수

강소 흑룡강 길림 강 요녕 운남 안휘
동북

3성

장강유역

3성
CR2 CR5

2000 23.5 20.6 7.5 7.2 6.3 9.4 8.6 34.4 39.3 44.1 69.6

2001 22.5 21.1 9.3 6.3 7.0 10.1 7.9 37.4 36.7 43.7 70.9

2002 22.4 21.3 9.1 5.6 7.6 10.0 8.3 38.0 36.3 43.6 71.1

2003 23.5 19.9 8.3 5.3 7.7 10.9 9.1 35.9 37.9 43.4 71.7

2004 24.0 21.7 8.2 4.9 7.4 10.1 8.7 37.3 37.6 45.7 72.8

2005 24.3 21.9 8.7 4.8 7.5 9.5 8.5 38.1 37.6 46.2 72.9

2006 23.2 25.2 8.3 4.4 7.9 8.8 8.4 41.4 36.0 48.4 73.9

2007 22.6 27.5 8.2 4.1 8.1 8.2 8.1 43.8 34.8 50.0 74.5

2008 22.1 28.6 7.9 3.9 7.9 8.3 8.0 44.4 34.0 50.7 74.8

주: 동북3성은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장강유역 3성은 강소성, 안휘성, 

강성을 나타냄. 

자료: 국 탁연구기  제공자료에 근거하여 필자 계산

동북3성의 흑룡강성과 장강 하류의 강소성은 국의 가장 표 인 

단립종  주산지 성(省)이다. 이  흑룡강성은 2008년 국 재배면

의 28.6%(239.1만 ha), 국 생산량의 25.4%(1,518만 톤)를 차지하는 최  

주산지이다. 강소성은 각각 22.1%(185.3만 ha)와 24.6%(1,470.7만 톤)로 2

를 차지하고 있다. 

강소성과 흑룡강성 외에 요녕성, 길림성(이상 동북지역), 강성, 안휘

성(화 지역), 운남성(서남지역)이 단립종  주산지이다. 2000년  

반 강소성과 흑룡강성에 이어 제3의 주산지 던 길림성은 유율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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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된 반면, 요녕성은 2000년 6.3%에서 2008년 7.9%로 증가하여 제3의 주

산지로 부상하 다. 이밖에 남부지역 주산지 가운데 안휘성은 유율이 

안정 인 반면 강성과 운남성은 감소 추세이다. 

국의 단립종  생산은 주산지 집 화 상이 매우 뚜렷하여 

2000~2008년 동안 2  주산지인 흑룡강성과 강소성의 생산집 도(CR2)

는 44.1%에 50.7%로 증가하 다. 한 상  5  주산지의 생산집 도

(CR5)도 같은 기간 69.6%에서 74.8%로 증가하 다. 

그림 4-3  중국의 중단립종 쌀 주산지 분포도

다. 

국에서 생산되는 은 종시기에 따라 가을에 종하는 가을 (冬

麥)과 에 종하는 (春 麥)로 구분된다. 가을 이 체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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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의 약 85%, 이 약 15%를 차지한다. 가을  주산지는 황하 하

류와 장강 하류지역, 은 서북·청장고원지역이다.

표 4-3  중국의 농업지역별 밀 재배면적 점유율 변화 추이(1980-2009년)

연도
재배면

(만 ha)

농업지역별 비 (%)

동북3성 황하 하류 장강 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

청장고원

1980/82 2,850.6 7.8 45.5 19.9 1.1 10.7 14.9 

1983/85 2,942.4 7.3  46.4 21.2 0.6 9.8 14.7 

1986/88 2,919.0 5.7  49.0 21.3 0.5 9.5 14.0 

1989/91 3,068.1 6.2  47.2 21.2 0.8 10.5 14.1 

1992/94 2,957.0 5.6  48.6 19.6 0.5 11.7 13.9 

1995/97 2,951.0 4.7  48.6 20.5 0.4 12.2 13.5 

1998/00 2,842.8 3.7  50.5 20.5 0.3 12.5 12.5 

2001/03 2,347.6  1.7  54.7 19.7 0.2 12.4 11.4 

2004/06 2,246.0 1.2  55.7 20.7 0.1 11.1 11.2 

2007/09 2,387.6 1.1 55.3 23.3 0.0 9.1 11.2

주: 재배면 은 3개년 이동평균치임.
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2010中國統計

年鑒｣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1980년 이후 국의  생산은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을  

주산지인 황하 하류와 장강 하류지역으로 생산이 집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 최 의  생산지역인 황하 하류의 재배면  유율

은 1980/82년 45.5%에서 2007/09년 55.3%로 증가하여 생산집 도가 심화

되고 있다. 국 남부지역의 가을  주산지인 장강 하류지역의  재배

면  유율도 같은 기간 19.9%에서 23.3%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 의  주산지인 서북·청장고원의 재배면  유율은 같

은 기간 14.9%에서 11.2%로 감소하 다. 주요  생산지역이었던 동북

3성의 재배면  유율도 같은 기간 7.8%에서 1.1%로 폭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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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중국 밀 생산의 지역분포 변화(1980-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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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역의 유율 하락은 흑룡강성의 유율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흑룡강성의  재배면 은 1980년 211.6만 ha( 유율 7.6%)로 국 제5

의  주산지 으나 2009년 29.3만 ha( 유율 1.2%)로 감하 다. 

황하 하류지역의 하남성, 산동성, 하북성은 국의 3   주산지 성

이다. 이  최  주산지인 하남성의  재배면 은 국 으로  재배

면 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1980년 394.6만 ha에서 2009년 526.3

만 ha로 증가하 다. 유율도 13.6%에서 21.7%로 증가하 다. 산동성과 

하북성의 재배면  유율도 같은 기간 각각 12.7%에서 14.6%, 9.6%에서 

9.9%로 증가하 다. 이들 3  주산지의 생산집 도는 1980년 35.9%에서 

2009년 46.2%로 증가하 다. 한편  재배면  상  5개 성(황하 하류

지역의 하남성, 산동성, 하북성과 장강 하류지역의 안휘성, 강소성)의 

생산집 도(CR5)는 1980/82년 50.5%에서 2007/09년 65.3%로 증가하여  

생산의 주산지 집 화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라. 옥수수

국의 옥수수 생산은 기후, 토양 등 자연조건, 시장수요 등의 향으

로 형성된 이른바 ‘옥수수 생산벨트(Corn Belt; 동북 3성-내몽고-화북-서

남)을 심으로 주산지가 집 되어 있다. Corn Belt는 흑룡강, 길림, 요녕

(이상 동북), 내몽고(서북), 하북, 산서, 산동, 하남, 섬서(이상 황하 하류), 

사천, 운남, 귀주(이상 서남내륙) 등 12개 성·자치구에 걸쳐있다. Corn 

Belt를 심으로 북방 옥수수, 황회해 여름옥수수, 서남 산지지역, 남부 

구릉지역, 서북 개지역, 청장고원지역의 6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국의 옥수수 생산은 통 으로 북부지역에 특화되어 있다. 6개 농

업지역 가운데 북부지역에 속하는 황하 하류와 동북3성은 국의 표

인 옥수수 생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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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중국의 농업지역별 옥수수 재배면적 점유율 변화 추이(1980-2009년)

연도
재배면

(만 ha)

농업지역별 비 (%)

동북3성 황하 하류 장강 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

청장고원

1980/82 1,943.7 23.3 42.0 6.3 3.1 18.0 7.3 

1983/85 1,868.9 25.3  41.5 6.4 2.9 17.6 6.3 

1986/88 1,977.1 26.3  40.9 6.7 2.8 16.2 7.1 

1989/91 2,121.3 26.6  40.5 6.8 2.9 15.6 7.5 

1992/94 2,094.7 26.3  40.3 7.1 2.9 15.7 7.6 

1995/97 2,366.6 27.6  39.3 7.0 2.9 14.3 9.0 

1998/00 2,471.3 25.2  39.2 7.2 3.3 14.9 10.2 

2001/03 2,430.9 25.7  38.7 7.4 3.0 14.3 11.0 

2004/06 2,624.3 26.2  39.4 6.9 2.8 13.4 11.3 

2007/09 3,017.4 28.8 37.9 6.2 2.3 12.7 12.0

주: 재배면 은 3개년 이동평균치임.
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2010中國統計

年鑒｣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1980년 이후 두 지역의 생산집 도는 커다란 변화없이 64~67% 수

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 최 의 옥수수 생산지역인 황하 하류의 재배

면  유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옥수수 주산지로서 옥수수의 

상품화율이 가장 높고 수  조  능력이 강한 동북3성은 재배면  유

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 Corn Belt의 한 축으로 가을 옥수수 주산

지인 서남내륙지역의 유율은 감소하는 반면 내몽고자치구를 심으로 

서북·청장고원지역의 유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내몽고자치구의 재배

면  유율은 1980년 3.2%에서 2009년 7.9%로 폭 증가하 다. 

결과 으로 1980년 이후 국의 옥수수 생산은 옥수수 주산지인 북

부지역, 특히 동북3성과 서북·청장고원지역의 생산집 도가 더욱 심화되

는 추세이다. 반면 옥수수 주 소비지인 장강유역 이남과 남부연해, 서남

내륙지역의 재배면  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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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중국 옥수수 생산의 지역분포 변화(1980-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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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유역 이남지역은 사료공업과 축산업이 발달하여 옥수수 생산량 

유율은 20%에 불과하지만 소비량은 국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한

다. 이로 인해 국의 옥수수시장은 동북  황하 하류지역의 잉여 옥

수수를 남부연해지역과 서남내륙지역으로 공 하는 ‘북방생산·남방운반

(北粮南云)’의 유통국면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국의 5  옥수수 주산지 성은 동북3성에 속한 흑룡강성(12.7%)과 길

림성(9.6%) 그리고 황하 하류에 속한 산동성(9.6%), 하북성(9.6%), 하남

성(9.4%)이다. 상  5  옥수수 주산지 성의 생산집 도(CR5)는 1980/82년 

48.6%에서 2007/09년 50.8%로 커다란 변화가 없다. 한 CR2와 CR3도 큰 

변화가 없어 1980년 이후 국의 옥수수 주산지 구조는 동북3성과 황하

하류지역을 심으로 상 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두

국의 두 생산지역은 자연지리  조건과 작부체계에 따라 북부  

두지역, 황회해 ·여름 두지역, 장강 유역  남부 다모작 두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북부  두지역은 두와 옥수수의 간작 

 혼작 작부체계가 일반 이다. 황회해 ·여름 두지역에서는 화북평

야는 여름 두, 황토고원은  두 주산지이다.  수확 후 두 는 

옥수수를 재배하는 작부체계가 일반 이다. 장강 유역  남부 다모작 

두지역은 재배면  유율도 낮고 재배지역이 분산되어 있으며 자

자족 주로 상품화율이 낮다. 

1980년 이후 국의 두 생산은 최  생산지역인 동북3성의 재배면

 유율이 폭 증가하여 생산집 도가 더욱 심화되었다. 두 생산이 

미미했던 서북·청장고원의 재배면  유율도 폭 증가하 다. 반면 

국 제2의 두 생산지역이었던 황하 하류의 재배면  유율이 큰 폭

으로 하락하 다. 두 생산의 주산지 집 과 분산 상이 병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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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중국의 농업지역별 대두 재배면적 점유율 변화 추이(1980-2009년)

연도
재배면

(만 ha)

농업지역별 비 (%)

동북3성 황하 하류 장강 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

청장고원

1980/82 789.0 36.8 30.5 19.4 5.6 4.3 3.4 

1983/85 752.4 36.3 28.5 20.6 5.9 4.9 3.8 

1986/88 828.6 39.2 28.0 18.6 4.9 4.7 4.6 

1989/91 755.3 39.3 27.3 16.9 5.5 5.2 5.7 

1992/94 863.2 40.4 26.7 15.5 5.1 4.6 7.8 

1995/97 798.1 36.8 25.9 16.3 6.0 5.5 9.5 

1998/00 859.0 36.4 24.6 17.1 5.7 5.2 11.0 

2001/03 917.1 43.1 18.8 18.2 4.7 5.8 9.4 

2004/06 949.5 46.7 16.0 17.4 3.5 5.7 10.7 

2007/09 902.4 50.5 13.6 17.2 2.4 5.9 10.4 

주: 재배면 은 3개년 이동평균치임.
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2010中國統計

年鑒｣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주의할 것은 동북3성의 유율 증가는 오로지 흑룡강성의 유율 증

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요녕성과 길림성의 유율은 오히려 감소하 다. 

1980~2009년 동안 흑룡강성의 유율은 22.6%에서 43.6%로 증가한 반면 

요녕성과 길림성은 각각 6.5%에서 1.8%, 7.7%에서 4.8%로 감소하 다. 

서북·청장고원의 유율 증가도 내몽고자치구의 유율이 같은 기간 

2.4%에서 9.1%로 증가한 결과이다.

국 최 의 두 주산지 성인 흑룡강성의 생산집 도가 더욱 심화된 

가운데 주산지 성의 순  변화가 비교  크다. 1980년   5  주산지

에 포함되었던 황하 하류의 하남성, 산동성, 산서성의 유율이 폭 

감소하고, 내몽고자치구, 사천성, 길림성이 새로운 주산지로 부상하 다. 

5  구 주산지의 재배면  유율이 59.2%에서 48.6%로 감소한 반면, 5

 신 주산지의 유율은 42.3%에서 54.1%로 증가하 다. 흑룡강성을 제

외하고 주산지 이동이 비교  하게 나타났으며, 북부  두지역에 

속한 주산지 성으로의 생산 집 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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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중국 대두 생산의 지역분포 변화(1980-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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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채소류 및 주요 양념채소

1. 생산 동향

개 개방 이  사회주의계획경제시기에 국의 농업은 식량 주의 생

산정책을 실시하여 농작물 생산에서 채소류의 비 은 크지 않았다. 1978

년 개 개방 이후 농가토지도 경 제가 실시되어 농민들의 작목선택권

이 보장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채소류에 한 수요가 증

가하고 식량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1988년 이래 ‘채람

자공정(菜篮子工程)’, ‘채람자시장책임제(菜篮子 长责任制)‘ 등 정책  

요인에 힘입어 채소류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 다.

그림 4-7  중국의 채소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 추이(1990-2009년)

주: 국의 농업통계는 과채류(果菜类; 瓜果类)를 과실로 분류하여 채소류 통

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여기서는 국 농업통계상의 채소(蔬菜) 통계

에 과채류를 추가하여 계산하 음.

자료: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2010农业年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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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2009년 동안 국의 채소류 재배면 은 361만 ha에서 2,075만 

ha로 5.7배 증가하 다. 체 농작물 재배면 에서 차지하는 비 도 2.4%

에서 12.1%로 증가하 다. 채소류 생산량은 1996～2009년 동안 3억 3,591

만 톤에서 6억 9,973만 톤으로 2.1배 증가하 다. 

표 4-6  중국의 채소류 주요 품목별 재배면적과 생산량(2009년)

품목

재배면

품목

생산량

합계(천ha) 비율(%) 합계(만 톤) 비율(%)

20,748.6 100.0 69,972.9 100.0

배추 2,545.4 12.3  배추 10,587.3 15.1  

수박 1,764.8 8.5  수박 6,478.5 9.3  

무 1,201.3 5.8  토마토 4,526.6 6.5  

오이 1,034.7 5.0  오이 4,420.4 6.3  

토마토 916.7 4.4  무 4,079.9 5.8  

양배추 880.3 4.2  양배추 2,962.5 4.2  

마늘 772.8 3.7  가지 2,588.5 3.7  

가지 737.2 3.6  셀러리 2,081.4 3.0  

시 치 633.7 3.1  2,075.4 3.0  

꼬투리콩(채두) 575.4 2.8  마늘 1,790.0 2.6  

셀러리 562.1 2.7  시 치 1,753.8 2.5  

청경채 555.4 2.7  당근 1,505.7 2.2  

545.7 2.6  꼬투리콩(채두) 1,467.3 2.1  

당근 433.2 2.1  청경채 1,352.1 1.9  

멜론류 389.9 1.9  멜론류 1,215.3 1.7  

동부(cowpea) 383.8 1.8  수생채소류 1,040.0 1.5  

수생채소류 362.8 1.7  동부(cowpea) 959.2 1.4  

기타 요리용 

콩과식물
323.9 1.6  

기타 요리용

콩과식물
735.2 1.1  

딸기 90.1 0.4  딸기 220.6 0.3  

기타 채소류 6,039.4 29.1  기타 18,133.2 25.9  

자료: 中國農業年鑒2010

국의 채소류 련 통계는 구체 품목에 한 시계열이 제공되지 않

아 채소류의 품목별 재배면   생산량의 변화 추이를 악하는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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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있었다. ｢2010농업연감｣은 2009년도 채소류의 품목별 재배면 과 

생산량 통계를 처음으로 제시하여 국 채소산업의 황을 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의 채소류 가운데 

재배면 과 생산량의 유율이 높은 품목은 배추, 수박, 무, 오이, 토마

토, 양배추, 마늘, 가지,  등이다. 우리의  국 주요 수입 품목인 마

늘, , 당근 등 양념채소류는 국에서도 역시 요한 품목임을 알 수 

있다.  

국의 탁연구기 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주요 심품목

인 고추, 마늘, 양 는 내수와 수출 증가로 재배면 과 생산량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 고추 재배면 은 1990년 21만 ha에서 2009년 70만 ha로 증

가, 생산량은 1,478만 톤으로 같은 기간 약 4.5배 증가하 다. 마늘 재배

면 은 1990년 35만 ha에서 2009년 77만 ha로 2배 이상 증가하 고, 생산

량도 392만 톤에서 1,790만 톤으로 증가하 다. 양  재배면 과 생산량

은 각각 95만 ha와 2,105만 톤으로 1990년보다 약 4배 증가하 다.

표 4-7  중국의 주요 양념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 위 : 천  ha, 천  톤

1990 1995 2000 2005 2009

고추
재배면  211  336  538   649   704 

생 산 량 3,279 5,667 9,648 12,770 14,780 

마늘
재배면  347  402  652   774   773 

생 산 량 3,923 5,374 12,357 16,541 17,900 

양
재배면  248  376  666   901   948 

생 산 량 5,031 8,205 14,105 19,054 21,047 

자료: 탁 연구기 ( 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제공

2. 생산의 지역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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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소류

1980년  반까지 상품 채소의 주산지는 도시근교에 형성되었다. 

국 정부는 도시주민의 채소 소비를 충족시키기 해 ‘ 지 생산, 지 공

’방침 하에 ‧ 도시 근교에 근교 채소생산기지를 조성하 다. 1980

년  반 이후 도시화의 진 과 도시인구의 증가로 근교 채소생산기지

는 차 축되고 상품 채소의 생산은 도시근교에서 농업지역으로 확산

되었다. 채소유통체계의 개 을 토 로 도시주민의 채소 소비를 충족시

키기 해 국 으로 5  상품채소 생산기지가 형성되었다.

표 4-8  중국의 계절별 채소 주산지 구분

구분 비교우 지역(주산지) 특징

  채소기지 

 황하(黃河)·회하(淮河)유역, 강소성

과 안휘성 북부, 산동성과 하남성 

남부지역

 에 신선채소 생산

 국에 공

 여름·가을채소

 기지

 북경시 연경 (延慶縣), 하북성 장

가구시(張家口 )  승덕시(承德

), 내몽고

 여름·가을 신선채소 생산

 북경과 천진의 소비시장에 공

 여름·가을

 西菜东运기지

 섬서성, 감숙성, 하, 내몽고, 황

토고원, 황하유역 개지구, 산서

성 부

 고원지 기후를 이용하여 채소 

생산, 동부지역에 공

 가을 배추기지  산동성, 하북성, 하남성  배추 생산, 국에 공

 겨울

 南菜北运기지

 해남성, 서, 운남성, 사천성

 동성 서부, 복건성 동남부

 온화한 동 기 기온을 이용하여  

과채류  엽채류 생산

 북부지역에 공

자료: 張真和等. 2005. “當代中國蔬菜的回顧 展望(下).” 長江蔬菜. 6: 1-6.

1990년  이후 상품 채소의 생산은 농업지역 주산지가 주도 인 역할

을 수행하 다. 도시개발에 따른 건설용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도시 

근교의 노동력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상품 채소의 생산을 한 주산지가 

형성되고 생산의 규모화, 업화, 구역화와 주산지 집 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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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중국 채소류 생산의 지역분포 변화(1980~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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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중국의 농업지역별 채소류 재배면적 점유율 변화 추이(1980-2009년)

연도
재배면

(만 ha)

농업지역별 비 (%)

동북3성 황하 하류 장강 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

청장고원

1980/82 349.9 19.7 27.8 23.3 10.4 13.2 5.7 

1983/85 439.2 14.9  24.8 29.4 11.5 15.3 4.1 

1986/88 563.6 11.5  24.5 30.2 15.0 15.0 3.8 

1989/91 639.2 10.3  23.1 30.0 17.2 15.9 3.4 

1992/94 801.2 9.1  24.0 29.8 18.8 15.0 3.2 

1995/97 1,043.1 8.1  26.9 28.9 19.7 13.1 3.3 

1998/00 1,362.6 7.5  29.2 29.3 18.0 12.3 3.7 

2001/03 1,723.7 6.7  29.9 30.6 16.6 12.4 3.8 

2004/06 1,730.7 5.4  30.4 29.0 17.0 13.7 4.5 

2007/09 1,787.3 4.8  29.6 28.7 16.2 15.3 5.4 

주: 재배면 은 3개년 이동평균치임.
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2010中國統計

年鑒｣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국의 채소류 생산은 황하 하류와 장강 하류지역에 집 되어 있으

며 두 지역 모두 집 도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1980/82년~2007/09년 동

안 황하 하류지역의 재배면  유율은 27.8%에서 29.6%로 증가했고, 

장강 하류지역은 같은 기간 23.3%에서 28.7%로 증가했다. 다만 장강

하류지역은 2000년  들어 재배면  유율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80년  반 유율이 19.7%에 달하던 동북3성지

역이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특화되면서 채소류 생산이 폭 감소하여 

2007/09년 유율이 4.8%로 축소되었다. 남부연해지역과 서남내륙지역의 

유율도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09년 기 으로 황하 하류의 산동성, 하남성, 하북성과 남부연해

지역의 동성, 장강 하류지역의 강소성, 서남내륙지역의 사천성은 

국의 표 인 채소류 주산지 성(省)이다. 그러나 <표 4-10>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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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1980년 이후 채소류 주산지 성의 순  변화가 빈번하게 나타

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1980～2009년 동안 채소류 재배면  유율 

상  5개 성의 집 도(CR5)는 36.3～39.8% 수 으로 50%에도 미치지 못

한다. 채소류 주산지 성의 집 도가 낮아 주산지가 국 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채소류 주산지 성의 재배면적 점유율 변화 추이(1980-2009년)

재배면  유율(%) 집 도지수

흑룡강 사천 산동 동 하남 강소 호남 호북 하북 CR2 CR5

1980/82 8.9 8.5 8.1 5.9 5.7 3.6 6.7 3.3 6.3 17.4  38.5 

1983/85 6.2 10.1 6.6 6.9 5.9 5.3 6.4 5.6 5.5 17.0  36.3 

1986/88 4.3 9.9 6.3 7.6 6.5 5.8 5.7 5.9 5.2 17.5  36.3  

1989/91 3.6 10.0 6.0 8.3 6.4 5.5 5.8 5.9 4.7 18.3  36.5  

1992/94 3.2 9.4 8.0 8.7 6.3 5.7 5.2 6.0 4.3 18.2  38.5  

1995/97 2.8 7.5 10.3 8.5 6.6 5.8 4.7 6.3 4.9 18.8  39.1  

1998/00 2.8 5.5 11.2 7.3 7.8 6.5 4.7 6.6 5.6 19.0  39.4 

2001/03 2.4 5.7 11.3 6.7 8.1 7.4 5.2 6.3 5.8 19.4  39.8  

2004/06 1.8 5.8 10.6 6.5 9.1 6.6 5.4 5.5 6.3 19.7  39.1 

2007/09 1.4 6.1 9.7 6.2 9.5 6.1 5.7 5.6 6.1 19.2  37.6  

주: 재배면 은 3개년 이동평균치임.
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2010中國統計

年鑒｣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나. 주요 양념채소류

1) 고추18)

고추는 응성이 강하고 종류와 용도가 다양하며 장  운송에 강

18) 국의 농업통계는 고추의 생산, 소비, 유통, 수출입과 련된 통계가 없어 문가 면담자료

와 산동성 사례를 소개하 음. 형진 외(2008) 인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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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이 있어 국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다. 1990년  이

까지 국의 고추 생산은 주로 도시근교에서 인근 도시의 수요를 총족

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일반 채소와 마찬가지

로 고추 생산도 도시 근교를 벗어나 농업지역으로 확산되어 주산지화,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국에는 통 으로 “1택3도(一泽三都)”라는 4  고추 주산지가 존재

한다. “1택(一泽)”은 하북성 계택 (鸡泽县), “3도(三都)”는 사천성 성도(成

都 ), 산동성 익도(益都; 재는 青州로 개명), 하북성 망도(望都)를 지칭

한다. 이  성도 고추는 매운 정도가 비교  강한 천 (川椒) 주이며, 

익도 고추는 매운 정도가 다소 약한 익도홍(益都红) 주, 그리고 계택 

고추는 매운 정도가 간 정도인 양각(羊角)고추 주이다. 

표 4-11  중국의 익도홍 및 금탑 고추 주요 생산지역과 생산량 및 수출량

단 위 : 천  톤

생산 수출
비고(주산지)

생산지역 수확시기 생산량 수출시기 수출량

산동성

하북성

 10월 말

 ～11월 말

 30～35

 10
 11월말 이후

 10

 5

 교주, 평도, 고

 덕주, 제성

내몽고  10～11월  60～75  11월 이후  15～20  개로 (산동 운반)

감숙성  8월 말  1.5～2.0  9～10월  1  탑 (산동 운반)

섬서성  10～11월  20  11월～3월  10  서안

호남성

사천성
 8～11월  30  8～11월  1.5～2.0

운남성  8～9월  30～40  9～10월  10

합계  230  100

자료: 문가 면담자료

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건고추 품종은 재래 품종인 익도홍과 한국 

품종인 탑(金塔)이다. 련 통계자료의 부재로 정확한 수치는 악이 

어렵지만 익도홍  탑 품종은 국 으로 약 23만 톤이 생산되고 있



국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시사132

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익도홍과 탑 품종 건고추의 주요 생산지역

은 산동성, 하북성, 내몽고자치구, 감숙성, 섬서성, 호남성, 사천성, 운남

성 등이다. 

그림 4-9  중국 산동성 내 고추 주산지 이동 추이

국 산동성은 고추 가공  수출기업이 집 되어 있는 지역이다. 한

국이 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고추도 부분 산동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국 주요 수출 품종인 익도홍 고추는 산동성의 연해지역인 익

도( 재는 청주)가 원산지 으나 재는 거의 재배되지 않고 연안지역인 

교주시, 평도시, 제성시, 고 시, 유방시 등으로 주산지가 이동하 으나 

다시 산동성 서북부 내륙지역인 덕주시 지역으로 이동하 다. 최근에는 

산동성 하택시를 비롯해 하남성, 하북성 등 내륙지역과 길림성, 내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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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등으로 주요 생산지역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동성 내 주

산지의 이동은 연작피해와 인건비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 된다. 

산동성 소재 고추 가공  수출기업들은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이 일

체화된 ‘기업+생산기지+농가’가 연계된 농산업화 경 이 일반화되어 있

다. 이들 기업들은 성 내 주산지에서 생산한 고추 외에도 다른 성(省)에 

조성한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고추를 운반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동성은 최근 들어 생산보다 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마늘

국의 마늘 생산은 최  주산지인 황하 하류와 장강 하류지역의 

생산 집 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국 으로 생산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989~2006년 동안 황하 하류의 재배면  유

율은 54.0%에서 51.3%, 장강 하류는 29.1%에서 28.8%로 소폭 감소하

다. 반면 남부연해지역의 유율은 0.6%에서 6.3%, 서남내륙지역은 8.5%

에서 9.8%로 증가하 다. 

황하 하류지역의 산동성과 하남성 그리고 장강 하류지역의 강소성

은 국을 표하는 3  마늘 주산지 성이다. 이  최  주산지인 산동성

의 재배면 은 1989년 4만 ha에서 2006년 24만 ha로 증가하여 유율이 

16.7%에서 28.2%로 증가하 다. 하남성도 같은 기간 재배면 이 4.2만 ha

에서 14.3만 ha로 증가하 으나 유율은 17.8%에서 17.0%로 커다란 변화

가 없다. 한 강소성은 같은 기간 재배면 이 2.2만 ha에서 10.4만 ha로 

증가하여 유율이 9.2%에서 12.3%로 증가하 다. 이들 3  주산지 성의 

유율은 같은 기간 43.7%에서 2006년 57.5%로 폭 증가하 다.

  



국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시사134

지 역
1989년 2006년

재배면 비율 생산량 비율 재배면  비율 생산량 비율

      국 236,606.7 100 4,220.1 100 841,185.0 100 18,320.0 100

동북

3성

요녕성 11,117.2 4.7 221.6 5.3 4,020.0 0.5 160.0 0.9
길림성 - 0.0 - 0.0 6,030.0 0.7 140.0 0.8
흑룡강성 2,010.0 0.8 33.9 0.8 7,035.0 0.8 110.0 0.6
합계 13,127.2 5.5 255.5 6.1 17,085.0 2.0 410.0 2.2

황하

하

류

북경시 154.7 0.1 5.1 0.1 1,005.0 0.1 10.0 0.1
천진시 416.7 0.2 1.9 0.0 1,005.0 0.1 70.0 0.4
하북성 7,349.9 3.1 147.8 3.5 30,150.0 3.6 1,100.0 6.0
산서성 90.9 0.0 2 0.0 4,020.0 0.5 80.0 0.4
산동성 39,615.6 16.7 443.5 10.5 237,180.0 28.2 5,110.0 27.9
하남성 42,226.1 17.8 658.6 15.6 142,710.0 17.0 4,550.0 24.8
섬서성 37,807.4 16.0 594.3 14.1 15,075.0 1.8 190.0 1.0
합계 127,661.3 54.0 1,853.2 43.9 431,145.0 51.3 11,110.0 60.6

장강

하

류

상해시 2,666.6 1.1 20.4 0.5 1,005.0 0.1 30.0 0.2
강소성 21,748.2 9.2 645.2 15.3 103,515.0 12.3 2,110.0 11.5

강성 2,165.5 0.9 42.4 1.0 10,050.0 1.2 210.0 1.1
안휘성 28,408.0 12.0 848.0 20.1 31,155.0 3.7 550.0 3.0
강서성 - 0.0 - 0.0 20,100.0 2.4 270.0 1.5
호북성 11,365.8 4.8 170.8 4.0 30,150.0 3.6 670.0 3.7
호남성 2,463.0 1.0 46.3 1.1 46,230.0 5.5 740.0 4.0
합계 68,817.1 29.1 1,773.1 42.0 242,205.0 28.8 4,580.0 25.0

남부

연해

복건성 - 0.0 - 0.0 6,030.0 0.7 90.0 0.5
동성 - 0.0 - 0.0 26,130.0 3.1 390.0 2.1
서 - 0.0 - 0.0 19,095.0 2.3 210.0 1.1

해남성 1,319.6 0.6 18.2 0.4 2,010.0 0.2 20.0 0.1
합계 1,319.6 0.6 18.2 0.4 53,265.0 6.3 710.0 3.9

서남

내륙

경시 - 0.0 - 0.0 6,030.0 0.7 100.0 0.5
사천성 13,406.7 5.7 164.0 3.9 35,175.0 4.2 510.0 2.8
귀주성 2,594.4 1.1 16.6 0.4 18,090.0 2.2 150.0 0.8
운남성 4,154.0 1.8 74.4 1.8 23,115.0 2.7 390.0 2.1
합계 20,155.1 8.5 255.0 6.0 82,410.0 9.8 1,150.0 6.3

서북

청장

고원

내몽고 - 0.0 - 0.0 3,015.0 0.4 90.0 0.5
서장 - 0.0 - 0.0 1,005.0 0.1 10.0 0.1
감숙성 3,413.2 1.4 37.0 0.9 9,045.0 1.1 140.0 0.8

청해성 134.0 0.1 3.0 0.1 2,010.0 0.2 50.0 0.3

하 1,938.8 0.8 23.3 0.6 3,015.0 0.4 60.0 0.3
신강 2,312.0 1.0 46.2 1.1 13,065.0 1.6 440.0 2.4
합계 7,798.1 3.3 109.4 2.6 31,155.0 3.7 790.0 4.3

표 4-12  중국의 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 추이

단 위 : ha, % , 천  톤

자료: 국 탁연구기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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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중국 마늘 생산의 지역분포 변화(1989-2006년)



국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시사136

국의 마늘 생산은 국 최 의 채소 가공  수출기지로서 상을 

정립한 산동성으로의 생산 집  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산동성은 우

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마늘과 비슷한 품종이 가장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

다. 산동성의 표 인 마늘 주산지는 창산 과 향 이며, 이외에도 

료성시 츠핑 , 래무시, 태안시, 제남시의 장청구, 장구시, 안구시, 래양

시, 래서시, 하택시 성무  등이 주요 생산지역이다.

그림 4-11  중국 산동성의 마늘 주산지 확산 현황

  

  

  

산동성 향 (金乡县)은 국 최 의 마늘 주산지로 마늘 재배면 이 

1989년 10.7만 ha에서 2008년 46.9만 ha로 증가하 다. 양호한 자연조건과 

재배기술의 발 으로 향 의 마늘 평균 단수는 ha당 18톤 수 이며, 

최고 단수는 48톤에 이른다. 재배 품종은 부분 스페인 원종개량종(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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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2008년 마늘 생산량은 약 80만 톤이다. 향 에는 22개의 마늘 도

매시장과 수 백개에 이르는 도매 이 운 되고 있다. 산동성 창산 (苍

山县)의 마늘 재배면 은 약 2만 ha이며 연간 생산량은 20만 톤 정도이

고, 이  약 40~50%를 수출하고 있다. 통 인 품종인 상해 재래종

(Hard)이 재배되며 맵고 향이 진해 한국의 육쪽 마늘과 비슷하다.

산동성에서는 마늘이 소득작목으로 인식되어 통 인 주산지인 향

과 창산  이외에도 덕주시, 하택시, 래우시 등으로 주산지가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마늘은 수확 후 온보 이 필요해 주산지가 산동성 이외

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성내에서 주산지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3) 양

국의 양  주산지는 산동성, 내몽고, 감숙성, 동북 3성, 운남성, 복건

성 등이다. 이  산동성은 주요 양  수출기지로 향 , 유방시, 교주시, 

평도시, 고 시, 안구시가 주산지이다. 감숙성은 기후가 건조하여 양  

건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품질이 양호하지만 발병율이 높은 것

이 특징이다. 내수용  건조양  가공용 이외 수출용 양 는 수확후 

량 산동성으로 이송하여 가공 후 수출하고 있다. 감숙성은 건조양  제

조  가공의 특화지역으로 건조양  가공시설이 집되어 있다. 운남성

은 내수용을 제외하고 수출용 부분은 산동성 안구시, 수 시, 청도시

로 운반하고 있다. 강소성은 연간 4~5만 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로 조

생종을 생산하고 있다.  

양 와 마늘은 생산시기가 같고, 기후, 토질 등 생육조건도 유사한 경

합작물이다. 산동성 향  지역은 난지형 마늘과 양 의 주산지로서 마

늘과 양  가격에 따라 재배면 의 변화가 비교  크다. 최근 양  소득

이 마늘 소득보다 높아 양  재배면 이 증가한 반면 마늘 재배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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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수출
비고(주요 산지)

생산지역 수확시기 생산량 수출시기 수출량

 산동성 5～6월 200 6～3월 20
향, 유방, 교주, 평도

고 , 안구

 내몽고 8～9월 40 9～11월 2 개로 , 사백토(산동이송)

 감숙성 8～9월 40 9～10월 10 주천(산동 이송)

 동북 3성 10～11월 100 10～11월 9

 운남성 2～3월 100 2～4월 3 조생종(산동 이송)

 복건성 2～4월 100 2～4월 2 샤먼, 조생종

국 체 약 1,200 53

감소하고 있으며 양  재배는 인근지역으로 확 되는 추세이다. 양  주

산지는 본래 산동성 제녕시의 향 , 어 을 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일본, 한국, 러시아 등으로 수출이 확 되면서 산동성 내에서 평도시, 유방

시 등 산동성 동부지역으로 주산지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향  지역은 

일본 수입업체와의 계약재배 면 이 많은데 일본 수입업체가 일본 종자를 

생산농가에게 공 하여 계약생산한 후 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표 4-13  중국의 양파 주요 생산지역과 생산량 및 수출량

단 위 : 만  톤

자료: 문가 면담자료

4) 당근

국의 당근 생산은 최  생산지역인 황하 하류지역의 생산 집  

상이 유지되는 가운데 주요 생산지역이었던 서남내륙지역의 비 이 

폭 감소하고 장강 하류, 서북청장고원, 남부연해지역으로 주요 생산지

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989~2006년 동안 황하 하류지역의 재배면  유율은 37.2%에서 

35.9%로 소폭 감소하 지만 여 히 높은 생산 집 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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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중국 당근 생산의 지역분포 변화(1989-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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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1989년 2006년

재배면 비율 생산량 비율 재배면  비율 생산량 비율

      국 65,673.8 100 1,723.1 100 436,170.0 100 14,430.0 100

동북

요녕성 1,602.7 2.4 39.6 2.3 6,030.0 1.4 280.0 1.9 
길림성 - 0.0 - 0.0 4,020.0 0.9 100.0 0.7 
흑룡강성 1,340.0 2.0 22.0 1.3 7,035.0 1.6 190.0 1.3 
합계 2,942.7 4.5 61.6 3.6 17,085.0 3.9 570.0 4.0 

화북

북경시 747.3 1.1 26.2 1.5 2,010.0 0.5 90.0 0.6 
천진시 147.4 0.2 3.3 0.2 1,005.0 0.2 20.0 0.1 
하북성 6,056.8 9.2 230.4 13.4 34,170.0 7.8 1,850.0 12.8 
산서성 1,452.2 2.2 54.2 3.1 16,080.0 3.7 550.0 3.8 
산동성 - 0.0 - 0.0 37,185.0 8.5 2,020.0 14.0 
하남성 9,944.9 15.1 293.2 17.0 56,280.0 12.9 2,300.0 15.9 
섬서성 6,099.4 9.3 136.6 7.9 10,050.0 2.3 220.0 1.5 
합계 24,448.0 37.2 743.8 43.2 156,780.0 35.9 7,050.0 48.9 

화

상해시 33.5 0.1 2.3 0.1 1,005.0 0.2 30.0 0.2 
강소성 2,090.4 3.2 56.2 3.3 22,110.0 5.1 740.0 5.1 

강성 1,639.6 2.5 36.6 2.1 3,015.0 0.7 70.0 0.5 
안휘성 2,278.0 3.5 85.0 4.9 18,090.0 4.1 540.0 3.7 
강서성 - 0.0 - 0.0 14,070.0 3.2 250.0 1.7 
호북성 1,877.1 2.9 28.8 1.7 29,145.0 6.7 740.0 5.1 
호남성 1,642.9 2.5 40.9 2.4 30,150.0 6.9 630.0 4.4 
합계 9,561.6 14.6 249.8 14.5 117,585.0 27.0 3,000.0 20.8 

동남

복건성 - 0.0 - 0.0 9,045.0 2.1 240.0 1.7 
동성 - 0.0 - 0.0 10,050.0 2.3 220.0 1.5 
서 - 0.0 - 0.0 8,040.0 1.8 150.0 1.0 

해남성 75.6 0.1 0.9 0.1 - 0.0 - 0.0 
합계 75.6 0.1 0.9 0.1 27,135.0 6.2 610.0 4.2 

서남

경시 - 0.0 - 0.0 8,040.0 1.8 200.0 1.4 
사천성 19,443.4 29.6 462.0 26.8 35,175.0 8.1 820.0 5.7 
귀주성 523.5 0.8 9.7 0.6 14,070.0 3.2 190.0 1.3 
운남성 4,087.0 6.2 91.5 5.3 3,015.0 0.7 50.0 0.3 
합계 24,053.9 36.6 563.2 32.7 60,300.0 13.8 1,260.0 8.7 

서북

내몽고 - 0.0 - 0.0 21,105.0 4.8 780.0 5.4 
서장 - 0.0 - 0.0 4,020.0 0.9 10.0 0.1 
감숙성 2,146.1 3.3 54.7 3.2 17,085.0 3.9 530.0 3.7 

청해성 134.0 0.2 3.0 0.2 4,020.0 0.9 150.0 1.0 

하 - 0.0 - 0.0 1,005.0 0.2 30.0 0.2 
신강 2,312.0 3.5 46.2 2.7 13,065.0 3.0 440.0 3.0 
합계 4,592.0 7.0 103.8 6.0 60,300.0 13.8 1,940.0 13.4 

표 4-14  중국의 당근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 추이

단 위 : ha, % , 천  톤

자료: 국 탁연구기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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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하 하류에 이어 제2의 마늘 주산지 던 서남내륙지역의 

유율은 같은 기간 36.6%에서 13.8%로 폭 감소하 다. 반면 같은 기간

에 장강 하류지역은 14.6%에서 27.0%, 서북청장고원지역은 7.0%에서 

13.8%, 남부연해지역은 0.1%에서 6.2%로 증가하여 마늘 재배지역이 

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의 당근 생산은 주산지 분산과 집  상이 병존하고 있다.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2006년 동안 국의 당근 생산량 상  

5 , 10 의 유율은 각각 70.4%에서 53.8%, 87.6%에서 75.9%로 감소하

다. 1989년에는 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  10개 성이 재배실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6년에는 해남성을 제외하고 국의 모든 성

에서 당근을 재배하고 있다.

1989년 국의 당근 생산 상  5  성은 순서 로 사천성(26.8%), 하남

성(17.0%), 하북성(13.4%), 섬서성(7.9%), 운남성(5.3%) 순이다. 생산집 도

가 매우 높았던 사천성은 재배면 이 다른 지역에 비해 소폭 증가하여 

생산량 유율이 2006년 5.7%로 감하 다. 이에 반해 산동성은 1989년 

당근 재배실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 재배면 이 3.7만 ha로 

증하 으며 생산량 유율이 14.0%로 제2의 당근 주산지로 부상하

다. 최근 당근 주산지는 하남성, 산동성, 하북성으로 집 되고 있다. 2006

년 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5.9%, 14.0%, 12.8%이다. 이

들 3  주산지의 생산량 유율은 1989년 24.3%에서 2006년 42.7%로 증

가하 다. 

산동성의 당근 재배면 은 2006년 3.7만 ha로 국 면 의 8.5%를 차

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202만 톤으로 국 생산량은 14.0%를 차지하고 

있다. 산동성은 다른 채소류와 마찬가지로 당근도 생산, 가공, 유통, 

매, 수출 등 일련의 과정이 하나로 통합된 농산업화경 이 우세한 지역

으로 국의 최  당근 수출지역이다. 산동성은 이미 당근 생산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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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부상하 고 성내 재배지역이 차 집 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 , 평도 등지로 산지기 집 되고 있다. 

제4절  과실류

1. 생산 동향

1980~2009년 동안 과실류의 재배면 은 178.3만 ha에서 1,114.0만 ha로 

약 6배 증가하 다.19) 체 농작물 재배면 에서 차지하는 비 도 같은 기

간 1.2%에서 6.5%로 증가하 다. 국 최 의 과일인 사과 재배면 은 

1996년 최고치인 299만 ha에 도달 한 후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03년 이후 

200만 ha 내외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귤류와 포도는 1980년 이

후 지속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감귤류의 재배면 이 빠른 속

도로 증가하 다. 한편 배는 2000년 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한 후 100만 

ha 내외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도 과실류의 품목별 재배면  비율은 감귤(19.4%), 사과(18.4%), 

배(9.6%), 복숭아(6.3%), 여지(5.0%), 포도(4.4%), 바나나(3.1%) 순이다. 

1980년 이후 과실류의 품목구조가 다양화되는 추세로 4  과일인 사과, 

배, 감귤류( 감柑, 귤橘(桔), 오 지橙, 유자柚), 포도의 유율이 1980년 

80.9%에서 2009년 51.8%로 감소하 다. 특히 사과의 유율이 41.7%에

서 18.4%, 배의 유률이 16.8%에서 9.6%, 포도의 유율이 7.8%에서 

4.4%로 폭 감소하 다. 반면 감귤류는 14.6%에서 19.4%로 증가하 다.

19) 국 농업통계상 과실류 재배면 과 생산량은 과수원(果园)면 과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과실

의 생산량을 의미함. 따라서 국의 실제 과실류 재배면   생산량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

다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2008년 농업통계상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의 생산량 

1억 1,339만 톤은 과실 체 생산량 1억 9,220만 톤의 59.0%에 불과함(农业部编. ｢新中国农业

60年统计资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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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중국의 4대 과일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 위 : 천  ha, 천  톤

1990 1995 2000 2005 2009

사과
재배면 1,636  2,954  2,254  1,890  2,049 

생 산 량 4,319 14,008 20,431 24,011 31,681 

배
재배면  490   869  1,015  1,112  1,074 

생 산 량 2,353 4,942  8,412 11,324 14,263 

포도
재배면  127   158   283   408   493 

생 산 량  859  1,742  3,282  5,794  7,941 

감귤
재배면 1,327  1,459  1,272  1,717  2,160 

생 산 량 4,855  8,225  8,783 15,919 25,211 

자료: 탁 연구기 ( 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제공

국의 과실류 생산량은 1980년 679.3만 톤에서 2009년 1억 2,246만 ha

로 약 18배 증가하 다. 1980년 이후 지속 으로 단조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  이후 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0~2009년 동안 생산량 증

가 속도(연평균 10.5%)가 재배면  증가 속도(연평균 6.5%) 보다 빨랐으

며 이는 단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2009년도 품목별 생산량 비 은 사

과 25.9%, 감귤류 20.6%, 열 ·아열 과일 11.8%(바나나 7.2%, 인애  

0.9%, 여지 1.4%, 용안 1.02%), 배 11.7%, 복숭아 8.2%, 포도 6.5%, 추 

3.5%, 감 2.3%, 키  0.7% 순이다. 

개 개방 이후 과실류의 품목구조가 다양화된 가운데 1980～2009년 

동안 사과, 배, 감귤, 포도 4  품목의 생산량 유율이 68.5%에서 

64.7%로 소폭 감소하 다. 특히 사과의 유율이 34.8%에서 25.9%, 배

의 유율이 21.6%에서 11.7%로 폭 감소하 다. 반면 감귤류는 

10.5%에서 20.6%, 포도는 1.6%에서 6.5%로 폭 증가하 다. 

2. 생산의 지역분포 특성

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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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사과 생산지역은 발해만지역, 황토고원지역, 황하유역(黄河故

道)과 진령(秦嶺) 북쪽 기슭지역, 서남고원지역 등 4개 자연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발해만과 황토고원 두 지역이 재배면 과 생산량 모두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  생산지역이다.

6개 농업지역 가운데 황하 하류지역(발해만과 황토고원 일부 지역 포

함)이 국 최 의 사과 생산지역이다. 1980년 이후 재배면  유율이 

61~72%에 달해 생산 집 도가 매우 높다. 특히 황토고원을 포함하는 섬

서성의 유율 증가가 뚜렷하여 1980/82년 7.3%에서 2007/09년 26.3%로 

폭 증가하 다. 한 황토고원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서북·청장고원지

역의 유율도 같은 기간 7.7%에서 17.4%로 큰 폭으로 증가하 다.

표 4-16  중국의 농업지역별 사과 재배면적 점유율 변화 추이(1980-2009년)

연도
재배면

(만 ha)

농업지역별 비 (%)

동북3성 황하 하류 장강 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

청장고원

1980/82 73.1 22.6  61.2 4.8 0.2 3.5 7.7 

1983/85 78.7 21.9  63.7 3.9 0.2 3.0 7.3 

1986/88 143.2 15.6  68.4 5.1 0.0 2.3 8.6 

1989/91 167.6 13.9  67.1 4.8 0.0 3.5 10.7 

1992/94 228.3 11.5  70.0 5.0 0.0 3.0 10.4 

1995/97 292.6 10.3  71.2 4.6 0.0 3.0 10.9 

1998/00 243.8 10.7  70.5 3.9 0.0 3.5 11.4 

2001/03 196.8 9.4  71.3 3.5 0.0 3.7 12.2 

2004/06 188.9 7.6  72.0 2.9 0.0 3.5 14.0 

2007/09 200.1 7.0 69.5 2.7 0.0 3.4 17.4

주: 재배면 은 3개년 이동평균치임.
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2010中國統計

年鑒｣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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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중국 사과 생산의 지역분포 변화(1980-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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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중국의 사과 주산지 성의 재배면적 점유율 및 집중도 변화 추이

연 도

재배면  유율(%)
집 도지수

산동 요녕 하남 하북 섬서 감숙 산서
5  주산지

구 신 CR2 CR5

1980/82 25.3 21.4 11.1 10.2 7.3 3.1 5.7 75.3 57.0 46.7 75.3

1983/85 27.0 20.9 10.4 12.2 6.1 3.1 6.2 76.6 58.8 47.9 76.7

1986/88 27.2 15.0 11.1 13.4 9.2 5.3 5.9 75.9 66.2 42.2 75.9

1989/91 25.2 13.1 9.0 13.0 12.0 6.8 6.2 72.3 66.0 38.3 72.3

1992/94 25.1 10.3 9.3 12.5 15.1 6.6 6.5 72.3 68.6 40.2 72.3

1995/97 22.2 8.6 11.1 13.1 13.9 7.1 6.7 68.9 67.4 36.1 68.9

1998/00 20.5 8.5 9.8 14.0 17.3 7.7 7.7 70.1 69.3 37.8 70.1

2001/03 19.0 6.9 8.7 14.9 19.4 8.4 8.1 68.9 70.4 38.4 70.4

2004/06 17.5 5.8 8.8 13.8 23.0 10.0 7.9 68.8 73.0 40.4 73.0

2007/09 14.2 5.7 8.8 12.1 26.3 12.6 7.3. 67.1 74.0 40.5 74.0

주: 5  구, 신 주산지는 각각 1980/82년과 2007/09년 상  5  성의 유율 

합계임.

자료: 中国农业出版社. 각 연도 中国農業年鑒; 國家統計局農村社 經濟調查

司編. 각 연도 中國農村統計年鑒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반면 동북3성지역은 1980년  반 재배면  유율이 22.6%에 달했

지만 2007/09년 유율은 7.0%로 폭 감소하 다. 이는 국 제2의 사과

주산지 던 요녕성의 재배면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1980년 15.3만 ha

에서 2009년 12.2만 ha로 감소하 고, 유율도 20.6%에서 6.0%로 감소하

다. 결과 으로 국의 사과 생산은 통  주산지 던 발해만지역에

서 황토고원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신 주산지의 생산 집 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발해만지역은 사과의 산업화 수

이 높아 가공·수출기지의 기능이 강한 반면 황토고원지역은 신 주산지

로서 산업화 수 은 낮지만 발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나. 배

국의 배 재배지역은 국에 걸쳐 매우 넓게 분포한다. 해남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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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국 으로 재배하고 있다. 통 인 주산지는 발해만지역을 

심으로 한 북부 배 생산지역과 장강유역  이남 지역의 남부 배 생산지

역이다. 발해만지역은 사과와 함께 통 인 배 주산지로 황하 하류지

역 일부(하북성, 산동성 등)와 동북3성의 요녕성을 포함한다. 장강유역 

 이남지역은 장강 하류지역(강소성, 강성, 호북성 등)과 남부연해, 

서남내륙지역을 포함한다.

표 4-18  중국의 농업지역별 배 재배면적 점유율 변화 추이(1980-2009년)

연도
재배면

(만 ha)

농업지역별 비 (%)

동북3성 황하 하류 장강 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

청장고원

1980/82 30.1 21.7 42.5 21.6 2.4 6.7 5.1 

1983/85 31.3 20.5 46.4 18.1 2.4 7.0 5.5 

1986/88 44.3 15.9 52.4 14.5 3.2 6.2 7.9 

1989/91 48.4 16.6 48.5 13.7 3.4 7.3 10.5 

1992/94 62.3 15.6 46.7 14.6 3.7 7.4 11.9 

1995/97 90.5 14.5 47.6 14.8 3.5 7.7 12.0 

1998/00 97.0 13.0 42.6 17.6 3.9 10.5 12.4 

2001/03 104.3 11.8 40.0 18.5 4.0 14.5 11.3 

2004/06 109.3 10.4 38.5 18.5 4.2 16.9 11.6 

2007/09 107.4 10.0 36.4 18.5 4.5 19.0 11.7

주: 재배면 은 3개년 이동평균치임.
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2010中國統計

年鑒｣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국의 배 생산은 통

이 주산지인 발해만지역을 포함하는 황하 하류와 동북3성의 생산집

도가 약화되고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 등 신 주산지로 생산의 심이 

확산, 이동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시사148

그림 4-14  중국 배 생산의 지역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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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최 의 배 생산지역인 황하 하류지역의 재배면  유율은 

1980년  말 52.4%까지 증가했으나 2007/09년 36.4%로 감소하 다. 통

 주산지인 발해만지역 요녕성의 유율 감소로 동북3성의 유율도 

21.7%에서 10.0%로 감소하 다. 

남부 배 생산지역인 장강 하류지역은 1980년 말 유율이 13.7%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7/09년 18.5%를 차지하고 있

다. 1980/82년~2007/09년 동안 서남내륙지역은 6.7%에서 19.0%, 서북·청

장고원은 5.1%에서 11.7%로 증가하여 신 주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황하 하류의 하북성과 산동성, 동북3성의 요녕성은 국의 표 인 

배 주산지 성(省)이다. 1980년   이들 3개 성의 유율은 50%에 달했

다. 이후 하북성은 1980년  후반 31.2% 까지 유율이 증가한 후 지속

으로 하락하여 2009년 18.1%를 차지하고 있다. 요녕성과 산동성도 

1980년 이후 지속 으로 유율이 하락하여 2009년 5.9%, 4.2%를 차지하

고 있다. 

서남내륙의 사천성과 서북·청장고원지역의 신강자치구는 표 인 신 

주산지이다. 두 지역의 배 재배면 은 1980년 각각 0.9만 ha, 0.4만 ha에서 

2009년 각각 8.4만 ha, 7.0만 ha로 증가하 다. 2009년 국의 10  배 주

산지 성은 하북성(19.4만 ha), 요녕성(9.8만 ha), 사천성(8.4만 ha), 신강자치

구(7.0만 ha), 섬서성(5.2만 ha), 운남성(4.8만 ha), 하남성(4.7만 ha), 산동성

(4.5만 ha), 귀주성(4.4만 ha), 안휘성(3.9만 ha)이다. 이들 10  주산지의 생

산집 도지수(CR10)는 67.3%로 1980년의 78.4%보다 집 도가 완화되었다. 

CR5도 1980년 59.9%에서 2009년 46.4%로 집 도시 완화되어 주산지의 이

동  확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절  축산물



국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시사150

1. 생산 동향

국의 가축 사육두수는 1980년 5.9억 마리에서 2009년 8.8억 마리로 

1.5배 증가하 다. 2009년 축종별 비 은 돼지 53.5%(4.7억 마리), 양 

32.4%(2.9억 마리), 소 12.2%(1.1억 마리) 순이다. 가 류 사육두수는 1980

년 9.4억 마리에서 2009년 53.3억 마리로 약 5.7배 증가하 다.

그림 4-15  중국의 주요 가축 및 가금 사육두수 변화 추이(1980-2009년)

자료: 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 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육류 생산량은 1980년 1,205.4만 톤에서 2009년 7,649.7만 톤으로 연평

균 6.6% 증가하 다. 2009년 축종별 비 은 돼지고기 63.9%, 가 육 

20.8%, 쇠고기 8.3%, 양고기 5.1% 순이다. 1980～2009년 동안 축산물 생

산구조의 조정으로 돼지고기의 비 이 고 가 육, 소고기  양고기의 

비 이 증가하 다. 돼지고기의 비 은 94.1%(1,134.1만 톤)에서 63.9% 

(4,890.8만)으로 감소한 반면 가 육의 비 은 1985년 8.3%(160.2만 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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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9년 20.8%(1,594.9만 톤)으로 폭 증가하 다. 쇠고기의 비 은 

2.2%(26.9만 톤)에서 8.3%(635.5만 톤)으로 증가하 다. 우유 생산량은 

1980년 114.1만 톤에서 2009년 3,518.8만 톤으로 약 31배 증가하 다. 특

히 2000년  들어 연평균 17.5%의 높은 성장률을 보 으나 2008년 멜라

민 동의 향으로 2008년 3,553.8만 톤에서 2009년 3518.8만 톤으로 생

산량이 감소하 다.

그림 4-16  중국의 주요 육류 및 가금육, 우유 생산량 변화 추이(1980-2009년)

자료: 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 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2. 생산의 지역분포 특성

가. 돼지

국의 돼지 사육은 황하 하류, 장강 하류, 서남내륙지역에 집 되

어 있다. 장강 하류지역의 유율은 다소 감소하는 반면 황하 하류와 

동북지역의 비 은 소폭 증가하 다. 돼지 사육이 북부지역으로 확 되

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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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중국의 돼지 사육 지역분포 변화(1980-2009년)



제4장  국의 농산물 품목별 생산 동향  지역분포 특성 153

표 4-19  중국의 농업지역별 돼지 사육두수 및 점유율 변화 추이(1980-2009년)

연도
사육두수

(만 두)

농업지역별 비 (%)

동북3성 황하 하류 장강 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

청장고원

1980/82 29,937.2 7.5 20.1 31.1 12.7 24.9 3.7 

1983/85 31,224.0 6.2 18.1 31.5 13.7 27.0 3.5 

1986/88 33,571.5 5.8 17.4 31.5 13.9 27.7 3.8 

1989/91 36,162.1 6.2 18.1 30.5 13.8 27.5 3.8 

1992/94 39,727.6 6.7 19.2 30.0 13.9 26.0 4.1 

1995/97 40,162.6 7.0 20.9 29.1 13.0 25.8 4.2 

1998/00 43,319.5 6.8 23.3 28.2 13.4 24.2 4.1 

2001/03 46,212.2 6.3 23.8 27.4 14.0 24.8 3.8 

2004/06 46,791.5 7.2 24.3 26.7 13.5 24.5 3.7 

2007/09 45,759.1 8.4 23.5 26.8 13.8 24.0 3.5 

주: 재배면 은 3개년 이동평균치임.
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2010中國統計

年鑒｣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표 4-20  중국의 돼지고기 주산지 성의 집중도 변화 추이(1980-2009년)

연 도

사육두수 유율(%)
집 도지수

사천 호남 강소 동 산동 운남* 하남*
5  주산지

구 신 CR2 CR5 

1980/82 17.1 6.8 6.7 6.5 6.4 4.7 4.6 43.4 39.5 23.9 43.5

1983/85 18.1 7.5 6.0 6.7 6.7 5.4 4.4 45.0 42.1 25.6 45

1986/88 18.5 7.9 5.4 6.4 4.9 5.4 4.5 43.1 41.3 26.4 43.6

1989/91 18.0 7.7 5.1 5.7 5.1 5.7 4.8 41.6 41.3 25.7 42.2

1992/94 17.1 7.7 5.0 5.4 5.5 5.5 5.4 40.7 41.2 24.8 41.2

1995/97 13.5 8.1 4.6 4.5 5.3 6.0 6.5 35.9 39.3 21.6 39.4

1998/00 11.3 8.3 4.6 4.6 6.1 6.0 8.3 34.9 39.9 19.6 40.0

2001/03 13.0 9.3 4.8 4.9 6.9 6.0 9.1 38.9 44.3 22.3 44.3

2004/06 12.9 9.6 4.2 4.8 6.9 5.9 9.9 38.5 45.3 22.8 45.2

2007/09 11.5 8.5 3.7 5.1 5.9 5.7 9.6 34.8 41.3 21.1 41.2

주: 5  구, 신 주산지는 각각 1980/82년과 2007/09년 상  5  성의 유율 

합계임.

자료: 中国农业出版社. 각 연도 中国農業年鑒; 國家統計局農村社 經濟調查

司編. 각 연도 中國農村統計年鑒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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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남부지역에 집 되었던 돼지 주

산지 성이 북부지역(하남)으로까지 확 되는 추세이다. 구 주산지 5개 성

(사천성, 호남성, 강소성, 동성, 산동성) 가운데 호남성을 제외한 4개 성

의 유율이 하락하 다. 하남성과 운남성이 신 주산지로 부상하 다. 

구 주산지 5개 성의 생산집 도는 43.4%에서 34.8%로 감소한 반면 신 주

산지 5개 성의 생산집 도는 39.5%에서 41.3%로 증가하 다. CR2, CR5 

모두 감소 추세로 국의 돼지사육의 심지역이 국으로 확산되는 추

세임을 알 수 있다. 

나. 소

국의 소 사육은 황하 하류,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지역에 집 되

어 있다. 단, 돼지 사육은 남부지역이 비교우 를 지니고 있는 반면 소 

사육은 남부지역의 유율이 차 하락하고 북부지역의 비 이 폭 증

가하는 추세이다. 동북3성지역의 유율이 1980/82년 4.6%에서 2007/09년 

12.7%로 증가하 고, 황하 하류지역의 유율도 같은 기간 13.4%에서 

22.0%로 증가하 다. 반면 장강 하류지역은 17.6%에서 11.2%로 감소하

고, 남부연해지역도 13.1%에서 7.6%로 감소하 다.

<표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남서부지역에 집 되었던 소 사

육 주산지 성이 북부지역(하남)으로까지 확 되는 추세이다. 구 주산지 5

개 성(사천성, 운남성, 청해성, 서장자치구, 서자치구)의 유율이 모두 

하락하 다. 반면 하남성과 내몽구자치구가 새로운 소 사육 심지역으

로 부상하 다. 구 주산지 5개 성의 생산집 도는 39.9%에서 30.3%로 감

소한 반면 신 주산지 5개 성의 생산집 도는 37.1%에서 48.1%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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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중국의 소 사육 지역분포 변화(1980-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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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중국의 농업지역별 소 사육두수 및 점유율 변화 추이(1980-2009년)

연도
사육두수

(만 두)

농업지역별 비 (%)

동북3성 황하 하류 장강 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

청장고원

1980/82 7,368.3 4.6 13.4 17.6 13.1 26.0 25.4 

1983/85 8,234.4 5.1 14.7 17.0 13.8 25.3 24.0 

1986/88 9,475.5 5.2 17.8 17.0 13.7 23.9 22.4 

1989/91 10,274.3 5.6 20.0 16.7 13.9 23.0 20.9 

1992/94 11,477.2 7.0 24.0 15.9 13.0 21.2 18.9 

1995/97 11,974.2 8.6 26.6 17.2 11.7 18.3 17.7 

1998/00 12,669.0 8.7 27.5 15.9 11.3 20.5 16.1 

2001/03 13,125.5 9.5 27.7 14.8 11.0 20.5 16.6 

2004/06 12,763.6 10.7 26.4 12.8 9.2 20.9 20.0 

2007/09 10,632.5 12.7 22.0 11.2 7.6 22.0 24.5 

주: 재배면 은 3개년 이동평균치임.
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2010中國統計

年鑒｣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표 4-22  중국의 소 사육 주요 성의 집중도 변화 추이(1980-2009년)

연 도

사육두수 유율(%)
집 도지수

사천 운남 청해 서장 서 하남* 내몽고*
5  주산지

구 신 CR2 CR5 

1980/82 12.5 8.0 6.8 6.7 5.9 4.9 4.9 39.9 37.1 20.5 39.9

1983/85 11.3 8.4 6.3 6.0 6.3 6.3 4.6 38.4 36.6 19.7 38.6

1986/88 10.3 8.1 5.7 5.5 6.6 8.0 4.2 36.0 36.0 18.4 38.7

1989/91 9.8 7.5 5.2 5.1 6.8 8.6 3.7 34.4 34.7 18.4 37.9

1992/94 9.1 6.7 4.6 4.8 6.6 9.1 3.2 31.8 32.9 18.2 36.3

1995/97 5.9 6.4 3.8 4.4 6.3 9.9 3.3 26.8 30.0 16.3 32.9

1998/00 7.8 6.5 3.1 4.2 6.1 10.6 3.0 27.7 32.1 18.4 35.2

2001/03 9.1 6.6 3.5 4.9 6.6 11.7 3.0 30.8 35.3 20.8 38.9

2004/06 9.9 7.0 3.8 5.7 5.7 12.0 5.1 32.2 39.7 21.9 40.3

2007/09 9.3 6.8 4.2 6.0 4.0 9.8 6.2 30.3 38.1 19.1 38.1

주: 5  구, 신 주산지는 각각 1980/82년과 2007/09년 상  5  성의 유율 

합계임.

자료: 中国农业出版社. 각 연도 中国農業年鑒; 國家統計局農村社 經濟調查

司編. 각 연도 中國農村統計年鑒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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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시사점

1980년 이후 국 농업은 재배업의 비 이 감소하고 축산업의 비 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재배업은 식량작물의 비 이 감소하고 원 작물 

는 특용작물의 비 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하 다. 이러

한 변화과정에서 농작물 품목별 생산지역의 분포도 주산지 집 이 심화

되거나 주산지가 이동 는 확산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개 개방 이후 국의 식량작물 주산지 변동을 보면  생산은 남다

북소(南多北 )의 통 인 주산지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최  주산지

인 장강 하류와 남부연해지역의 재배면  유율이 감소하는 신 동

북3성의 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 다. 결과 으로 과거 남부지역에 

집 되었던  주산지가 차 북부지역으로 확산  이동되는 추세이다. 

 생산은 최  주산지인 황하 하류지역에 집 되는 경향이 있다. 옥수

수 생산은 이른바 ‘옥수수 생산벨트’에 포함된 황하 하류와 동북3성이 

주산지인데 2000년  들어 황하 하류의 비 이 감소하고 차 동북3성

으로의 생산 집 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두 생산은 황하 하류지역에

서 동북지역으로 주산지가 이동하는 추세이다.

국의 표 인 과일인 사과와 배는 발해만(渤海湾)지역이 통 인 

주산지이다. 사과는 자연지리조건상 최  생산지역으로 꼽히는 황토고원

지역으로 주산지가 이동하는 추세이다. 발해만지역은 사과의 산업화 수

이 높아 가공·수출기지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신 주산지인 황토고원

지역은 산업화 수 은 낮지만 발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향후 생산집

도 증가와 함께 산업화 수 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단된다. 국의 배 

생산은 통  주산지인 발해만지역의 생산집 도가 약화되는 가운데 

주산지가 국 으로 확산·이동하는 추세이다. 서남내륙과 서북지역에 

치한 성들이 신 주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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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채소류 생산은 황하 하류와 장강 하류지역에 집 되어 있으

며 두 지역 모두 집 도가 심화되고 있다. 다만 장강 하류지역은 2000

년  들어 재배면  유율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 축산업에서 돼지 사육은 황하 하류, 장강 하류, 서남내륙지역

에 집 되어 있으며 남부지역의 집 도가 높다. 개 개방 이후 장강 하

류지역의 유율은 다소 감소하는 반면 황하 하류와 동북지역의 비

은 소폭 증가하여 반 으로 돼지 사육이 북부지역으로 확 되는 추세

이다. 소 사육은 황하 하류,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지역에 집 되어 

있다. 돼지 사육이 남부지역에 집 된 것과 달리 소 사육은 남부지역의 

유율이 하락하고 북부지역의 비 이 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구분하고 개 개방 이후 30년 동안의 주요 

품목별 지역분포 변화를 찰한 결과 주목되는 것은 과거 남부지역에 집

되었던 주산지가 차 북부지역으로 확산 는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다. 품목별로 주산지 변동의 구체 인 양상은 차이가 있지만 체 으로 

황하 하류와 동북3성의 역할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동

북3성은 을 제외한 식량작물의 신 주산지로 부상하 고 생산집 도가 

에 띄게 증가하 다.

국은 넓은 국토면 으로 지역 간 농업생산여건이 상이하여 곡물 수

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크다. 국 31개 성·직할시·자치구 가운데 14개 

지역(하북성, 하남성, 산동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강소성,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사천성, 내몽고자치구, 신강자치구)은 곡물 주산

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9개 지역(산서성, 섬서성, 귀주성, 운남성, 경시, 

서자치구, 감숙성, 청해성, 하자치구)은 곡물 수 균형 지역, 나머지 

8개 지역(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강성, 복건성, 동성, 해남성, 서장

자치구)은 주요 소비지로 분류된다. 

곡물 과 공 지역인 14개 식량주산지  동북지역 흑룡강성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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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잉여식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생산량 비 잉여량의 비율(상품

화율)이 2009/10 양곡년도 기  63%(약 2,300만 톤)에 달한다. 길림성과 

요녕성은 각각 28%(653만 톤),  7%(98만 톤) 수 이다.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이 국 으로 곡물 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동북

3성은 그 어느 지역도 신할 수 없는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 정부는 동북3성을 가장 요한 상품식량 생산기지

로 지정하고 지속 인 식량증산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향후 동북3성의 

식량작물 생산집 도가 더욱 증가하여 식량주산지로서의 상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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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의 농산물 품목별 지역분포 

변동요인

제1절  분석의 시각

농업지역의 형성은 자연 인 요인과 사회경제 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타 지역에 비해 특정 작물의 재배면  는 생산량

이 량으로 집 된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는 주산지의 형성 요인과 과

정 역시 이들 요인을 심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농업 생산은 사람과 자연계가 상호 교류하는 생산부문으로서 자연자

원 조건, 특히 빛, 온도, 수분, 토양과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연자원 조건은 주산지의 형성과 발 에 가장 기본 이면서도 요한 

향 요인이다. 자연지리  측면에서 보면 농작물의 주산지 변동은 해당 

농작물의 생산이 최 지역으로 집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에서 농작물의 주산지 변동은 개 개방 이후 농가토지도 경 제

가 도입되어 농가들이 작목 선택의 자유를 가지게 된 것이 요한 계기

이다. 국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환된 이후 농민들은 작목 선

택시 수요변화, 투입재와 생산물의 가격 변동, 소비시장의 근 성 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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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요인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차 익숙해졌다. 특히 품목별 

상  수익성은 농가와 지역 단 의 작목 선택에서 요한 변수로 부상

하 다. 국 농업에서도 경제  요인이 특정 품목의 주산지 형성과 변

동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국에서 농작물의 주산지 형성과 변동에서 요한 향을 미치는 요

인은 정책  요인이다. 굳이 국이 아니더라도 한 국가에서 농작물의 

주산지 형성과 변동 과정에서 정책변수는 요한 향요인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치 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으로는 시장경제를 결합한 사회주

의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국에서 정책변수는 좀 더 특별한 의

미가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국의 농가토지도 경 제는 토지소유권

과 사용권의 분리를 제로 한 농  토지제도에 근거한다. 농가토지도

경 제의 실시는 농민으로 하여  작목선택의 자율권을 보장하 지만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이 분리된 토지제도로 인해 이러 러한 이유로 

토지사용권이 제약될 경우 농민들의 자율 인 의사결정 한 제약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장에서는 주산지 변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자연지리  

요인, 경제  요인, 정책  요인으로 별하여 국의 농작물 품목별 주

산지 변동 요인을 분석한다. 다만 선험 으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라는 

국 특색의 제도  특성상 국의 농작물 품목별 주산지 변동에서 정책

 요인이 좀 더 규정 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최 한 제시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제2절  자연지리적 요인

1. 식량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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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의 식량작물을 표하는 은 최  생산지역인 장강 하류와 함

께 남부연해와 서남내륙 등 남부지역에 집 으로 분포한다.  생산은 

북부지역 황하 하류와 남부지역 장강 하류에 집 되어 있다. 옥수수 

생산은 북부지역 황하 하류, 동북3성 그리고 서북지역에 집 되어 있

다. 두는 북부지역인 동북3성과 황하 하류이 표 인 생산지역이다.

국의  생산은 1980년 이후 남다북소(南多北 )의 주산지구조가 기

본 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부지역의 비 이 차 감소하고 북부

지역(특히 동북3성)의 비 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동

북3성은 기후조건에서 작물생장기 기온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 산온

도 는 평균온도의 연간 변화율이 20%에 달하며 이로 인해 한해(寒害) 

피해가 심하다. 

표 5-1  중국 동북지역의 토지개발 잠재력

단 위 : 만  ha, %

갈

지역
간석지 황무지 염지 소택지 모래땅 나 지 합계

개발 잠재면 59.8 165.4 570.4 56.0 345.5 46.6 3.1 1,246.8

개발 가능면 9.0 66.2 456.3 39.2 51.8 14.0 2.5 639.0

개발 가능비율 15.0 40.0 80.0 70.0 15.0 30.0 80.0 51.2

자료: 石玉林主编(2007), p.106에서 인용

그러나 동북3성은  생장조건은 남부지역에 비해 불리하지만 토지개

발 잠재력은 풍부하여 생산확 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북지역의 토지개발 잠재력은 1,247만 ha, 이 

 실제 개발이 가능한 면 은 약 640만 ha 정도이다. 이는 2006년 동북

지역 농작물 재배면  1,650만 ha의 약 40%에 해당하는 면 이다. 

1980년 이후 동북3성의  재배면 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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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한 역할을 하 고 주로 ‘흑룡강 농간계통(农垦系统)’20)에서 이루

어졌다.21) 흑룡강성은 삼강평야와 강(嫩江) 류지역 흑룡강(黑龍江), 

우수리강(烏 里江), 흥개호(兴凯湖)의 수자원을 이용하여 앞으로도 약 

70만 ha의 농지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녕성과 

길림성도 비록 수자원의 제약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각각 최  70만 ha

( 재 각각 65만 ha)까지  재배면 을 확 할 수 있을 것으로 망하고 

있다. 장기 으로 동북3성의 단립종  재배면 은 재의 378만 ha

에서 최  430만 ha까지 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2) 결과 으로 동

북3성의  재배면  유율 증가함에 따라 향후 국의  생산은 북부

지역의 비 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단된다. 이와 함께 동북3성이 단

립종 의 주산지인 까닭에 단립종  생산의 집 도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 

국의  생산은 동북3성의 재배면  비 이 폭 감소하고 황하

하류의 생산집 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황하

하류지역은 반건조·반습윤 기후지 로 연평균 강수량이 500~600mm에 

20) 국 특유의 농업경 형태인 ‘농간계통(农垦系统; Agricultural Reclamation System)’은 1949년 신

국 성립 이후 제  군인이 주축이 되고 이후 도시의 청년지식인이 량으로 참여하여 황무

지 개간을 통해 조성한 국 농장체계(State Farm System)를 의미함. ‘농간계통’은 국 31개 성·

자치구·직할시에 모두 분포하며, 일반 으로 국 농장을 심으로 한 국유제( 인민소유제) 

농업기업 형태로 존재함. 국의 농업부 조직체계상 ‘농간계통’과 련된 제반 업무를 총 하

는 농간국(农垦局; Bureau of Agricultural Reclamation)이 설치되어 있음.

21) 동북3성에서  재배면  확 된 요인으로 농업기술 개발  보  요인을 간과할 수 없음. 

1980년 이후 종부터 이앙 까지 벼를 건답 온실이나 비닐박막에서 기른 후 본답에 이앙하

는 보온육묘이앙기술이 개발·보 되어 기후제약( 산온도 부족)을 극복하고 재배면 을 확

할 수 있는 토 가 마련되었음. 재배기술의 발 으로  생산의 북방한계선이 확 됨에따라 

은 옥수수, 두와 더불어 동북지역의 3  식량작물로 성장하 음.   

22) 石玉林主编. ｢东北地区有关水土资源配置, 生 与环境保护和可持续发展的若干战略问题研究-农

业卷-｣, 科学出版社, 2007,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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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여 수자원 부족이 농업생산의 가장 커다란 제약요인이다. 이 지역

의 1인당 수자원 유량은 국 평균의 1/4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지역

은  재배에 부 합하고 과 옥수수가 비교우  작물이다. 황하 하류

지역의  생산 집 은 자연지리  조건에 기 한 지 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 옥수수

국의 옥수수 생산은 최  주산지인 황하 하류와 서남내륙지역의 

비 이 감소하고, 동북3성과 서북·청장고원의 비 이 증가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동북3성-내몽고자치구-황하하류(황회해)-서남지역을 잇는 국

의 옥수수 생산벨트는 세계 3  황  옥수수벨트의 하나로 옥수수 주산

지이다. 

1980~2009년 동안 국의 옥수수 재배면 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동

북3성과 내몽고자치구의 옥수수 재배면 이 최  주산지인 황하 하류

지역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북3성과 내몽고자치구를 포함한 서북·

청장고원의 비 이 증가한 반면 황하 하류는 감소하 다. 같은 기간 흑

룡강성과 길림성의 재배면  증가 규모는 각각 211.7만 ha, 126.7만 ha로 

국 1 와 3 를 차지하 다. 서북·청장고원에 속한 내몽고자치구는 

179.5만 ha로 2 를 차지하 다. 

라. 두

국의 두 생산은 황하 하류지역의 재배면  유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동북3성(주로 흑룡강성)과 서북·청장고원지역(주로 내몽고자치

구)의 생산 집 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동북3성과 내

몽고자치구를 아우르는 북부 두 생산지역은 독특한 자연조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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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분(油分) 형성과 축 에 유리하고 함량이 높아 통 으로 국의 

표 인 고함유(高油) 두의 주산지이다. 송 평야, 삼강평야, 요하평

야에 치한 동북3성과 내몽고자치구는 도가 높고 일교차가 크며 토

양이 비옥하고 우기와 여름철이 겹쳐 유분의 축 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두는 황하하류의 여름 두지역과 

남부 두지역에 비해 기름함유량이 1~2% 포인트 높아 고함유 두의 

생산잠재력이 매우 큰 주산지이다. 동북3성과 내몽고지역은 재배면 , 

단수, 총생산량, 품질과 상품화율 등 국의 두 생산에서 매우 요한 

지 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시장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다.

 

2. 원 작물  축산물

가. 채소류

국은 국토면 이 넓고 다양한 기후 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지리

 조건에 기 하여 계 별 채소 주산지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국

인 범 에서 채소류의 주년 생산이 가능하다. 

먼  황하(黃河)·회하(淮河)유역, 강소성과 안휘성 북부, 산동성과 하남

성 남부지역은  채소 주산지이다. 에 신선채소를 생산하여 국에 

공 한다. 6개 농업지역 구분법에 의하면 황하 하류와 장강 하류에 포

함되는 지역이다.

다음으로 여름·가을 채소 주산지는 두 곳이다. 북경시 연경 (延慶縣), 

하북성 장가구시(張家口 )  승덕시(承德 ), 내몽고자치구는 여름철과 

가을철에 신선채소를 생산하여 주로 북경과 천진의 소비시장에 공 한

다. 서북지역의 내몽고자치구를 제외하고 모두 황하 하류에 속하는 지

역이다. 한편 섬서성, 감숙성, 하자치구, 내몽고자치구, 황토고원지 , 

황하유역 개지구, 산서성 부지역은 고원(高原) 기후를 이용하여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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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며 주요 소비지인 동부지역에 공 한다. 이른바 ‘西菜东运(서부

지역에서 채소를 생산하여 동부지역으로 운송)’ 채소 생산기지이다. 내몽

고자치구, 감숙성, 하자치구는 서북지역, 섬서성, 황토고원지 , 황하유

역 개지구, 산서성은 황하 하류지역에 속한다.

산동성, 하북성, 하남성은 유명한 가을 채소, 특히 가을배추 주산지로 

이 지역에서 생산된 가을배추는 국으로 공 된다. 이들 3개 성(省)은 

국의 표 인 채소 주산지 성(省)이며 모두 황하 하류지역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국 남부지역에 치한 해남성, 서자치구, 운남성, 사천

성, 동성 서부, 복건성 동남부는 온화한 동 기 기후를 이용하여 과채

류  엽채류를 생산하여 북부지역에 공 한다. 해남성, 서자치구, 

동성, 복건성은 남부연해, 운남성과 사천성은 서남내륙지역에 속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  계 별 채소 주산지는 지역별 기후조

건에 기 하여 형성되었으며 부분 황하 하류지역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황하 하류지역이 채소 생산의 집 도가 높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지리  조건상 비교우 가 발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 과실류

1) 사과

1980년 이후 국의 사과 생산은 통 인 주산지인 발해만지역의 재

배면  유율이 감소하고 황토고원지역의 유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6  농업지역 구분법에 따르면 발해만은 황

하 하류지역의 산동성, 하북성, 북경시, 천진시와 동북3성의 요녕성을 

포함한다. 황토고원지역은 황하 하류지역의 섬서성, 산서성과 서북·청

장고원지역의 감숙성, 하자치구, 청해성을 포함한다. 발해만지역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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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과 요동성의 재배면  비 이 폭 감소하고, 황토고원지역의 섬서

성, 감숙성, 산서성의 비 이 폭 증가하 다. 

결과 으로 6  농업지역별로 보면 황하 하류지역에 속하는 산동성의 

유율이 폭 감소했지만 섬서성의 유율이 폭 증가하여 제1 의 사

과 주산지 성(省)으로 부상함에 따라 황하 하류지역의 생산집 도는 약 

70%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1980년 이후 유율이 폭 하락한 

요녕성이 속한 동북3성의 재배면  비 은 폭 감소하고, 유율이 폭 

증가한 감숙성이 속한 서북·청장고원지역의 비 은 폭 증가하 다.

표 5-2  중국의 주요 사과 주산지 기후조건 비교

지역

연

평균기온

(℃)

연

강수량

(mm)

1월

평균기온

(℃)

연

최 온도

(℃)

여름철

평균온도

(℃)

35℃

과일수

(일)

여름철

최 온도

(℃)

최 지역 8～12 560～750 -14～7 -27～-7 19～23 < 6 15～18

황토고원지역 8～12 490～660 -8～-1 -26～-16 19～23 < 6 15～18

발해만지역

-근해지역

-내륙지역

9～12

12～13

580～740

580～740

-10～-2

-15～-3

-24～-13

-27～-18

19～23

19～23

0～3

10～18

19～21

20～21

서남고원지역 11～15 750～1100 0～7 -13～-5 19～23 0 15～17

황하유역 14～15 640～940 -2～2 -23～-15 19～23 10～25 21～23

자료: 中国农业科学院·郑州果树研究所·果树研究所 等. 1984. 中国果树栽培学. 农

业出版社.

국 최 의 사과 주산지 성(省)으로 부상한 섬서성이 속한 황토고원

지역은 해발고도가 800~1,200mm로 높고 연평균 기온이 비교  낮다. 

한 일교차가 11.8〜16.6℃로 크고 토질이 좋아 우수한 품질의 사과를 생

산하는데 합한 지역이다. 한 사과 주산지가 공업지역과 거리가 멀어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무공해 사과의 생산에도 유리한 지역이다.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토고원지역은 다른 주산지에 비해 자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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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  생장조건에 가장 근 해 있는 지역이다. 국 ‘ 국사과지역계

획 원회’에서도 황토고원지역이 국에서 사과의 생태지표에 가장 부

합하는 지역으로 평가하 다.

 

2) 배

국 최  과일 생산지역인 발해만지역은 국의 최  배 생산지역이

기도 하다. 그러나 이 지역의 생산의 집 도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1980

년 51.3%에서 2009년 32.6%로 감소하 다. 6  농업지역별로 보면 황하

하류, 동북3성, 장강 하류지역의 재배면  유율이 고,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 남부연해지역의 유율 비 은 크게 증가하 다. 결과

으로 1980년 이후 국의 배 생산은 통  주산지의 생산집 도가 약화

되고 주산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통  주산지의 배 재배면  유률 하락은 재

배면 의 격한 감소 때문이 아니라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지역의 

재배면  증가속도가 상 으로 빠른 것이 주요 원인이다. 1980~2009

년 동안 국의 배 재배면 은 국 으로 3.6배 증가했으며 6  농업지

역별로는 동북3성이 1.6배, 황하 하류가 3배, 장강 하류가 3.1배, 남부

연해가 5.2배, 서남내륙이 10배, 서북·청장고원이 8.2배 증가하 다. 

1980년 이후 국 배 생산의 지역분포 변동을 자연지리  요인 측면

에서 보면 자연지리 으로 배 생산의 비교우 를 지닌 서부지역의 생산

집 도가 차 높아지는 상으로 악할 수 있다. 서남내륙과 서북·청

장고원을 포 하는 서부지역은 부분 해발 1,000m이상 고원지 로 일

조시간이 많게는 2,600시간 이상이며 일교차도 크다. 한 기후가 서늘

하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강수량이 어 합성 작용을 통한 양물질의 

축 에 유리하여 과일의 당도가 높고 색택이 좋으며 품질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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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  1980~2009년 동안 벼 재배면 이 4만 ha 

이상 크게 증가한 곳은 하북성, 사천성, 신강자치구, 섬서성, 귀주성, 운

남성으로 서부지역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부지역의 배 주산지는 서부온 지역, 건조지역, 운귀천(云貴川)고원

지역으로 구분된다. 서부온 지역은 섬서성 진령 이북, 감숙성 부분, 

하 은천 이남, 사천성 서북부지역을 포 한다. 이 지역은 연평균 강수

량이 300~600mm, 연평균 기온이 10℃ 이상, 1월 평균기온이 -8℃ 이상, 

10℃ 이상 산온도는 3,200℃ 이상이며 무상기간은 160일 이상이다. 이 

지역에 합한 과일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이다. 

건조지역은 내몽고자치구, 하자치구, 신강자치구와 청해성의 일부분

을 포함한다. 이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400mm 이하, 연평균 기온이 

6.9~10.6℃, 1월 평균기온이 -6.2~-12.6℃ 이상, 부분 지역이 10℃ 이상 

산온도는 3,500℃ 이하이며 무상기간은 부분 150일이다. 내몽고자치

구, 하자치구, 청해성 그리고 신강자치구 일부지역이 배 재배에 합

한 지역이다. 운귀천(云貴川)고원지역은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부분

을 포함하며 해발 고도가 1,200~1,600m이다. 이 지역은 장강 하류, 남

부연해지역과 함께 국의 표 인 배 품종인 ‘샤리(砂梨)’ 주산지이다. 

다. 축산물 

1) 돼지

돼지 사육은 사료로 사용할 량의 옥수수, 두 등 식량을 필요로 한

다. 따라서 산업연  측면에서 보면 양돈산업의 발 을 제약하는 가장 

요한 요인은 사료 원료의 공 이다. 돼지 사육 비용을 감하기 해

서는 돼지 사육 주산지는 옥수수, 두,  등 식량주산지에 분포하는 것

이 비교  합리 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의 돼지 사육은 옥수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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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인 사천분지(四川盆地), 황회(黄淮)유역 그리고 벼 주산지인 장강

하류 등 3개 지역이 주산지이다. 

6개 농업지역 구분법에 따르면 사천분지는 서남내륙지역, 황회유역은 

황하 하류지역 그리고 장강 하류지역이다. 2007/09년 6개 농업지역별 

돼지 사육두수 유율을 보면 장강 하류 26.8%, 황하 하류 23.5%, 서

남내륙 24.0%로 3개 지역이 74.3%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장강

하류지역의 비 이 다소 감소한 반면 황하 하류지역의 비 은 다소 증

가하 다. 결과 으로 남부지역에 집 되었던 돼지사육 주산지가 차 

황하 하류 식량주산지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1980/82～2007/09년 

동안 이른바 남부지역 3강(强)인 사천성, 호남성, 동성의 사육두수 

유율이 29.8%에서 24.6%( 경시 포함 28.0%)로 감소한 반면 북부지역 3

강(强)인 하남성, 하북성, 산동성의 유율이 16.0%에서 19.7%로 증가하

다.

최  돼지 사육 주산지인 사천분지는 아열  기후 의 습윤지역에 속

하고 강수량이 풍부하며 온도와 습도 모두 돼지 사육에 합하다. 한 

내륙 깊숙이 치하고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로부터 질병이 유입되

기 어려워 국의 요한 가축 염병 청정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지형이 

구릉지평야 주이고 기후  수리 개조건이 비교  좋아 옥수수, 서

류, 벼 등 식량생산량이 높고 청록사료자원이 풍부하여 각종 사료 공

이 원활한 지역이다.

하남성, 하북성, 산동성 등 황회유역은 국의 원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돼지고기 수출에 유리하며 인구가 많아 국의 주요 돼지사육 

주산지이자 돼지고기 주소비지이다. 지형이 평야 주이고 수리 개조건

이 비교  좋아 옥수수,  등 식량생산량이 높고 사료용 곡물의 공 이 

충분한 지역이다. 다만 온 기후 로 사계 이 명확하고 기후변화가 크

며 여름과 가을철 비가 많고 무더우며 겨울과 철이 춥고 건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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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이 어 돼지 질병이 비교  많이 발생한다. 한 교통이 편리하여 

돼지고기 운송이 활발하지만 돼지 염병 속도도 빠르고 방역·방제

에 어려움이 크다.

호남성, 호북성, 강소성, 안휘성 등 장강 하류지역은 사천분지와 마찬

가지로 아열  기후 의 습윤지역에 속하고 강수량이 풍부하며 온도와 

습도 모두 돼지 사육에 합하다. 인구가 많고 돼지사육 주산지이자 돼

지고기 주소비지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경

제가 발 한 지역에 인 하고 있어 지리 으로 비교우 를 지닌다. 수리

개망이 조 하게 구축되어 있는 주요 벼 주산지로서 청록사료자원이 

풍부하다. 다만 부분 지역이 옥수수, 두 등 사료원료 공 이 부족하

여 북부지역으로부터 운송해옴에 따라 사육 비용 상승 요인이 된다. 

한 교통이 편리하여 돼지고기 운송이 활발하지만 돼지 염병 속도

도 빠르고 방역·방제에 어려움이 크다.

2) 육우

국의 서부지역에 집 되었던 육우 사육 주산지가 차 북부지역으

로까지 확 되고 있다. 6  농업지역별로 보면 1980/82~2007/09년 동안 

최  사육지역인 서남내륙과 서북·청장고원의 사육두수 비 이 약 50% 

내외를 차지하는 가운데 주요 벼 주산지인 남부지역 장강 하류와 남부

연해지역의 비 은 30.7%에서 18.8%로 감소하 다. 반면 동북3성과 황하

하류지역의 비 은 18.0%에서 34.7%로 크게 증가하 다.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동북3성지역은 천연목장이 약 8,000만 ha(내몽

고자치구 일부, 하북성 북부지역 포함)에 달하며 매년 각종 농산물 바이

오매스 생산량이 약 5,900만 톤 정도이고 이를 가공하여 약 1,600만 톤 

정도를 사료용 먹이로 공 하고 있으나 아직도 50% 이상 활용하지 못하

고 있다.23) 이 지역은 사료자원이 비교  풍부하여 사료 원료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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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평균 수 보다 낮다. 한 육우의 생산효율이 높고 평균 체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고품질 쇠고기 생산에 비교우 가 있는 지역이다.

산동성, 하남성, 하북성이 표 인 황하 하류지역은 천연목장 면

이 약 88.5만 ha(안휘성 일부 포함)이며 매년 각종 농산물 바이오매스 생

산량이 약 3,860만 톤 정도이고 이를 가공하여 약 1,360만 톤 정도를 사

료용 먹이로 공 하고 있으나 아직도 50%가 합리 으로 이용되지 못하

고 있다.24) 이 지역은 각종 농부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어 사료자원이 

비교  풍족하여 육우산업 발 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생산집

도가 증가하고 있다.

국의 표 인 육우 주산지인 서북지역(신강자치구, 감숙성, 하자

치구)과 서남내륙지역(사천성, 경시, 운남성, 귀주성)은 천연목장과 산

간 지 면 이 넓고 사료와 농산물 바이오매스 자원이 비교  풍부한 지

역이다. 이용가능한 지 면 이 각각 약 800만 ha(섬서성 일부 포함), 약 

940만 ha( 서자치구 일부 포함)에 달한다. 한 매년 각종 농산물 바이

오매스 생산량이 각각 약 1,000만 톤, 약 3,000만 톤에 달하지만 아직도 

각각 40% 이상, 65% 이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육우 사육에 유리한 조

건을 갖추고 있다.25)

제3절  경제적 요인

1. 식량작물

개 개방 이후 국의 농업생산에서 가장 요한 변화 의 하나는 

농가토지도 제가 도입되어 생산자인 농민이 자기 책임 하에 농업생산·

23) 全国肉牛优势区域 局规划(2008－2015年)

24) 全国肉牛优势区域 局规划(2008－2015年)

25) 全国肉牛优势区域 局规划(2008－201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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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계획경제시기와 달리 농민들은 자신

의 의사에 따라 작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수익성은 작목선택에서 

요한 결정요인이 되었다. 

1980년 이후 국의  생산은 통  주산지인 장강 하류와 남부연

해지역의 재배면  비 이 감소하고 동북3성의 비 이 폭 증가한 것

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경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국의 통 인 (특히 장립종) 주산지인 남부연해지역과 장

강삼각주지역은 개 개방 이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제가 고속성장

하 고 공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남부연해지역과 장강삼각

주지역은 농작물 생장에 유리한 자연  조건과 함께 외향  경제발 에 

합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계획경제 시기에는 식량생산 주의 

농업정책이 실시되었고, 국가계획에 의해 지역별로 생산량 목표가 하달

되어 지역 간 토지의 가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

장경제의 발 으로 공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들 지역의 

비교우 성이 발 되어 농업용 토지사용의 기회비용이 증가하 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 과정에서 량의 농지가 비농업용으로 환되었고 이는 

 주산지인 이 지역의 재배면 이 감소하는데 일조하 다. 

1980년 이후 6개 농업지역별 농작물 재배면  통계를 보면 동북3성, 

서북·청장고원, 서남내륙지역은 증가한 반면 황하 하류, 장강 하류, 남

부연해지역은 감소하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구체 으로는 

1980~2006년 동안 남부연해지역의 복건성과 동성은 각각 8.1%, 27.5%, 

장강삼각주의 상해시와 강성은 각각 51.3%, 40.4% 감소하 다. 장립종 

 주산지인 복건성과 동성은  재배면 이 각각 46.4%, 49.6%, 강

성과 상해시는 각각 59.2%, 63.9% 감소하 다.26) 결국 남부연해지역과 

장강삼각주지역은 통 으로 유지되었던  생산의 비교우 가 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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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산지에서 주소비지로 환되었다.

둘째, 통   주산지인 장강 하류지역과 남부연해지역에서 미질

이 좋지 않은 조생종 장립종 에 한 보호가격 수매제도의 폐지도 이

들 지역에서  재배면  감소에 일조하 다. 1949년 신 국 성립 이후 

국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 의 식량공 지역이자 통   주

산지인 장강 하류지역과 남부연해지역에 하여 사실상의 생산 통제를 

실시하 다. 즉, 이 지역에서 미질이 좋지는 않지만 수확량이 많은 장립

종 (특히 조생종)의 재배를 장려하고 보호가격으로 수매해주었다. 그러

나 1993년 계획수매‧계획 매 제도가 완  폐지되어 식량수 의 시장조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1990년  반 이후 식량공  과잉 국면이 조

성되면서 이들 지역에 한 생산 통제도 상 으로 약화되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국 정부는  작부구조 조정과 품질 향상을 

해 2000년부터 수요가 고 수익성도 낮은 남부지역 조생 장립종 을 

보호가격 수매 품목에서 제외하 다.27) 이러한 조치는 조생 장립종  

재배 농가의 작목 환을 유도하여 결과 으로 장립종 의 재배면 과 

생산 감소를 래하 다.

셋째, 의 품종별 수요 변화와 비교 수익의 차이로 장립종 은 재배

면 이 감소하고 단립종 은 증가하 다. 결과 으로 수익성이 낮은 

장립종 의 주요 생산지역인 장강 하류, 남부연해지역은  재배면  

유율이 감소하 다. 반면 단립종 의 주요 생산지역인 동북3성은 

 재배면  유율이 폭 증가하 다. 

26) 동남지역의  재배면 은 1980년 865.8만 ha에서 2006년 570.4만 ha로 연평균 1.9% 감소하

음. 특히 동성은 418.5만 ha에서 211.1만 ha로 연평균 2.6%, 복건성도 169.5만 ha에서 90.8만 

ha로 연평균 2.4% 감소하 음.

27) 《关于进一步完善粮食流通体制改革政策措施的通知》(1999.5.30, 国发[1999]11호), 《关于部分粮食

品种 出保护价收购范围有关问题的通知》(2000.2.2, 国办发[2000]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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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주요 식량작물의 단위면적당 현금수익 변화 추이(1978-2008년)

자료: 國家發展和改革委員 價格司編.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匯編｣(2007年，

2009年).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립종 은 단 면 당 수익이 

장기간 장립종 을 비롯해 타 식량작물보다 높게 유지되었다. 농산물가

격이 1990년  반 등한 후 하락하는 국면에서 수익성이 악화된 장

립종 의 주산지인 남부연해와 장강 하류지역에서는 장립종 을 

체하여 고수익 작물로의 작목 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장강

하류지역의 강소성, 강성, 안휘성에서는 장립종 을 체하여 단립

종  재배가 크게 증가하 다. 이들 3개 성은 북부지역의 동북3성에 버

가는 남부지역의 표 인 단립종  주산지로 부상하 다.

1980년 이후 단립종 의 최  생산지역으로 평가되는 동북3성(특히 

흑룡강성)에서도 다른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단립종 의 재배면

이 크게 증가하 다.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이후 흑룡

강성의 식량작물별 수익성 변화를 보면 단립종 이 경합작물인 옥수

수, 두에 비해 수익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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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중국 흑룡강성의 주요 식량작물 순수익 비교

단 위 : 위 안 /ha

품 목 1980 1985 1990 1995 2000 2006 2009

단립종 773.1 1,653.7 1,864.2 5,444.8 2,761.2 4,726.9 3,763.0

 244.8 416.4 704.5 1,728.4 -679.1 253.7 1,243.6

옥수수  219.4 349.3 780.6 2,410.4 1,101.5 2,773.1 2,224.2

두  385.1 528.4 961.2 3,767.2 758.2 711.9 1,269.6

자료: 國家發展和改革委員 價格司編. 각연도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匯編.

표 5-4  중국의 주요 밀 주산지 간 순수익 비교

단 위 : 위 안 /ha

지 역 1990 1995 2000 2005 2009

국 평균 526.9  2,306.0 -126.9  1,185.1 2,246.4

북

부

지

역

동북 흑룡강성  704.5  1,728.4 -679.1    334.3 1,243.6

서북

청장

감숙성  883.6    725.4 -640.3 -394.0 -414.3

내몽고  943.3  3,361.2    643.3  2,255.2 1,406.9

황하

하류

하남성  641.8  3,632.8    585.1  1,803.0 3,069.9

산동성  388.1  4,816.4 -34.3  2,006.0 3,229.9

하북성  753.7  4,707.5    579.1  1,976.1 3,266.3

산서성 1,189.6  2,231.3 -223.9 -461.2 -253.4

섬서성 206.0  1,586.6 -477.6    652.2 544.3

북부 평균 713.4 2,847.8 -31.3  1,020.9 1,593.3

남

부

지

역

장강

하류

강소성  603.0  2,425.4 -95.5  1,897.0 2,913.7

안휘성 262.7  2,144.8 -52.2  1,450.7 3,051.1

호북성 -264.2    731.3 -1,670.1    210.4 390.5

서남

내륙

사천성 -92.5  1,658.2 -1,098.5 180.6 -1,280.5

귀주성 -162.7    319.4 -910.4 -2,228.4 n.a.

운남성  109.0  2,019.4 -959.7 -1,395.5 1,423.4

남부 평균 76.1 1,549.3 -798.5 19.4 1,299.6

자료: 國家發展和改革委員 價格司編. 각연도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匯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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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국의  생산은 동북3성과 서북지역의  재배면  

유율이 감소하고 황하 하류지역의 생산집 도가 심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동북3성지역은  재배가 폭 감소하 는데 경제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이 지역에서 의 단 면 당 수익이 경합작

물들과 비교하여 상 으로 낮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다.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북3성 가운데  재배면  유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흑룡강성에서 의 수익성은 장기 으로 가장 낮게 유지되었다.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수익성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높고 최  주산지인 황하 하류지역이 가장 높다. 이 지역에 속한 3  

 주산지 성(省)인 하남성, 산동성, 하북성의 재배 수익이 비교  높고 

안정 이다.

국의 최  옥수수 생산지역인 황하 하류지역은 밭작물 주 지역

으로 , 옥수수, 채소, 과수 간 경합이 심한 지역이다. 1980년 이후 국

으로 옥수수 재배면 이 증가하는 가운데 황하 하류지역에 속한 성

(省)들도 북경시와 천진시를 제외하고 재배면 이 연평균 0.1~2.0% 증가

하 다. 그러나 증가 속도가 동북3성, 서북·청장고원, 장강 하류지역에 

비해 떨어져 결과 으로 유율 비 은 다소 하락하 다. 옥수수 생산에 

필요한 최 의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동북3성(특히 흑룡강성)의 

유율 증가는 비교수익의 증가도 요한 요인이다. 흑룡강성에서 4  식

량작물 가운데 1990년  후반 이후 옥수수의 순수익이 단립종  다

음으로 높다(표 5-3 참조).

1980년 이후 국의 두 생산은 통 인 ·여름 두 주산지 던 

황회해지역(황하하류)의 재배면  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북부 

두지역(동북3성, 내몽고자치구 등)의 생산집 도가 심화되었다. 북부 

 두 주산지는 토양  기후조건이 고품질·고함유 두 생산에 최

의 조건을 제공한다. 1980~2009년 동안 이 지역의 두 재배면  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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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9.2%에서 59.3%로 폭 증가하 다. 국 최 의 두 주산지인 흑

룡강성의 유율은 같은 기간 22.6%에서 43.6%로 증가하 다.

표 5-5  황하중하류지역의 성(省) 간 주요 식량작물 순수익 비교

단 위 : 위 안 /ha

1990 1995 2000 2006 2009

하남성

642 3,632 585 3,219 3,070

옥수수 1,744 5,323 1,043 3,545 3,479

두 986 2,866 2,345 1,676 2,700

하북성

753 4,707 579 1,233 3,266

옥수수 1,029 5,297 1,304 3,072 4,260

두 1,103 2,943 1,776 3,200 4,151

산동성

389 4,965 -34 2,325 3,230

옥수수 1,124 3,613 1,887 3,566 5,675

두 1,294 3,582 1,831 3,407 5,499

산서성

1,190 2,231 -224 451 -254

옥수수 1,116 4,067 490 3,454 3,364

두 592 470 267 2,055 1,085

섬서성

205 1,587 -478 913 545

옥수수 607 2,291 -139 893 1,963

두 208 5,459 819 43 1,788

자료: 國家發展和改革委員 價格司編. 각연도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匯編. 

中國統計出版社

황회해지역(황하하류)의 두 재배면  유율 하락은 , 옥수수, 

두 간 경쟁에서  는 옥수수에 비해 두의 재배수익이 상 으로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 지역에 속한 하남성은 1980년 두 재배면

 유율이 12.7%로 흑룡강성(22.6%)에 이어 제2 의 두 주산지 으

나 2009년 5.1%로 폭 감소하 다.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남

성은 1990년 이후 체 으로 두의 재배 수익이 , 는 옥수수에 비

해 낮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남성의 1980년 식량작물 품목별 

재배면  비율은  44.3%, 옥수수 19.0%, 두 10.3%,  4.7% 순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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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9년에는 이 지역에서 수익성이 좋은 과 옥수수의 비 이 각각 

54.4%, 29.9%로 증가한 반면 두는 4.8%로 폭 감소하 다. 

2. 원 작물(과실류)

국의 사과 재배면 은 1990년  반까지 지속 으로 증가하 으나 

1990년  반 이후 감소 추세로 환되었으며 2000년  들어 약 200만 

ha 수 을 유지하고 있다. 2002년을 기 으로 통 인 사과 주산지인 

발해만지역의 산동성, 하북성, 요녕성의 재배면 은 지속 으로 감소하

는 반면 황토고원지역의 신 주산지인 섬서성, 감숙성은 증가 추세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림 5-2  중국 주요 농산물의 생산자 판매가격 변화 추이

자료: 國家發展和改革委員 價格司編. 2007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匯編

1990년  반까지 농산물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사과의 생산자 매

가격이 단립종 , , 옥수수 가격보다 높았다. 그러나 1990년  반 



제5장  국의 농산물 품목별 지역분포 변동요인 181

이후 농산물가격 하락 국면에서 사과의 생산자 매가격은 두를 제외

하고 기타 식량작물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이는 사과의 공 과잉에 의한 

것으로 이후 사과 재배면  감소 상이 국 으로 나타났다. 

사과 가격의 하락은 통 인 주산지를 심으로 작목 환을 진하

는 계기가 되었다. 황하 하류지역의 산동성과 하북성에서는 주로 과 

옥수수, 요녕성에서는 옥수수와 두로 작목 환이 이루어졌다. 2002년 

이후 사과의 생산자 매가격은 과 옥수수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재

배 지인 황토고원의 신 주산지를 심으로 재배면 이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  반 이후 발해만지역의 통 인 배 주산지 성의 재배면

이 감소 내지 정체하고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를 비롯한 

과일의 비교수익이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황하 하류지역의 

산동성, 화북성의 배 재배면  유율이 하락한 것은 이 지역에서 , 옥

수수 등의 식량작물 비교수익이 경합 작물인 과일, 두 등의 수익에 비

해 상 으로 높은 것도 주요 원인이다. 

3. 축산물(돼지)

국의 돼지 사육은 통 인 돼지사육 주산지인 사천분지(서남내륙)

와 황회지역(황하하류) 그리고 장강 하류지역 등 식량주산지으로의 집

 상이 뚜렷하다. 이는 돼지의 사육을 해서는 사료로 사용할 식량

의 안정  공 이 필수 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이 1990년  들어 교

배종(交配種) 비육용 돼지와 ‘옥수수- 두박’형 사료배합을 리 보 함

에 따라 옥수수,  등 식량주산지가 돼지사육의 비교우 지역으로 부상

하 다. 1980년 비 2009년 돼지 사육두수 유율이 증가한 황회지역의 

하남성(4.8%→9.6%), 장강 하류지역의 호남성(6.7%→8.6%)과 호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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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사천분지의 운남성(4.3%→5.8%) 그리고 남부연해지역의 

서자치구(3.4%→5.0%)는 국의 표 인 식량주산지이다. 사천분지에 

치한 사천성은 유율이 16.8%에서 10.9%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

히 국 최 의 돼지 사육 주산지로서 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료자원

의 종류가 가장 많고 생산량도 비교  많은 지역이다. 특히 황회유역과 

장강 하류지역의 돼지사육 주산지들은 부분 표 인 식량주산지로

서 사료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아 소비시장 잠재력이 크고 

경제가 발 한 지역을 근 거리에 두고 있어 시장규모도 커 돼지사육의 

비교우  지역이다.   

동북3성도 최근들어 돼지 사육두수의 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 지역은 도가 높고 기후가 한랭하며 겨울이 길어 

돼지 사육에는 제약이 있지만 추운 지역은 육류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일

정한 규모의 소비시장이 존재한다. 재는 수요 과지역으로 매년 일정

량의 돼지와 돼지고기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반입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

3성은 국의 표 인 옥수수와 두 주산지로 생산량이 황회유역의 

하남성, 하북성, 산동성을 과하여 국 으로 사료원료 공 능력이 가

장 풍부한 지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사육비용이 고 생

산의 규모화, 조직화 정도도 높으며 돼지가공업이 상 으로 발 한 것

이 특징이다. 아직은 돼지 사육두수나 돼지고기 생산량이 아직은 황회유

역, 사천분지 등에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발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국의 지역별 돼지 사육에서 에 띄는 동향은 장강 하류, 황하 하

류, 남부연해지역의 경제가 발 한 성(省)들은 인구가 많고 돼지고기 주

소비지로서 양돈업의 규모화 정도가 높지만 물, 기 등 에 지소비량이 

많고 규모 토지를 용할 뿐만아니라 환경오염 피해도 심각하여 차 

산간지역이나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상해시의 양돈장들이 차 강소성 북부, 안휘성, 강성 등지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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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동성 주강삼각주지역의 양돈장들은 차 동성 북부 산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 북경시는 5환(五环)내의 돼지사육기업들

을 주변의 근교 (县)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4절  제도·정책적 요인

국의 농산물 품목별 주산지의 형성과 변동 과정은 자연지리  조건

과 경제  요인 이외에도 제도 ·정책  요인이 요한 결정요인으로 작

용하 고 향후에도 주산지 변동에 커다란 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개 개방 이후 국 정부는 주로 식량을 안정 으로 공 하기 

한 목 에서 식량주산지를 육성·지원하고 식량재배 농가의 생산 극

성을 견인하기 한 일련의 주산지정책을 실시하 다.

국 정부는 개 개방 이후 식량의 자 자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식량작물을 상으로 한 일련의 주산지정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식량뿐만 아니라 주요 농축산물을 상으로 한 가장 표 이고 형

인 주산지정책은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 발표한 주요 농산물의 품목별 

지역배치 계획이다.

국 농업부는 2003년 2월 12일 ①WTO 가입에 따른 새로운 환경 

응, ②농업생산의 비교우  발휘, ③불균형 발 략의 실시, ④비교우  

생산지역  농산물 육성, ⑤시장경쟁력 향상, ⑥시장개방의 충격 완화, 

⑦농산물 수출 증 , ⑧주산지의 농민소득 증 라는 기본 구상하에 “비

교우  농산물 지역배치 규획優勢農產品區域 局規劃(2003~2007)”(이하 

‘제1차 지역배치 규획’이라 칭함)을 발표하 다.28) , 옥수수, 두, 사과 

28) 비교우  농산물(优势农产品)이란 ‘자원  생산조건이 양호하고, 상품율이 높으며 시장 망

이 밝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수입개방의 충격을 견뎌  수 있는 농산물 는 

수출경쟁력이 높은 농산물’로 개념정의됨. ‘비교우  생산지역’은 자연조건이 양호하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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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11개 품목을 상으로 비교우  생산지역을 지정하여 5년(2003~ 

2007) 동안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 농업부는 ‘제1차 지역배치 규획’의 실시를 통해 품목별로 비교우

가 강한 주산지로의 집 이 심화되고 식량작물의 9  비교우  산업

벨트가 보 인 수 에서 형성되었으며, 주산지에서 ‘농가+용두기업(龍

頭 業)+생산기지’ 유형의 농업산업화경 을 통해 해당 농산물의 산업

화 수 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하 다. 이를 토 로 농업부는 2008년 9월 

, , 옥수수, 두, 사과 등 총 16개 품목을 상으로 2015년까지의 육

성 계획을 담은 ‘ 국 비교우 농산물 지역배치 규획全国优势农产品区

域 局规划(2008-2015年)’을 발표하 다.

국 농업부는 2차례에 걸친 ‘비교우 농산물(优势农产品)’의 지역배

치 규획과 함께 2007년 7월에는 채소, 과일, 식량  유지작물, 음료식물

(차와 커피), 화훼, 섬유식물, 한약재, 식가축, 돼지·가 류·꿀벌, 수산물 등 

10종 114개 품목을 상으로 2006~2015년 동안 비교우 지역을 지정 육성

한다는 계획을 담은 ‘특색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特色农产品区域 局规划

(2006~2015)’을 발표하 다.

이하에서는 1차  2차 ‘비교우 농산물(优势农产品)’ 지역배치 규획

과 ‘특색농산물’ 지역배치 계획의 내용을 심으로 품목별 주산지 형성과 

변동에 미친 정책  요인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식량작물

가. 일련의 식량주산지 정책

1) 13개 식량주산지와 9개 상품식량 생산기지

규모가 크며 산업화경 이 강하고 지리  입지가 뚜렷한 주산지로 개념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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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식량작물의 재배면 , 생산량, 생산효율, 상품화율, 생산의 안

정성 등에서 타 지역보다 뚜렷한 비교우 가 존재하는 지역을 식량주산

지라고 포 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 인 정책자료에 근거하고 있지

는 않지만 국은 일반 으로 하남성, 사천성, 산동성, 흑룡강성, 강소성, 

안휘성, 호남성, 길림성, 하북성, 호북성, 강서성, 요녕성, 내몽고자치구 

등 13개 성·자치구를 식량주산지로 분류한다. 이  하남성, 하북성, 산

동성은 국의 3  식량주산지로 불린다. 

그림 5-3  중국의 13개 식량주산지 분포도

6  농업지역 구분법에 의하면 장강 하류 5개, 동북 3개, 황하 하류 

3개, 서북·청장고원 1개, 서남내륙 1개로 통 인 식량주산지인 장강

하류지역의 비 이 크다. 13개 식량주산지 성·자치구의 식량 재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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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은 1980/82년 68.8%에서 2004/06년 72.5%로 증가하 고, 생산량 비  

같은 기간 69.6%에서 75.8%로 증가하 다. 

그림 5-4  중국의 9대 상품식량 생산기지 분포도

국은 국토면 이 넓어 다양한 기후, 지형, 토양이 분포하여 지역별 

농업 생산조건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지역별로 식량자 이 가능한 곳도 

있고 식량이 부족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반입해야 하는 지역도 있다. 

국 으로 식량 수  균형을 이루기 해서는 과 생산지역의 잉여 식

량을 상품화하여 식량부족 지역에 원활하게 유통시키는 것이 매우 요

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은 식량주산지  식량을 상품화할 수 있는 여

력이 있는 9개 지역을 선정하여 이른바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분류하여 

정책 상으로 삼고 있다. 국의 9  상품식량 생산기지는 크게 생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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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양호한 4개 지역(태호평야(太湖平原), 동정호평야(洞庭湖平原), 강한

(江汉平原), 양호평야(鄱阳湖平原), 성도평야(成都平原), 주강삼각주(珠

江三角洲)), 식량증산 잠재력이 큰 1개 지역(강회지구(江淮地区) 그리고 

식량의 상품화율이 높은 2개 지역(송 평야(松嫩平原), 삼강평야(三江平

原))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상품식량 생산기지 육성

국 국무원은 상품식량 생산기지 선정  육성을 목 으로 1983년 2

월 3일 국가계획 원회의 ‘상품식량 생산기지 건설을 한 개  시범실

시 계획(關于 商品糧基地建設進行改革試點的報告)’을 비 하 다. 국 

정부는 생산책임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는 시 에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해서 의가격(議價)으로 수매하는 식량 외에 제6차 5개년 계획

(1980~85) 기간 후반부 3년 동안에 자연·경제  조건이 양호하고 식량증

산 잠재력이 비교  큰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별 상품식량 생산기지 건설

을 계획하 다. 

‘보고(報告)’는 ‘6.5 계획’ 기간 후반부 3년 동안 안휘, 강서, 호남, 호북, 

강소, 하남, 흑룡강, 길림 등 8개성 50개 (縣)을 시범 으로 선정하

다. 한 2005년까지 총 661억 안을 투자하 으며 50개 으로 시작한 

시범 은 재 1,000여 개 으로 확 되었다. 상품식량기지 의 식량 

재배면 , 생산량, 상품식량 공 량이 차지하는 비 은 각각 46%, 56%, 

65% 수 이다.

국 공산당 앙 원회는 1995년 ‘국민경제·사회발  ‘9.5계획’과 

2010년 장기목표에 한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九

五”计划和2010年远景目标的建议)’에서 식량공  증 와 식량 생산능력 

확 를 해 안정 인 상품식량 생산기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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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원회는 1996년 ‘국가 형 상품식량 생산기지 선설에 한 통

지(关于建设国家大型商品粮生产基地的通知)’를 하달하고 계획을 실행하

다. ‘9.5계획’(1996~2000) 이래 앙정부는 33억 안을 투자하여 19개 

성 53개 시( ) 300여개 (县)과 흑룡강성 개간지구(垦区)에 56개의 형 

상품식량 생산기지를 조상하 다.

3) 고품질 식량산업 로젝트 실시(優質粮食产业工程) 

국무원 상무 원회는 2004년 4월 ‘국가 고품질 식량산업 로젝트 건

설계획国家优质粮食产业工程建设规划(2004-2010)’을 채택하 다. 13개 식

량주산지 성마다 생산조건이 양호하고 잠재력이 큰 식량주산지 (县)이

나 국유농장을 선정하여 고품질 식량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로 한다. 2004~07년 동안 총 313억 안( 앙정부 투자 150억 안)을 투

자하여 13개 식량주산지 성에서 484개 식량주산지 (국유농장)을 선정

하여 1,20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335만 ha 규모의 식량생산기지를 조

성하 다.

4) 식량주산지 소득보  직 지불제 정책 

국 정부와 공산당은 2004년 ‘ 앙 1호 문건’에서 2002~03년의 식량

직불제 시험실시 결과를 토 로 2004년부터 식량재배 농민들의 소득 보

을 목 으로 식량주산지 성을 심으로 식량직 지불제의 국 인 

시행을 명시하 다. 재정부는 2004년 3월 23일 식량 소득보  직 지불

제의 시행시 유의사항을 담은 긴  통지(关于尽快落实对种粮农民直接补

贴)를 하달하 다. 한 2004년 3월 24일 식량직불제의 구체 인 실시 방

안과 재원으로 활용할 식량 험기 (粮食风险基金)의 사용범  조정에 

한 문건(关于实行对种粮农民直接补贴 整粮食风险基金使用范围的实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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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见)을 발표하 다. 재정부, 국가발 개 원회, 농업부, 국가식량국, 

국농업발 은행은 국무원의 비 을 거쳐 2005년 2월 3일 2004년도 식

량직불제 시행 경험에 기 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담은 문건(关于进一

步完善对种粮农民直接补贴政策的意见的通知)을 발표하고 정책 시행의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 다.

식량 소득보  직불제는 식량주산지 성의 식량작물 재배 농민들이 우

선 인 상이며 성별로 자체의 기 을 가지고 시행한다. 13개 식량주산

지 성은 성내 체 식량재배 농민을 상으로 하는 반면 나머지 성은 성

내 식량주산지 (시)의 식량작물 재배 농민들을 상으로 하되 구체

인 상과 범 는 성 정부가 자체 으로 결정한다. 

직 지불 상 품목은 4  식량작물( , , 옥수수, 두)이며 성 정부

가 자체 으로 상작물과 지불기 을 확정하도록 하 다. 소득보  직

지불제의 유형은 식량 재배면  기 , 세 부과 경지면  기 , 식량 

매량 기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앙정부 보조와 성 정

부 산 비율을 1:1.5로 하여 조성하는 식량 험기 을 재원으로 사용한

다. 식량 소득보  직 지불제 이외에도 식량주산지 성 는 을 심

으로 투입재 보조(우량종자보조, 농기구 구입보조, 농자재 종합직 지불

제)를 실시하여 식량주산지 농민들의 식량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5) 국가 식량안보 장기 계획과 식량주산지의 임무 

국무원 상무 원회는 2008년 7월 ‘국가 식량안보 장기 계획 요강(国

家粮食安全中长期规划纲要)’과 ‘길림성 500만 톤 식량 증산능력 건설 총 

계획(吉林省增产百亿斤商品粮能力建设总体规划)’ 채택하 다. 《纲要》는 

장기 으로 식량자 률을 95% 이상 유지하고, 식량을 2010년 5억 톤 

이상, 2020년 5억 4천만 톤 이상 생산한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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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산지를 심으로 최소 유지 경지면  1억 2,000만 ha, 1억 4,000만 

ha의 농지(基本農田)를 확보하도록 하 다. 길림성은 국의 주요 식

량주산지 성의 하나로 식량증산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总体规划》은 

5년 내에 길림성의 식량 생산량을 500만 톤으로 증 시킨다는 계획을 제

시하 다.

나. 품목별 지역배치 규획

1) 

은 1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2차 “계획”에서 동북평야지

역, 장강유역, 동남연해지역 등 3개 지역을  생산의 비교우 지역으로 

지정하 다. 이들 주산지는 시· 을 최소 단 로 하고 있어 행정구역 경

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6개 농업지역별로 악한 주요 생산지

역과는 체 으로 일치하고 있다.  

2차 “계획”에서는 2015년 까지  생산의 비교우 지역으로 선정된 19

개 성 739개 의  재배면 과 생산량의 유율을 각각 98%(약 2,950

만 ha), 99% 이상 되도록 하고, 녹색  유기 인증 면 을 각각 335만 ha, 

34만 ha로 확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여 향후  생산의 주산지 집 을 

더욱 강화하고 고품질  생산 증 에도 주력할 것임을 시사 다.

국의 주산지 육성정책은 품목별로 선정된 주산지의 생산 집 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산지를 심으로 품목별 농산업화 경 의 발 을 강조

하고 있다. 특히 ‘기업+생산기지+농가’가 연계된 농산업화 모델을 통해 

용두기업(龙头 业)이 농가와 연계하여 생산의 규모화, 표 화를 실 하

고 생산-가공- 매-수출을 계열화함으로써 품질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차 “계획”에

서는 의 농산업화 경 을 확 하여 계약재배 면 을 670만 ha 이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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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한편 20여 개의 랜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단립종  주산지인 흑룡강성은 ‘기업+생산기지+농가’가 연계

된 농산업화 모델을 통해 산업의 발 을 도모하고 수출지향형 가공

기업에 한 지원을 강화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극 모색하고 있다

2) 

국 농업부는 2003년 발표한 “우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2003~2007

년)”의 11개 상 품목에 을 포함시킨데 이어 2008년 발표한 “ 국 우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2008~2015년)”의 16개 상 품목에도 포함시켜 

주산지의 육성과 생산 집 을 도모하고 있다. 

1차 “계획”에서는 북경시와 천진시를 제외한 화북지역 부분과 화

지역의 강소성을 포 하는 황회해(黃淮海)지역, 화 지역을 포 하는 장

강 하류지역, 동북지역과 서북지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흥안령 기슭지

역 등 3개 생산지역으로 구분하 다. 1차 “계획”은 국  산업의 발

방향으로 3  주산지를 심으로 고  29) 품종  표 화 생산기술 보

으로 고   생산을 확 하고, 보통  생산을 안정화시켜 국내 수요

를 충족시키는 한편 동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 확 를 발  방향으로 제

시하 다. 한 2007년까지 3  주산지의  재배면  유율을 2001년 

비 약 20% 포인트 증가한 40% 이상으로 확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주산지의 생산 집 화를 도모하 다. 3  주산지의 하나인 황회해지역은 

 생산의 집 화가 두드러진 화북지역에 해당하며 지정된 주산지 

(縣)의 수도 가장 많다. 

29) 국은 제빵용 경질(硬質) , 제과용 연질(軟質)  등 고   생산이 어 국내 식품가공업

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단하고 북부지역   가을  주산지에서는 경질 

, 남부지역 가을  주산지에서는 연질  재배 확 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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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중국 밀 생산의 비교우위지역 분포도(1차, 2차)

2차 “계획”에서는  주산지를 좀 더 세분하여 황회해지역, 장강 하

류지역, 남부지역, 서북지역, 동북지역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 으며 포

함되는 시· 도 폭 증가하 다. 1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생산이 집

되고 있는 황회해지역에 속한 주산지의 수가 가장 많고 포 하는 지역

도 범 하다. 2차 “계획”은 2015년까지 5  주산지의  재배면 과 

생산량의 유율을 각각 93.6%(2,130만 ha), 95.2%(10,523만 톤) 이상으로 

확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주산지의 생산 집 화가 더욱 심화될 

망이다.

 

3) 옥수수

국 농업부는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우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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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배치 계획”의 상 품목에 옥수수를 포함시켜 옥수수 생산의 비교우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을 심으로 생산의 집 화를 도모하고 있

다. 1차 “계획”에서는 옥수수 생산벨트 가운데 북부지역의 동북-내몽고

지역과 황회해지역을 주산지로 지정하 다. 1차 “계획”은 2007년까지 2

 옥수수 주산지의 단수를 20% 이상 제고하고, 재배면  유율을 60% 

이상으로 확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 다. 한 주산지를 심으로 생

산 증 와 함께 동아시아지역으로 수출을 확 하고 옥수수의 주요 소비

지인 남부지역의 수입을 억제한다는 목표도 제시하 다. 1차 “계획”에서

는 황회해지역에 비해 동북-내몽고지역에 주산지를 더 많이 배치하 으

며 결과 으로 동북지역의 재배면  유율 증가에 향을 미쳤다. 

그림 5-6  중국 옥수수 생산의 비교우위지역 분포도(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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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획”에서는 옥수수 주산지를 좀 더 세분하고 확 하여 북부지

역, 황회해지역, 서남지역 등 3개 주산지를 지정하 다. 이들 주산지는 

체로 옥수수 생산벨트, 즉 동북3성-내몽고-화북-서남지역을 포 하고 

있다. 국 정부는 2차 “계획”을 통해 북부지역과 황회해지역의 생산집

도를 높이고 서남지역의 생산잠재력을 극 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2

차 “계획”은 2015년까지 3  주산지의 옥수수 재배면 과 생산량의 유

율을 각각  70%(2,077만 ha), 80%(1억 4,000만 톤) 이상으로 확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주산지의 생산 집 이 더욱더 심화될 망이

다. 한 주산지에서 ‘기업+생산기지+농가’가 연계된 농산업화를 극 

추진하여 용 옥수수 계약재배 비율을 30%로 확 하고 부가가치를 제

고한다는 발  목표도 제시하 다.

4) 두

두의 원산지인 국은 과거 세계 최 의 두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었다. 그러나 국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소득  생활수 이 향상되면서 

식용유 소비가 증한 반면 생산은 정체하여 국내 수 의 50~60% 정도

를 수입 두에 의존하는 세계 최 의 수입국으로 환되었다. 국 정

부는 2003년 “우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2003~07)”과 2008년 “ 국 우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2008~15)”에 두를 포함시켜 주산지로의 생산 집

과 생산 증 를 유도하는 강력한 주산지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계획”에서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내몽고 동부지역을 포함

하는 동북-내몽고 고함유(高油) 두지역을 두 주산지로 지정하 다(그

림 5-7 참조). 2007년까지 주산지의 ha당 단수를 2.24톤 이상으로 제고하

고, 기름함유량도 2% 포인트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하 다. 결과 으

로 동북지역  흑룡강성과 내몽고의 재배면  증가율이 폭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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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정부의 주산지 육성 정책이 주산지의 생산 집 화에 커다란 향

을 미쳤다.

그림 5-7  중국 대두 생산의 비교우위지역 분포도(1차, 2차)

2차 “계획”에서는 동북 고함유 두지역, 동북 남부 고함유 두  

단백질 두지역, 황회해 단백질 두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주산지를 세

분하 다. 국 정부는 국내 공 부족으로 두 수 의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망하고 주산지 육성정책을 통

해 생산의 집 화를 유도하고 단수  기름함유량 제고, 생산비 감을 

통한 수익성 증 를 도모하는 한편 시장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내시장의 

유율을 높이고 부족분은 수입으로 체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

차 “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주산지의 두 재배면 을 2005~07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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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54만 ha 증가한 655만 ha로 확 하여 유율을 67.4%로 증가시킬 계

획이다. 한 주산지의 생산량 비 을 72.6%(1,579만 톤) 이상 유지하고, 

평균 단수를 2007년 비 64kg 증가한 ha당 2.40톤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는 계획도 제시하 다.

두 주산지 육성 정책에 의해 통 인 두 비교우 지역인 동북지

역(내몽고 포함)의 유율은 지속 으로 확 될 것으로 망된다. 특히 

국 정부는 장기 으로 동북지역을 비GMO 두 생산기지, 유기농 

두의 생산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동북지역 외에 1

차 계획에서는 락되었던 황회해지역을 식용 두의 주산지로  육

성할 계획이어서 화북지역의 유율 증가도 상해 볼 수 있다.

2. 원 작물(과실류)

가. 사과

국은 사과 재배면 과 생산량이 각각 세계의 40%와 33%로 1 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도 세계 1 이다. 향후 국내소비 확 와 수출 증  

잠재력이 큰 사과 품목에 해서 국 정부는 2003년 발표한 “우 농산

물 지역배치 계획(2003~2007)”과 2008년 발표한 “ 국 우 농산물 지역

배치 계획(2008~2015)”에 포함시켜 지역별 합성이나 경쟁력을 고려하

여 주산지로의 생산 집 화를 추진하고 있다. 

1차 “계획”에서는 발해만지역(산동성, 요녕성, 하북성)과 서북 황토고

원지역(섬서성, 산서성, 하남성, 감숙성)을 주산지로 지정하 다(그림 5-8

참조). 1차 “계획”은 2007년까지 2개 주산지의 고품질 사과 비율을 30%

에서 50%로 확 하고, ha당 평균 단수를 9.0톤에서 14.9톤으로 제고한다

는 계획을 제시하 다. 한 고품질 사과의 수출량을 30만 톤에서 90만 

톤으로 늘려 세계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 을 6%에서 15%로 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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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향  발 략을 제시했다. 1차 “계획”은 통  주산지인 발해만

지역에 비해 서북 황토고원의 주산지 규모가 작게 설정되었지만 결과

으로는 생산 집 화 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5-8  중국 사과 생산의 비교우위지역 분포도(1차, 2차)

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발해만지역과 황토고원지

역을 주산지로 지정하 으나 포 하는 범 는 다소 확 되었다. 한 1차 

“계획”과는 달리 서북 황토고원지역의 주산지 규모가 발해만지역보다 확

된 것이 특징이다. 2차 “계획”은 2015년까지 2개 주산지의 사과 재배면

과 생산량의 유율을 각각 82%(134만 ha) 이상, 82%(2,800만 톤) 이상

으로 확 하고, ha당 단수를 20.9톤 이상으로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하

다. 한 주산지 사과 생산량의 40% 이상을 가공할 수 있도록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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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 시키고, 신선사과와 사과즙의 수출액 비 을 각각 70%, 99% 이상

으로 확 한다는 목표도 제시하 다.

한편 국 정부는 서부지역 농 의 생태환경 복원과 농민소득 증 를 

해 서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황토고원지역을 포함하는 서부지역의 

과일산업을 극 육성하고 있다. 이는 서북지역의 과일 면  확 에 커

다란 향을 미치고 있다.

나. 배

국 정부는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우 농산물 지

역배치 계획”에 배 품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배 생산의 심이 통

인 주산지인 발해만지역에서 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서부지역

의 재배면  유율이 증가하는 것은 서부 개발 정책과 련이 있다. 

서부지역은 국에서 경제가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자연지리환경이 

복잡하고 농업생산에 합한 토지면 이 제한되어 있다. 한 서부지역

의 자연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수자원부족, 토양유실, 사막화 등 

생태환경도 갈수록 악화되어 경제발 과 생활수  향상을 제약하고 있

다. 서부지역은 농민소득도 가장 낮아 농  빈곤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

하고 있다. 

국 정부는 농민소득 증 와 생태환경 개선을 해 서부지역의 자연

조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토양보호  수자원이용에 합한 과수산

업의 발 을 극 추진하고 있다. 서부지역은 한 , 온 , 아열 , 열  

과일을 골고루 생산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 합

한 과수를 재배하는 것은 토양유실 방지, 수자원 이용, 생태환경 개선에 

요한 역할을 한다. 한 과수는 다년생, 심근성 작물로 강한 내한성, 

내건조성, 응성이 뛰어나며 척박한 토지에서 생장능력이 우수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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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산지, 사막지역에서도 합한 작물이다. 한 번 식재로 다년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산림조성으로 토양유실과 사막화를 방지하고 생태환경

을 개선할 수 있어 경제  가치가 매우 크다. 

국 정부는 소득수 이 낮은 서부 농 지역에서 소득증  측면에서

도 과수산업의 발 을 극 추진하고 있다. 빈곤지역에서 소득 작물인 

과수산업의 발 은 농민소득 증 에 실질 으로 기여할 수 있다. 과수재

배업의 발 과 함께 국 정부는 서부지역의 과일가공산업의 발 도 동

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수한 기후조건으로 과수의 품질이 좋아 이를 이

용한 가공품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5절  시사점

농업생산의 특성상 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주산지 형성과 변동은 

지역 간 자연지리조건의 차이가 가장 기본 인 향요인이다. 품목별로 

생산집 도가 증가한 지역은 기후, 토양, 수자원 등 자연지리조건상 

부분 해당 품목의 생산에 비교우 가 있는 지역이다. 농업생산에서 가장 

기본 인 ‘ 지 작’의 원칙이 반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품목

별 주산지 변동에서도 이러한 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망된다.

을 제외한 식량작물의 신 주산지로 부상한 동북3성은 토양이 비

옥할뿐만 아니라 개간 등을 통한 토지개발 잠재력이 풍부하여 식량작물

의 재배면  확 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북3성의 식량 재배면

 증가는 ‘농간계통’이 주도한 개간이 요한 역할을 하 다. 장기

으로 토지개발 잠재력이 약 640만 ha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향

후 동북3성의 식량생산 집  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은 국토면 이 넓고 다양한 기후 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지리

 조건에 기 하여 계 별로 채소, 여름·가을채소, 가을배추, 겨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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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주산지를 형성하 다. 5  계 별 채소 주산지는 지역별 기후조건에 

기 하여 형성되었으며 부분 황하 하류지역과 직간 으로 연결되

어 있다. 사과의 신 주산지로 부상한 황토고원(黄土高原)지역은 ‘ 국사

과지역계획 원회’가 국에서 사과의 생태지표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

으로 평가한 곳이다. 사과 주산지가 공업지역과 거리가 멀어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무공해 사과의 생산에도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배 

생산의 집 도가 증가하고 있는 서남내륙과 서북·청장고원지역도 기후

가 서늘하고 일조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강수량이 어 합성 작용을 

통한 양물질의 축 에 유리하여 과일의 당도가 높고 색택이 좋아 우수

한 품질의 배 생산에 비교우 가 있는 지역이다. 

축산업에서 돼지 사육은 사료로 사용할 량의 옥수수, 두 등 식량

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산업연  측면에서 보면 양돈산업의 발 을 제

약하는 가장 요한 요인은 사료 원료의 공 이다. 돼지 사육 비용을 

감하기 해서는 돼지 사육 주산지는 옥수수, 두,  등 식량주산지에 

분포하는 것이 비교  합리 이다. 표 인 육우 주산지인 서북지역(신

강자치구, 감숙성, 하자치구)과 서남내륙지역(사천성, 경시, 운남성, 

귀주성)은 천연목장과 산간 지 면 이 넓고 사료와 농부산물 바이오매

스 자원이 비교  풍부한 지역이다. 

국에서 농작물의 주산지 변동은 개 개방 이후 농가토지도 경 제

가 도입되어 농가들이 작목 선택의 자유를 가지게 된 것이 요한 계기

이다. 국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환한 이후 농민들은 작목 선

택시 수요변화, 투입재와 생산물의 가격 변동, 소비시장의 근 성 등 경

제  요인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차 익숙해졌다. 특히 품목별 

상  수익성은 농가와 지역 단 의 작목 선택에서 요한 변수로 부상

하 다. 국에서 시장경제가 발 하면 할수록 수익성 지표는 주산지 변

동에서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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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산지로 부상한 동북3성지역에서 경합작물의 단 면  당 수

익은 단립종 , 옥수수, 두,  순으로 형성되어  재배는 감소하고 

상 으로 수익성이 좋은 , 옥수수, 두 재배는 크게 확 되었다. 

과 옥수수의 최  생산지역인 황하 하류지역은 밭작물 주 지역으로 

은 경쟁력이 없고 , 옥수수, 채소, 과수 간 경합이 심한 지역이다. 

의 수익성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높고 최  주산지인 황하 하

류지역이 가장 높다. 

1990년  반 이후 농산물가격 하락 국면에서 사과의 생산자 매가

격은 두를 제외하고 기타 식량작물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이는 사과의 

공 과잉에 의한 것으로 이후 사과 재배면  감소 상이 국 으로 나

타났다. 사과 가격의 하락은 통 인 주산지를 심으로 작목 환을 

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이후 사과의 생산자 매가격은 과 옥

수수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재배 지인 황토고원의 신 주산지를 심

으로 재배면 이 확 되는 추세이다. 국의 돼지, 육우사육은 기본 으

로 사료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주산지 형성에 비교우 가 있다. 이와 함

께 소비시장의 근 성도 주산지 형성에 커다란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국에서 농작물의 주산지 형성과 변동에서 요한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정책  요인이다. 굳이 국이 아니더라도 한 국가에서 농

작물의 주산지 형성과 변동 과정에서 정책변수는 요한 향요인의 하

나이다. 그러나 정치 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으로는 시장경제를 결합

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국에서 정책변수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이 분리된 농 토지

제도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제약될 경우 농민들의 자율 인 의사결정 

한 제약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향후에도 국의 품목별 

주산지 변동은 정책  요인의 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 농업부가 2003년(11개 품목)과 2008년(16개 품목) 두 차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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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산물의 품목별 지역배치계획, ‘ 국 5,000만 톤 식량증산능력 계

획(2009~2020년)’, ‘ 국 채소 지역 발 계획(2009~2015년)’, ‘ 국 

배 지역 발 계획(2009~2015년)’ 등은 주산지 변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표 인 정책이다. 주산지정책은 품목별로 선정된 주산지의 생

산 집 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산지를 심으로 품목별 농산업화 경 의 

발 을 강조하고 있다. 품목별 수  안정이라는 목표 외에, 주산지를 

심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궁극 으로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외

지향 인 목 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국의 농산물 품목별 주산지의 형성과 변동에서도 제도 ·정책

 요인은 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은 개 개방 이후 

경제 으로는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운용하고 있지만 정치 으로는 엄

연히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 지역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은 거시조정의 목표가 제시되면 행정체계

들 통해 쉽게 토지사용권을 제한하고 목표를 달성할 있는 시스템이 형성

되어 있다. 

를 들어 국은 장기 으로 95%의 식량자 율을 유지하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해 ‘ 국 5,000만 톤 식량증산능력 계획(2009~2020

년)’을 통해 2020년까지 5,000만 톤의 식량을 증산하고 경지면 을 18억 

무(약 1억 2천만 ha)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 다. 국 정부는 목표 

실 을 해 핵심지역(동북지역, 황회해지역, 장강유역), 식량생산량이 

많은 특정 , 비지역, 기타지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생산량 확  목표

를 구제 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식량증산에 한 성장(省长)책임제 

실시를 명시하여 주산지로의 생산집 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단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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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결론

제1절  전문 요약

1. 국의 지역구분과 지역별 농업여건

국의 농업지역 구분은 연구목 에 따라 다양한 구획안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지리의 향을 크게 받는 농업생산의 특성을 고려하

여 통 인 4  자연지리지역 구분법을 차용하여 먼  북부, 남부, 서북 

 청장고원의 3  지역으로 구분하 다. 다음으로 3  지역 내부 으로 

농업생산에 향을 미치는 동일한 특성의 자연지리조건과 과거 6  행

정구역체계를 참고하여 동북3성(東北三省), 황하 하류(黃河中下游), 장강

하류(長江中下游), 남부연해(南部沿海), 서남내륙(西南内陆), 서북‧청장

고원(西北‧青藏高原)의 6  농업지역으로 세분하 다. 

국 최 의 농업지역인 장강 하류지역은 기후 으로 1년 2작~3작

이 가능하고, 지형 으로 평야가 넓게 분포하며 수자원이 풍부하여 6개 

농업지역 가운데 비교우 가 가장 뚜렷하다. 장강 하류에 치한 평야

지역은 국 제3의 평야지역으로 식량주산지이다. 이  강한평야,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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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야, 양호평야, 태호평야, 강회평야는 국의 주요 상품식량 생산기

지이다. 가뭄과 홍수는 이 지역의 농업생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다.

황하 하류는 화문명의 발상지인 “ 원(中原)”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서 농업생산의 역사가 유구하다. 장강 하류지역에 버 가는 농업지역이

다. 기후조건상 1년 2작 는 2년 3작이 가능하며, 지형 으로 황하하류

에 국 제2의 평야인 화북평원, 하류에 세계 최 의 황토침  지형으

로 부드러운 토질과 가용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황토고원이 분포하여 

농업생산의 비교우 가 있다. 그러나 황토고원의 토양침식 문제, 수자원 

부족 문제 그리고 연간 변화율이 큰 강수로 인한 가뭄  홍수피해 그리

고 알칼리성토양 문제는 이 지역의 요한 농업생산 제약요인이다. 

남부연해지역은 기후조건상 1년 2~3작이 가능하며 겨울철에 과채류, 

열 ·아열  과일  경제작물의 생산에서 다른 농업지역에 비해 비교우

가 뚜렷하다. 지형은 부분 구릉산지로 평야지역이 넓지 않지만 동

성에 치한 주강(珠江)삼각주평야는 국의 주요  주산지이자 9  상

품식량 생산기지의 하나이다. 

동북3성은 평야지역(송 평야, 삼강평야, 요하평야)이 넓게 분포하고 

세계 3  흑토지 의 하나로서 토양이 비옥하여 농작물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삼강평야, 송 평야는 국의 주요한 상품식량 생

산기지이다. 한 겨울철 기온이 낮아 부분의 병해충이 월동하지 못해 

농작물의 병충해 피해가 고 농약사용량도 다. 한 긴 겨울은 토양

의 유기질 축 에 유리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온이 낮고 겨울이 길고 추우며 다른 농업지역에 비해 열

량이 부족하여 농작물의 온·냉해 피해가 심하다. 기후조건상 작부유형

은 1년 1작이 일반 이다.

서남내륙지역은 다른 농업지역에 비해 기후와 지질·지형·지세가 다양

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자연지리조건과 지역 내 소수민족의 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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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방식이 어우러져 이른바 ‘특색농업’지역으로 불린다. 서북·청장

고원지역은 강한 륙성기후로 인해 강수량이 고 매우 건조하다. 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농작물의 생산에 불리하지만 일교차가 커 과일, 면

화 등 주요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하다. 서북지역은 국의 주요 목축업

기지로서 내몽고 원은 국 최 의 자연목축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

에서는 과도한 방목과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사막화문제가 주요 해결 

과제이다. 

한 국가나 지역의 농업 성장·발 은 자연지리조건과 사회경제조건이 

결정 인 역할을 한다. 6  농업지역의 기후, 토양, 수자원 등 자연지리

 조건을 비교하면 국의 동부지역에 치한 장강 하류, 남부연해(이

상 남부지역), 황하 하류, 동북3성(이상 북부지역)이 서부지역에 치한 

서남내륙과 서북·청장고원에 비해 비교우 가 있다. 사회경제  조건에

서도 장강 하류, 황하 하류, 남부연해지역은 경제규모, 소비시장, 농

주민 소득, 도농 간 격차 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 가 있다. 

농업성장 실 에서도 장강 하류(28.1%)와 황하 하류(27.6%) 두 지역

은 국 농림어업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이 55.7%로 국을 표하는 

농업지역이다. 이  황하 하류지역은 장강 하류지역과 비교하여 농업

경제의 상이 치 높아지고 있다. 결과 으로 국 경제의 성장과정에

서 지역 간 농업경제의 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의 주된 내용은 과

거 남부지역에 집 되어 있던 농업생산의 심이 북부지역으로 확 되

고 있다는 것이다. 북부지역 동북3성은 식량 생산  공 에서 그 역할

이 차 커져 국에서 가장 요한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부상하 다. 

국의 동부지역에 치하면서 자연지리, 사회경제 등 농업생산조건

의 우 를 하고 있는 장강 하류, 황하 하류, 남부연해지역은 토지/노

동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집약  농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경제가 발 한 지역이라는 에서 토지의 기회비용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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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이로 인해 토지를 두고 작물간 경쟁이 심하다. 한 농 에 과잉노

동력의 존재하는 형 인 이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동북3성

과 서북·청장고원지역은 토지/노동 비율이 높아 규모화, 기계화 농에 

합한 지역으로서 조방  경 의 특성을 나타낸다. 

2. 국의 지역농업구조와 성장 특성

가. 지역농업구조 비교

장강 하류와 황하 하류지역은 농업생산요소 투입과 산출에서도 다

른 지역에 비해 우 를 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 사회경제조건이 변화

하는 패턴과 마찬가지로 장강 하류지역에 비해 황하 하류지역의 상

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더불어 동북3성과 서북·청장고원의 상도 제고

되는 추세여서 과거 남부지역에 집 되어 있던 국 농업의 투입과 산출

이 황하 하류, 동북3성, 서북·청장고원을 포 하는 북부지역으로 차 

확산 는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경제성장과정에서 국의 산업구조는 생산과 고용 양 측면에서 농업

의 비 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다. 이는 국에서도 성장의 일반

법칙이 외없이 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산구조는 농업의 

비 이 가장 낮아지는 변환 을 통과했지만 고용구조는 아직도 변환

이 나타나지 않아 산업구조 변화의 표 패턴과는 괴리가 존재한다. 

6개 농업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서도 농업경제의 지  하락과 고용구

조의 비 형화 상이 공통 으로 찰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에는 기

조건의 차이로 인해 산업구조 변화 패턴에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를 들어 경제발  수 이 높은 장강 하류와 남부연해지역은 최근 고용

구조에서도 변환 을 통과하 다. 반면 국의 요 상품식량 생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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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상한 동북3성은 고용구조상 1990년  후반 이후 농림어업의 비

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산업구조 변화에서 고용구조의 비 형화가 더

욱 심화되었다. 다만 추세 으로 볼 때 지역별로 경제성장이 장기 으로 

지속되면 산업구조 변화가 표 패턴에 근사하게 될 것으로 단된다.  

국의 농업생산구조는 재배업이 농업성장을 주도하던 구조에서 재배

업과 축산업이 함께 농업성장을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하 다. 이러한 구

조변화 추세는 6개 농업지역에서도 외없이 찰되었다. 특히 동북3성

과 황하 하류지역이 이러한 변화 추세가 가장 뚜렷하다. 반면 주요 재

배업지 인 장강 하류지역은 변화 추세가 상 으로 미약하다.

국의 지역별 재배업 작부구조는 토지집약 인 식량작물의 비 이 

감소하고 노동집약 인 채소류, 과실류, 경제작물의 비 이 증가하는 방

향으로 변화하 다. 동북3성은 외 으로 2000년  들어 식량작물의 비

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식량작물의 비  감소 추세는 2004년 이

후 국 정부가 강력한 식량증산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주춤한 상태이

다. 이는 향후 국의 농업생산구조 변화 과정에서 제도 ·정책  요인

이 요한 향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지역 간 농업성장 격차

국의 농업지역 간 농업성장의 격차를 분석하기 해 지역별로 요소

생산성과 요소 체 계를 분석하 다. 지역별로 노동생산성을 계측한 결

과 토지/노동 비율이 높은 동북3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지/노동 

비율이 낮은 장강 하류, 남부연해, 황하 하류가 뒤를 이었다. 1980년과 

비교하여 농업지역 간 노동생산성의 순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한편 

토지생산성은 토지/노동 비율이 낮아 집약 농을 실시하는 남부연해, 장

강 하류, 황하 하류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1980년과 비교하여 서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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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지역의 토지생산성이 크게 하락하 다.

노동생산성 성장은 1990년  이 까지는 체 으로 토지/노동 비율

이 악화되는 가운데 토지생산성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

년  들어 토지생산성의 성장과 함께 토지/노동 비율도 노동생산성 성장

에 정(正)의 기여율을 나타내는 추세이다. 1980년 이후 지역별 토지/노동 

비율은 1990년  를 기 으로 ‘V’자형의 성작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

만 1990년  이 에 비해 토지생산성의 노동생산성 성장에 한 기여도

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1980~2009년 동안 국의 농업총요소생산성은 시기별 변동이 심한 특

성을 보이는 가운데 연평균 2.9% 성장하 다. 농업총요소생산성지수를 

분해한 결과 기술 진보(연평균 4.4%)와 기술효율성 하락(연평균 -1.4%)이 

병존하는 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모든 농업지역에서 공통 으

로 찰되었다. 이는 지역별로 농업총요소생산성의 성장이 생산 론티어

의 상향이동을 의미하는 기술진보에 한 의존이 뚜렷한 기술유발형 성

장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역별 농업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개 개방 이후 농업생산요소

의 투입  산출에서 상이 크게 제고된 황하 하류지역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남부연해(4.0%), 동북3성(3.3%), 장강 하류

(3.3%) 순으로 나타났다. 국을 표하는 농업지역이던 장강 하류는 농

업산출의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 하여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상

으로 낮다. 자연지리  사회경제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열 에 있는 서북·청장고원(1.8%)과 서남내륙지역(-0.1%)의 농업총요소생

산성 증가율은 국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 고 특히 서남내륙지역

은 부(负)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의 농업지역별 농 가구 1인당 평균 소득은 장강 하류, 황하 하

류, 남부연해, 동북3성, 서북‧청장고원, 서남내륙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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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소득 순 는 지역의 경제규모와 하게 련되어 경제규모가 

큰 지역의 소득이 높고 경제가 낙후한 지역의 소득은 낮게 나타났다. 지

역 간 농업성장 격차의 수렴성을 분석한 결과 개 개방 기 다소 완화

되었으나 개 의 효과가 소진된 1980년  반 이후 지속 으로 발산

(divergence) 추세를 나타냈다. 2000년  반 이후 소득 격차의 발산 추세

가 꺽여 수렴(convergence)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역 간 성장격차가 완화

되는 추세이다. 각 지역 내부의 소득격차는 장강 하류, 남부연해, 황하

하류지역의 경우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 서남내륙지역은 격차가 

확 되고 있으나 그 정도가 약한 편이다. 반면 동북3성과 서북·청장고원

지역은 변동이 심하긴 하지만 수렴(convergence) 상이 측되었다.

다. 지역별 농업성장 략-‘12.5 규획’을 심으로

국의 ‘12.5 규획’에서 강조되고 있는 ‘도농 통합발  강화’와 ‘농업·

농  발  기  강화’는 국이 ‘12.5 규획’ 기간  추진 방향으로 설

정한 내수 확 와 하게 련되어 있다. 국 정부는 농 지역의 소

비  투자 확 는 국의 내수확 를 획기 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농 통합발 ’은 본질 으로 이 경제구조 해소 

는 ‘농 의 도시화’를 의미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도농 

간 소득격차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내수도 진작시킨다는 경제발  

략에 기인한다. ‘농업·농  발  기  강화’는 주로 농업·농 인 라 구

축이 주요한 내용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  농 생활환경 개선사

업을 극 추진하여 농 지역의 소비  투자를 확 함으로써 내수확

에 기여한다는 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도농 통합발  강화’  

‘농업농  발  기  강화’는 ‘농 지역 소비  투자 확  → 내수 확  

견인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방식에서 내수주도형 경제성장방식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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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라는 경제성장 략 실 을 한 요 정책과제로 부상하 고 향

후 지속 으로 시될 것으로 보인다. 

‘12.5 규획’ 기간의 농업지역별 성장 략은 일반성과 특수성의 상호 

결합이 에 띈다. 일반성 측면에서 보면 2020년까지 장기 으로 식량자

율을 95% 수 에서 유지하기 해 지역별 식량 증산목표가 부여된 상

황에서 식량산업의 발 을 시하되 지역별로 농업구조 조정을 통해 비

재배업, 특히 축산업의 발 을 진하여 성장주도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략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투입증 를 통한 조방  성장 방식에서 

생산성, 효율성 향상을 통한 내포  성장 방식으로 농업성장 방식을 

환한다는 략도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농업기계화 수  제

고, 농업기술 신, 우량종 개발  보 , 고품질·고효율 농업을 극 추

진하여 농업의 화를 실 하고 농업산업화를 극 추진하여 생산, 유

통, 가공단계에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 시키는 략도 공유하고 있다. 

한편 특수성 측면에서 보면 각 지역별로 자연지리  사회경제조건의 

비교우 를 최 한 활용하는 방향에서 성장 략을 제시하고 있다. 를 

들어 국 최 의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부상한 동북3성은 국의 95% 

식량자 율 유지를 한 보루로서 식량산업의 발 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규모 소비시장을 끼고 있는 황하 하류와 장강 하류지역은 시

설농업의 발 과 농산물 가공업의 발  그리고 수출지향형 농업의 육성

이 강조되고 있다. 

남부연해지역은 기후조건상 열 작물 생산에 비교우 가 있어 열 작

물의 생산증 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수출확 가 요한 

성장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다. 기후와 지질·지형·지세가 다양하여 독특

한 비교우 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민족의 통 인 농업생산

방식이 어우러져 이른바 국의 ‘특색농업’지역으로서의 상을 지니고 

있는 서남내륙지역은 , 통문화의 기능을 극 활용하고 특색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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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생산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농업성장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서북·청장고원지역은 이 지역의 비교우  농산업인 축산

업의 발 을 특히 시하고 있다. 

4. 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지역분포 특성

가. 식량작물

1980년 이후 국의  생산은 남다북소(南多北 )의 통 인 주산지

구조가 기본 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국의 최   주산지인 장

강 하류와 남부연해지역의 재배면  유율이 감소하는 신 동북3성

의 유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과거 남부지역에 집 되었던  생산

의 심이 차 북부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국의  주산지 변동에서 가장 에 띄는 것은 동북지역 흑룡강성

의  재배면 이 획기 으로 증가한 것이다. 1980년 21만 ha에서 2009

년 225만 ha로 29년 동안 무려 200만 ha나 증가하 다. 이 면 은 우리나

라의 체 경지면 보다 많은 면 이다. 흑룡강성은 장강 하류지역의 

호남성과 강서성에 이어 제3의  주산지 성으로 부상하 다.  품종을 

구분해서 보면 단립종의 소비 증가로 과거 장립종 재배지역이었던 장

강 하류지역의 강소성, 강성, 안휘성을 심으로 단립종 재배가 확

되는 추세이며 동북3성은 단립종 의 최  주산지로서의 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의  생산은 최  주산지인 황하 하류지역의 생산집 도가 심

화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지역에 속한 하남성, 산동성, 하북성은 

국의 3   주산지 성으로 1980~2009년 동안 재배면  유율이 36.3%

에서 46.1%로 증가하여 주산지 집 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동북3성의 흑

룡강성은 1980년  반 주요  주산지 가운데 하나 으나 재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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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이 8% 에서 1% 로 폭 하락하 다. 

국에서 옥수수 생산은 이른바 ‘옥수수 생산벨트(동북3성-내몽고-화

북-서남)’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 으로 북부지역 황하 하

류와 동북3성에 특화되어 있다. 2000년  들어 옥수수 생산의 심이 황

하 하류에서 차 동북3성으로 이동, 확산되는 추세이다. 동북지역 길

림성은 황하 하류의 하북성과 산동성을 제치고 국 최 의 옥수수 주

산지 성으로 부상하 다. 

국의 최  두 생산지역은 동북  두지역과 황하하류(황회해지

역) 여름 두 지역이다. 1980년 반까지만 해도 황하 하류지역의 두 

면 이 동북지역을 과했으나 반 이후 역 되었다. 결과 으로 두 

생산의 심이 황하 하류지역에서 동북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동북

지역의 생산 집 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동북지역의 재배면  유율 증

가는 흑룡강성의 재배면 이 크게 확 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같은 지

역의 요녕성과 길림성의 유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나. 과실류  채소류 

국의 사과 생산은 통  주산지 던 발해만지역에서 황토고원지역

으로 주산지가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신 주산지의 생산 집 이 심화되

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발해만지역의 최  사과주산지 던 산

동성과 요녕성의 재배면  유율이 큰폭으로 하락한 반면 사과 생산의 

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황토고원의 섬서성과 감숙성은 큰 폭으로 

증가하 다. 발해만지역은 사과의 산업화 수 이 높아 가공·수출기지의 

기능이 강한 반면 신 주산지인 황토고원지역은 산업화 수 은 낮지만 향

후 발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 인 배 주산지인 발해만지역의 생산집 도가 약화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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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가 국 으로 확산·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해만지역의 

주요 배 주산지 던 요녕성, 하북성, 산동성의 재배면  유율이 하락

하는 신 서남내륙과 서북지역에 치한 성들이 신 주산지로 부상하는 

추세이다. 

국의 채소류 생산은 황하 하류와 장강 하류지역에 집 되어 있으

며 두 지역 모두 집 도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다만 장강 하류지역은 

2000년  들어 재배면  유율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1980년  

반 재배면  유율이 19.7%에 달했던 동북3성은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특화되면서 채소류 면 이 폭 감소하 다.

 

다. 축산업

국의 돼지 사육은 황하 하류, 장강 하류, 서남내륙지역에 집 되

어 있다. 장강 하류지역의 유율은 다소 감소하는 반면 황하 하류와 

동북지역의 비 은 소폭 증가하 다. 돼지 사육이 북부지역으로 확 되

는 추세이다. 육우 사육은 황하 하류,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지역에 

집 되어 있다. 돼지 사육이 남부지역에 집 된 것과 달리 육우 사육은 

남부지역의 유율이 차 하락하고 북부지역의 비 이 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5. 국의 농산물 품목별 지역분포 변동요인

가. 지리  요인

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주산지 형성과 변동은 기본 으로 지역 

간 자연지리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국의 식량작물 주산지 변동

에서 가장 특징 인 것은 동북3성지역이 을 제외한 , 옥수수, 두의 



국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시사214

신 주산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3성은 기후조건에서는 작물생장

기 기온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 산온도 는 평균온도의 연간 변화율

이 20%에 달하며 이로 인해 한해(寒害)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그러나 토

양이 비옥할뿐만 아니라 개간 등을 통한 토지개발 잠재력이 풍부하여 식

량작물의 재배면  확 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80년 이후 동북3성의 식량 재배면 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농간계

통’이 주도한 개간이 요한 역할을 하 다. 장기 으로 토지개발 잠

재력이 약 640만 ha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향후 동북3성의 식

량생산 집  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은 국토면 이 넓고 다양한 기후 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지리

 조건에 기 하여 계 별로 채소, 여름·가을채소, 가을배추, 겨울채

소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5  계 별 채소 주산지는 지역별 기후조건

에 기 하여 형성되었으며 부분 황하 하류지역과 직간 으로 연결

되어 있다.

국의 과실류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사과는 생산의 심이 발

해만지역에서 황토고원(黄土高原)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황하 하류지역의 섬서성, 산서성과 서북·청장고원지역의 감

숙성, 하자치구, 청해성을 포함하는 황토고원지역은 자연조건이 사과

의 최  생장조건에 가장 근 해 있는 지역이다. 국 ‘ 국사과지역계

획 원회’에서도 황토고원지역이 국에서 사과의 생태지표에 가장 부

합하는 지역으로 평가하 다. 한 사과 주산지가 공업지역과 거리가 멀

어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무공해 사과의 생산에도 유리한 지역이다. 

1980년 이후 국 배 생산의 지역분포 변동을 자연지리  측면에서 

보면 자연지리 으로 배 생산의 비교우 를 지닌 서부지역의 생산집

도가 차 높아지는 상으로 악할 수 있다. 서남내륙과 서북·청장고

원을 포 하는 서부지역은 부분 해발 1,000m이상 고원지 로 일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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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많게는 2,600시간 이상이며 일교차도 크다. 한 기후가 서늘하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강수량이 어 합성 작용을 통한 양물질의 축

에 유리하여 과일의 당도가 높고 색택이 좋으며 품질이 우수하다. 

돼지 사육은 사료로 사용할 량의 옥수수, 두 등 식량을 필요로 한

다. 따라서 산업연  측면에서 보면 양돈산업의 발 을 제약하는 가장 

요한 요인은 사료 원료의 공 이다. 돼지 사육 비용을 감하기 해

서는 돼지 사육 주산지는 옥수수, 두,  등 식량주산지에 분포하는 것

이 비교  합리 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의 돼지 사육은 옥수수와  

주산지인 사천분지(四川盆地), 황회(黄淮)유역 그리고 벼 주산지인 장강

하류 등 3개 지역이 주산지로 형성되었고 지역 집 도 심화되었다.

국의 서부지역에 집 되었던 육우 사육 주산지가 차 북부지역으

로 확 되고 있다. 표 인 육우 주산지인 서북지역(신강자치구, 감숙

성, 하자치구)과 서남내륙지역(사천성, 경시, 운남성, 귀주성)은 천연

목장과 산간 지 면 이 넓고 사료와 농산물 바이오매스 자원이 비교  

풍부한 지역이다. 

나. 경제  요인

경제  측면에서 국의 농작물 품목별 주산지 변동을 분석해보면 품

목에 한 수요변화, 해당지역 경합작물 간 비교수익성의 차이 그리고 

소비시장의 근 성 차이가 주요한 모멘텀이다. 새로운 식량주산지로 

부상한 동북3성지역에서는 외 으로 이 퇴출 작물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서 경합작물 간 단 면  당 비교수익은 단립종 , 옥수수, 

두,  순으로 낮게 형성되어 이 지역 농민들로 하여   재배의 극

성을 견인하지 못하 다. 반면 상 으로 수익성이 좋은 , 옥수수, 

두 재배는 크게 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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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옥수수의 최  생산지역인 황하 하류지역은 밭작물 주 지역

으로 은 경쟁력이 없고 , 옥수수, 채소, 과수 간 경합이 심한 지역이

다. 의 수익성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높고 최  주산지인 황

하 하류지역이 가장 높다. 이 지역에 속한 3   주산지 성(省)인 하남

성, 산동성, 하북성의 재배 수익이 비교  높고 안정 이다.

1990년  반까지 농산물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사과의 생산자 매

가격이 단립종 , , 옥수수 가격보다 높았다. 그러나 1990년  반 

이후 농산물가격 하락 국면에서 사과의 생산자 매가격은 두를 제외

하고 기타 식량작물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이는 사과의 공 과잉에 의한 

것으로 이후 사과 재배면  감소 상이 국 으로 나타났다. 

사과 가격의 하락은 통 인 주산지를 심으로 작목 환을 진하

는 계기가 되었다. 황하 하류지역의 산동성과 하북성에서는 주로 과 

옥수수, 요녕성에서는 옥수수와 두로 작목 환이 이루어졌다. 2002년 

이후 사과의 생산자 매가격은 과 옥수수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재

배 지인 황토고원의 신 주산지를 심으로 재배면 이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  반 이후 발해만지역의 통 인 배 주산지 성의 재배면

이 감소 내지 정체하고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를 비롯한 

과일의 비교수익이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황하 하류지역의 

산동성, 화북성의 배 재배면  유율이 하락한 것은 이 지역에서 , 옥

수수 등의 식량작물 비교수익이 경합 작물인 과일, 두 등의 수익에 비

해 상 으로 높은 것도 주요 원인이다. 

국의 돼지 사육은 통 인 돼지사육 주산지인 사천분지(서남내륙)

와 황회지역(황하하류) 그리고 장강 하류지역 등 식량주산지으로의 집

 상이 뚜렷하다. 이는 돼지의 사육을 해서는 사료로 사용할 식량

의 안정  공 이 필수 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이 1990년  들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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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交配種) 비육용 돼지와 ‘옥수수- 두박’형 사료배합을 리 보 함

에 따라 옥수수,  등 식량주산지가 돼지사육의 비교우 지역으로 부상

하 다. 

특히 황회유역과 장강 하류지역의 돼지사육 주산지들은 부분 표

인 식량주산지로서 사료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아 소비

시장 잠재력이 크고 경제가 발 한 지역을 근 거리에 두고 있어 시장규

모도 커 돼지사육의 비교우  지역이다. 동북3성도 최근들어 돼지 사육

두수의 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 지역은 

도가 높고 기후가 한랭하며 겨울이 길어 돼지 사육에는 제약이 있지만 

추운 지역은 육류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소비시장이 존재

한다. 그러나 동북3성은 국의 표 인 옥수수와 두 주산지로 생산

량이 황회유역의 하남성, 하북성, 산동성을 과하여 국 으로 사료원

료 공 능력이 가장 풍부한 지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사

육비용이 고 생산의 규모화, 조직화 정도도 높으며 돼지가공업이 상

으로 발 한 것이 특징이다. 아직은 돼지 사육두수나 돼지고기 생산량

이 아직은 황회유역, 사천분지 등에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발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국의 지역별 돼지 사육에서 에 띄는 동향은 장강 하류, 황하 하

류, 남부연해지역의 경제가 발 한 성(省)들은 인구가 많고 돼지고기 주

소비지로서 양돈업의 규모화정도가 높지만 물, 기 등 에 지소비량이 

많고 규모 토지를 용할 뿐만아니라 환경오염 피해도 심각하여 차 

산간지역이나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상해시의 양돈장들이 차 강소성 북부, 안휘성, 강성 등지로 이동하

고 있으며, 동성 주강삼각주지역의 양돈장들은 차 동성 북부 산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 북경시는 5환(五环)내의 돼지사육기업들

을 주변의 근교 (县)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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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농산물 품목별 주산지의 형성과 변동 과정은 자연지리  조건

과 경제  요인 이외에도 제도 ·정책  요인이 요한 결정요인으로 작

용하 고 향후에도 주산지 변동에 커다란 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개 개방 이후 국 정부는 주로 식량을 안정 으로 공 하기 

한 목 에서 식량주산지를 육성·지원하고 식량재배 농가의 생산 극

성을 견인하기 한 일련의 주산지정책을 실시하 다.

다. 정책  요인

국에서 가장 표 이고 형 인 주산지정책은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 발표한 주요 농산물의 품목별 지역배치 계획이다. 국 농업부

는 2003년 11개 품목에 이어 2008년에 16개 품목에 한 지역배치 계획

을 발표하고 ‘ 국 우 농산물 지역배치계획(2008~2015)’을 발표하고 품

목별 주산지를 지정하여 생산의 집 화를 극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주산지정책은 품목별로 선정된 주산지의 생산 집 화를 도모

하는 한편 주산지를 심으로 품목별 농산업화 경 의 발 을 강조하고 

있다. 품목별 수  안정이라는 목표 외에, 주산지를 심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궁극 으로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외지향 인 목 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업+생산기지+농가’가 연계된 농산업화 모델을 

통해 용두기업(龙头 业)이 농가와 연계하여 생산의 규모화, 표 화를 실

하고 생산-가공- 매-수출을 계열화함으로써 품질 향상과 경쟁력 향상

을 도모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2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국 농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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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의 농업여건은 지역 간 차이가 크고 농작물 품목별 지역분

포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 수 에 직간 인 향을 

미치는 심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과 주산지(농업지역 는 성·자치구·

직할시)를 연계하여 정책  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지역·품목모니터

링체계를 구축하고 련 정보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심 품목

군과 지역을 연계해보면 곡물은 동북3성(주로 흑룡강성과 길림성), 채소

류는 황하 하류(주로 산동성과 하북성)와 서북지역(내몽고자치구), 과일

류는 황하 하류(주로 감숙성과 산동성), 축산물은 서남내륙(사천성)지역

이다. 

둘째, 국농업 지역·품목모니터링체계의 구축과 함께 국농업 망

모형 개발도 시 히 요구된다. 한·  간 농산물 교역구조를 보면 국의 

채소류와 과실류 수  변화는 우리 농업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반면 

사료용 곡물의 경우 국의 수  변화는 국제시장을 통해 우리 농업에 

간 인 향을 미친다. 국의 농산물 수 변화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직간 인 향을 계측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

기 해서는 국농업 망모형 구축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세계 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주요 농산물의 작황 변화

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가 농산물 수  

불균형을 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배추 동에서 

보듯이 신선채소류의 경우 지리  근 성 때문에 단기간 출하물량 감소

로 인해 국내 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국으로부터 수입을 우선 으

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으로 기후변화에 응하

기 한 농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채소류를 심

으로 주요 품목의 수  불균형 발생시  국농업 지역·품목모니터링체

계와 연계하여 부족한 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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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매뉴얼을 시 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생산구조와 구조변화 패턴은 우리나라

와 일치한다. 이는 향후 양국의 농업이 구조 으로 상호보완 계보다는 

경쟁 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가능성이 매우 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 정부의 노력에 의해 국산 

수출농식품의 안 성이 개선되고, 장기 으로 신선 과채·과실, 육류 

등의 검역상 수입 지 조치가 해제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국산 농산물 

수입이 확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쟁 계가 심하되 경쟁력이 낮은 

국내 노동  토지집약  농산물은 품목별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집약형 농식품과 고기술 가공식품은  국 수출을 극 지원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가 불가피한 실을 감안

한다면 국내 소비자 보호를 해 무역장벽을 강화하기 보다는 안 성 제

고에 을 맞춘 수입농산물 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욱 요하다. 

다섯째, 국의 농업생산구조 변화에서 제도 ‧정책  요인은 요한 

향요인이며 국 특색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향후에

도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국 경제사회의 특수성을 과소

평가한 채 시장경제의 일반법칙이 외없이 철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

나치게 신뢰할 경우 변화의 실체를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에 기 한 응방안 한 효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

의 농업제도  정책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역

(농업 력, 생검역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당국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등 국 농업에 한 응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품목별로 보면 국 동북3성의 산업은  세화 실시를 앞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크게 하고 있다. 국의  주산

지 변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동북3성, 특히 흑룡강성의 생산집

도가 증가한 것이다. 동북3성은 친환경농업에 합한 생산조건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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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품질 유기농 의 생산계열화가 빠르게 진 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북3성의 친환경  생산계열화 추세는 고품질  생산으로 국제경쟁

력을 확보하려는 우리 산업에 커다한 이다. 정부가 RPC를 상으

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계열화사업을 확  시행하여 동북지역의 친

환경 에 한 응력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 아울러 세화 환을 

한 세상당치(TE) 산출시 국산  가격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신

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  FTA 상에서는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하는 략이 필수 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양념채소를 비롯한 채소류는 부분 국 산동성의 

규모 채소주산지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

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산 양념채소류 수입이 국내 수 사정상 

불가피한 실이므로 국내 소비자 보호를 해서는 세  비 세장벽

의 강화보다는 안 성 제고에 역 을 두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산동

성 채소 주산지를 심으로 우리나라의 식품안  검사기 을 설치하거

나 지 주재 검사 을 견하는 방안이 실 인 안이므로 국의 

계기 과 상을 통해 이를 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으로도 국산 

원 농산물의 수입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업체를 엄격하면서도 효

율 으로 리할 수 있는 수입검사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222

참고문헌

[국내문헌]

고 달. 2003. “ 국의 채소원  산업 황과 망.” 시설원 연구 16:1. 한국생명환

경조 학회. 

고재모 외. 1994. “ 국 동북지역에서의 농업 황과 개발.” 농 경제 17:4. 한국농

경제연구원. 

고종태 외. 2005. “ 국의 수출채소농업에 한 고찰.” 한국식품유통연구 22:2. 한국

식품유통학회. 

김경량 외. 1999. “인민공사 해체이후 연변지역농업의 구조변화 분석.” 한국 동조합

연구 17. 한국 동조합학회. 

김경필 외. 1985. 과실 수입 향 분석과 응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  

김기 . 2006. “작물 특화도에 의한 한국의 농업지역구분.” 지리학연구 10. 한국지리

교육학회. 

김연  외. 2006.  국 김치․당근의 생산․유통․수출 황과 망 연구자료 

D213. 한국농 경제연구원. 

김용훈 외. 2001. “연변지역농업의 유형분석.” 한국 동조합연구 19. 한국 동조합

학회. 

김정호 외. 2003.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R453. 

한국농 경제연구원. 

김종환 외. 1994. “ 국 동북3성의 농업 황.” 국제농업개발학회지 6:2. 국제농업개

발학회. 



참고문헌  223

김철호. 1989. “충남지역 농업지 의 구분과 개발 략.” 지역개발연구 1. 충남 학

교 지역개발연구소. 

박기환 외. 2007. 주요 채소류의 월별 수입수요함수 추정 기타연구보고 M83. 한국

농 경제연구원. 

박인성 외. 2000.  국경제지리론. 한울아카데미. 

박진환. 1993.  국의  생산. 농 학 농 발 연구소 연구보고서 85. 농 학 

농 발 연구소. 

박진환. 1995. “ 국의 자포니카  생산: 흑룡강성을 심으로.” 연구논문 98. 농

학 농 개발연구소. 

박진환. 1999. “ 국의 자포니카 의 새로운 주산지들: 강소성과 삼강평원을 심으

로.” 북방농업연구 8. 북방농업연구소.

박 태 외. 2002. 주요 과채의 주산지 구조와 지역 간 경쟁력 분석 R437. 한국농

경제연구원. 

서종  외. 2002.  국의 농산물 수 과 생산구조 연구자료 D168-2. 한국농 경제연

구원. 

송 정 외. 1993. “ 국의 농업지  구분과 농업특성.” 국제농업개발학회지 5:1. 국

제농업개발학회. 

송문갑 외. 1990. “지역농업의 성장과 그 격차에 한 연구-호남권, 부권, 동남권을 

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 남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유승직. 2003. 동북아 에 지 력 연구-동북아 국가의 에 지 산업 비교우  분석 
정책연구보고. 에 지경제연구원.

이정면. 1966. “한국의 농업지역 설정에 한 연구(상).” 지리학 2:1. 한지리학회. 

이 호 외. 1996. “ 국 농림수산물의 생산 황, 국 지역농업의 특성  한 간 교

역실태 조사.” 식품과학과 산업 29:2. 한국식품과학회. 

창곤. 1985.  도시 시장권 농업지역의 생산지  형성과 요인 분석. 고려  학

원 석사학 논문. 

정정길 외. 2003.  국의  수  황과 망 R468. 한국농 경제연구원.  

정정길 외. 2004.  국의 단립종  생산․수출 잠재력 정책연구보고 P78. 한국농

경제연구원.

홍기용. 1990. “ 국의 농업발 계획과 도농간 계 변화.” 국제농업개발학회지 1:2. 

국제농업개발학회.



국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시사224

[국외문헌]

安曉寧․姜潔. 1998a. “三大粮食作物生产的区域比较优势分析(之一)—以 麦为例的实

证研究.”  研世界 6. 

安曉寧․姜潔. 1998b. “三大粮食作物生产的区域比较优势分析(之二)—以玉米为例的实

证研究.”  研世界 7. 

安曉寧․姜潔, 1998c. “三大粮食作物生产的区域比较优势分析(之三)—以水稻为例的实

证研究.”  研世界 8.

程叶青․何秀丽. 2005. “东北地区粮食生产的结构变动及比较优势分析.” 干旱地区农业
研究 3. 

陳溫福·潘文博·徐正進. 2006. “我国粳稻生产现状及发展趋势.” 沈阳农业大学学报 6. 

鄧建平․杜永林. 2006. “江苏粳稻生产现状及发展对策.” 『中国稻米』4:8-11.

郭淑敏․马 . 2007. “我国粮食主产区粮食生产影响因素研究.” 农业现代化研究 1. 

果树栽培学. 1984. 农业出版社. 

何學松等. 2005. “西部農業區域 業化研究.” 陜西農業科學 4. 

韩一军. 2008. 中国主要作物主产区发展研究.

姜 ․安晓宁. 1998. “中国 麦生产区域比较优势的模型分析.” 农业技术经济 1.

胡兆量. 1999. 中國區域發展研究. 北京大學出版社. 

黃愛軍. 1995. “我國糧食生產區域格局的變化趨勢探討.” 農業經濟問題 2. 

黄守宏. 2000a. “区域农业发展的主导产品和支柱产业(上).”  研世界 9. 

黄守宏. 2000b. “区域农业发展的主导产品和支柱产业(下).”  研世界 10.  

李奇峰․陈阜. 2005. “东北地区粮食生产动 变化及影响因素研究.” 农业现代化研究 
5. 

刘芝绅․朱海. 2007. “辽宁省玉米生产区域化 局研究.” 农业经济 9.

刘志刚․吕杰. 2006. “辽宁省玉米生产的区域划分及应用评价.” 农业经济 6.

羅其友等. 2002. “區域比 優勢理論在農業 局中的應用.” 中國農業資源 區域 23:6.

羅萬純․陈永福. 2005. “中國糧食生產區域格局及影響因素研究.” 農業技術經濟 6.

苗齊. 2003. 中國種植業區域分工研究. 南京農業大學博士學位論文. 

邱霞等. 2006. 中國農村經濟發展模式概述. 中國社 出版社.

聂振邦主编. 2005. 2005中國糧食發展報告. 經濟管理出版社.

聂振邦主编. 2006. 2006中國糧食發展報告. 經濟管理出版社.



참고문헌  225

聂振邦主编. 2007. 2007中國糧食發展報告. 經濟管理出版社.

石玉林主编. 2007. 东北地区农业发展战略研究（农业卷）/东北地区有关水土资源配

置、生 与环境保护和可持续发展的若干战略问题研究. 科学出版社.

田燕․王国强. 2006. “河南省 麦生产的区域差 及其对农用地分等的影响.” 地域研究
与 发 3.

王明利. 2003. 我國粳米生產、消費和貿易的研究. 中國農業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

論文.

王明利․李志军. 2005. “我国粳稻生产:区域 局变化及粮食安全政策含义”, 农业经济
问题 6.

汪秀芬. 2006. “我国主要粮食作物生产能力区域比较优势分析.” 内蒙古农业科技 4. 

吳傳鈞. 1998. 『中國經濟地理』. 科學出版社.

吳傳鈞等. 2001. 中國農業 農村經濟可持續發展研究-不同類型地區實證研究, 中國環

境科學出版社.

伍山林. 2000. “中国粮食生产区域特征与成因研究— 场化改革以来的实证分析.” 经济
研究 10. 

伍山林. 2001. “中西部粮食生产区域变化与成因的实证分析.” 财经研究 2. 

薛宇峰. 2005a. “中国粮食生产区域分化特征和成因的实证研究.” 经济经纬 2.  

薛宇峰. 2005b. “中国粮食生产区域分化和空间分 的经济学分析.” 上海财经大学学报 
3. 

徐志剛. 2001. 比 優勢 中國農業生產結構調整. 南京農業大學博士學位論文.

遠杰. 2006. “中國經濟區域研究及再劃分.” 商業時代 32. 

张落成. 2000. “我国粮食生产 局变化特点及其成因分析.” 长江流域资源与环境 9:2. 

张峭·赵俊晔. 2007. “中国稻米供 分析与展望.” 农业展望 1.

鄭有貴․鄺嬋娟․焦紅坡. 1999. “南粮北 向北粮南运演变成因的探讨—兼南北方两个

区域粮食生产发展优势和消费比较.” 中国经济史研究 1.

張真和等. 2005. “當代中國蔬菜的回顧 展望(下).” 『長江蔬菜』. 6: 1-6.

祝美群․白人朴. 2000. “我国粮食生产的地区比较优势分析.” 粮食问题研究 2.

中本和夫(日)·李寧輝·矯江. 2007. 『黑龍江水稻生產 風險經營』. 中國農業科學技術出

版社. 

中國農業出版社. 2000. 中國農業區劃. 

中国农业科学院·郑州果树研究所·果树研究所 等. 1984. 中国果树栽培学. 农业出版社.



국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시사226

國家發展和改革委員 價格司編. 2007. 『2007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匯編』. 中國統

計出版社.

国家粮食局. 2007. 2007中国粮食年鉴. 經濟管理出版社.

國家統計局農村社 經濟調查司編. 各年度. 中國農村統計年鑒.中国农业出版社.

中国粮食信息网(http://www.grain.gov.cn)

中国农业部. 各年度. 中国農業年鑒. 中国农业出版社.

Gale, F. 2002. “Regions in China: One Market or Many?.” China's Food and Agriculture: Issues 

for the 21st Century, Agricultural Information Bulletin No. (AIB775).  

Gale, F. 2002. “China Corn Exports: Business as Usual, Despite WTO Entry.” FDS-1202-01, 

USDA/ERS.

Gale, F. 2004. “Is China’s Corn Market at a Turning Point?.” FDS-04C-01, USDA/ERS.

Lohmar, B., “China’s Wheat Economy: Current Trends and Prospects for Imports”, USDA/ERS, 

WHS-04-D01, 2004.

Tuan, F. C., C. Fang, and Z. Cao. 2004. “China's Soybean Imports Expected To Grow Despite 

Short-Term Disruptions.” Outlook OCS-04J-01, USDA/ERS.

Yu, S. 2006.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Upland Cotton Production in Texas.” Texa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In Press. 

Young, M., M. Yu., F. Ewell, and X. L, Yu. 2006. “Economic Evaluation of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Upland Cotton Production in Texas in 2004.” Tarleton Journal of Student 

Research 1:24-27.

Zhong, F., Z. Xu, and L. Fu. 2000. “Regional Comparative Advantage in China’s Main Grain 

Crops.” Working paper of the research project of “Chinese Grain Market Policy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domestic grain trade. Centr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Adelaide 

University, Adelaide.

Pearson, S. R. and R. K. Mayer. 1974. “Comparative Advantage among African coffee 

producer.”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6:310-313.

http://z.baidu.com/question/21093179.html?si=1&wtp=wk(百度知道).

FAO(www.fao.org) 



227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Agricultural Growth in 

China by Region and Product

Jeon, Hyoungjin / Kim, YoungHoon / Nam, minji / Kwon, Nakyong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a realiz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a monitoring system that can monitor agricultural 
production in China by region and product since agricultural 
production in China exerts great influence on the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domestic Korean marke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regional agriculture and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China by 
analyzing the structural changes of agriculture at the regional level 
and how main producing areas are formed and transformed. Based on 
this, the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lect agricultural commodities of interest 
that have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the domestic agricultural 
market, build a regional product-based monitoring system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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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s the supply and demand trend and related policies in main 
producing regions, and disperse related information. The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producing regions of interest are grains in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Liaoning, Jilin, and Heilongjiang), vegetables 
in the middle and low reaches of Yangtze River (Shandong and 
Hebei) and the northwestern region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fruits in the middle reaches of Yellow River (Gansu and 
Shandong), and livestock products in the southwestern region 
(Sichuan). 

Second, it is also urgently needed to develop a forecasting model 
to predict the market outlook of Chinese agriculture. In order to 
measure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change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on the domestic Korean 
market and use the obtained data to set up policies in a timely 
mann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a forecasting model 
predicting the outlook of Chinese agriculture. 

Third, the local production structure of Chinese agriculture and its 
structural change pattern are same as Korean agriculture. What this 
implies is that the two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see their 
competing relationship intensify than their complementary relationship 
grow and, accordingly, intra-industry trade is highly unlikely. 
Therefore, Korea should prepare measures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each of the commodities that are labor and land-intensive and less 
competitive than China. As for Korea's capital-intensive agro-foods 
and high-tech processed food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upport their 
export to China. Also considering the fact that increase in agricultural 
imports from China is inevitable, it is more important to set up a 
safety-focused management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than to 
increase trade barriers to protect domestic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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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institutional and policy factors a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s in the production structure of Chinese 
agriculture, and as long as China maintains a socialist market 
economy unique to China, the factors are expected to play important 
roles in the future too. It is necessary to step up the monitoring of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s in the China's agricultural system and 
strengthen the ability to respond to challenges by building various 
forms of network between the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in 
various fields such as agricultural cooperation and sanitary inspection.

Fifth,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especially Heilongjiang 
Province, is the main producing region of short and mid-grain rice, 
the production of which is getting more concentrated and thus posing 
a potential threat to rice produc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its impact on the domestic rice industry in the 
process of Korea's switch to a tariffication system and during 
negotiations for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As 
for the importing of condiment vegetables from China, the focus 
should be placed on improving their safety rather than raising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protect domestic consumers since the reality 
is that it is inevitable to import them due to the supply and demand 
imbalance in the domestic marke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strict import management system while strengthening sanitary 
inspection in main producing region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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