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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은

FTA 추진을 염두에 두고 민간공동연구에 이어 산·관·학 공동연구를 완료

하고 공식협상에 앞서 민감성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공동연구나 산·관·학 공동연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한·중 FTA

협상이 추진되는 경우 농업분야는 양국간 이해가 상충되는 대표적인 분야

로서 비교열위에 처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중 FTA 농산물분야 협상 추진에 대비하여 다수의 연구가 축

적되었다. 이들 연구는 주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의 파급 영

향, 농산물분야 협상의 예상 쟁점과 대책 그리고 대응방안 등 시급하게 요

청되는 현안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가

한·중 농산물 교역에 미칠 파급 영향에 주목하여, 교역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

고 이를 토대로 한·중 FTA 협상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한·중 양국 농업의 성장 특성과 구조변화의 방향성을 비교 분

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양국간 농산물 교역의 현황 및 장애요인, 중

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 및 중장기 전망 등 한·중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 보고서가 한·중 FTA의 농업분야 협상전략 수립과 대응방안을 모색하

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농업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란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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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패턴과 분업 및 경쟁관계

분석을 토대로 한·중 농업구조 변화, 한·중 농산물 교역장벽, 중국의 농산

물 수급 상황 등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

적으로 검토한데 기초하여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몇 가지 이슈를 중

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 중 농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대부분을 차지하

며,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가능한 품목은 가공농산품 중 일부

품목에 불과하다. 또한 양국 농산물의 경쟁력 격차로 인해 중국 농산물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수출특화가 뚜렷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

적인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는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중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외부환경(DDA, FTA 등)의 변화로 수입농

산물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

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현행 농산

물 수입관세율이 중국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간 농산물 교역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구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 중 수교 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는 식량작물의 교역액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채소류와 가공농산품의 교역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

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은 가

공농산품류와 채소류(주로 김치와 양념채소) 위주의 품목구조가 더욱 고착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식량작물의 경우 중국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교역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신선 과채류, 신선 과실류 및 신선 육류는

양국간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양국의 동식물 검역조치가 다수

의 품목을 대상으로 동시에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품목류별로 살펴보면 한·중 식량작물 교역은 산업내무역 품목이 없는 산

업간무역으로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가 압도적인 일방무역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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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있다. 쌀을 제외한 곡류와 두류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

는 식량의 공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수입

품목은 사료용·가공용 옥수수이다.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는 식량 수입

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2007년 말 중국이 곡물수출 제한조치를 실

시한 이후 옥수수의 수입이 급감하여 대 중국 의존도가 크게 감소한 상태

이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곡물은 옥수수의 비중이 급감하고 대신

쌀과 대두 위주의 품목구조가 고착화되었다.

2014년까지 MMA 물량 쌀의 증가와 연동하여 중국산 쌀의 수입량도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대

두는 대부분 중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채유·탈지대두박용/사료용이 아

닌 기타 용도(주로 콩나물콩용)의 대두여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확대되는

데 커다란 제약요인은 없다. 우리나라의 식량작물 수입에서 중국 의존도가

예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옥수수의 수입량에 달려 있다. 그

러나 중국내 수급상황, 정책 등 교역의 불확실성 요인이 커 한·중 옥수수

교역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한·중 채소류 교역은 산업내무역 품목이 채소종자에 불과한 산업간무역

으로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가 압도적인 일방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대 중국 채소류 수입은 김치와 고추, 마늘, 파, 양파 등 양념채소류의

비중이 높은 품목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김치, 고추, 마늘은 대 중국 농산

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위, 5위, 7위인 대표적 수입품목이

다. 김치는 매년 공급량의 10% 이상 수입수요가 존재하고, 국내 자급률이

낮은 고추(48.5%)와 마늘(76.8%)도 매년 수입수요가 존재하여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수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될 가능성

이 크다. 결과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채소류 수입은 김치와 양념채소류 위주

의 품목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채소류 가공품의 수입이 확대되는 양상

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잦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채소류의 수급 불안정이 증대되는 상황

에서 농업생산구조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으로부터 채소류

수입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반면 식품안전성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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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간 채소류 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예측하지 못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양국의 채소류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과실류와 축산물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3% 내외이다. 양국이 동식물 검역조치로 신선 과일과 신선 육류의 상호간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역액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과실류와 축산물 교역은 모두 산업간무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하며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가 압도적인 일방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식량작물, 채소류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대 중국시장 수출특

화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아 대 중국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도 크게 증

가하는 추세이다.

한국과 중국이 식물검역조치로 신선 과일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상황에

서 양국간 과실류 교역품목은 대부분 HS 20류(채소·과실의 조제품)이다.

앞으로도 양국의 농산물 가공업이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과일조제품 위주

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 중 낙농품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대

중국 주력 수출품목이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분유 사건을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중국산 농식품의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해져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낙농품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여 중국으로의 수출확대 가능

성이 크다. 대 중국 축산물 수입품목 중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은 육류, 그 중에서도 열처리 가금육(닭고기)이다. 중국이 2004년 우리나라

에 수입허용을 요청하여 수입결정이 완료된 품목이다. 우리나라도 2006년

중국에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여서 모든 평가 절차

를 완료하고 수입금지가 해제되면 열처리 가금육의 대 중국 수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농산물 교역은 기타가공농산품 교역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채

소류와 함께 교역 초기에 비해서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한 대표적인 품목류

이다. 양국간 기타가공농산품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산업내무역 품목의 비중도 약 10%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 중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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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특화품목도 상당수에 달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이 다른 작물에

비해 압도적인 추세는 아니다.

한 중 기타가공농산품 교역은 다른 품목류에 비해 산업내무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한 대 중국 수출입 품목의 집중도가 약화되는 추세

여서 수출입 품목의 수와 품목별 교역액 규모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

다. 특히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서 식량작물의 경우 중국의 국내 수급상황과

식량안보정책, 그리고 과채류, 과실류, 축산물의 경우 양국의 동식물검역조

치가 실질적으로 교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기타가공농산

품류는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양국간 기술 격

차를 토대로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교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 동식물 검역 조치, 농산물 경쟁력 격차,

농산물 수급 상황 변화 등은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향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서 중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일방무역구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요인들

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전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몇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농업은 성장 단계상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고,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비용 농업으로 변화하

고 있다. 향후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중국 농산물

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농

업노동임금, 토지용역비 그리고 경상투입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추세가 관

찰되고 있는데 향후 중국 농업의 성장단계가 좀 더 고도화되어 생산비 절

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생산비 구조가 고착화되면 중국 농산물이 저렴한 노

동비용과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

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연히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사회경제체제의 특성이 작용하여 농업부문에서 자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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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패턴이 선진국이 경험한

표준패턴과 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경제사회의 특수성을 도

외시한 채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일반법칙이 예외없

이 관철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나치게 신뢰할 경우 구조변화의 방향을 잘못

예측하고 대응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 농업의 미래를 보

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여 농촌 현장의 실제

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를 통해 제도 변화의 방향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농업은 우리나라 농업과 비교하여 요소생산성의 변화와 요소

대체관계 그리고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방향이 시간 격차를 두고 대체적으

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국 농업은 자원부존 조건과 성

장 단계상의 차이로 인해 경쟁력 격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한 중 농산

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압도적이고 보완구조의 형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서 중국의 비교우위에 의한 일방무역구조를 다소나

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농업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여 양국의 농업성

장 격차를 반영할 수 있는 분업구조의 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으로는 중국이 원료 및 기초 농산물 또는 노동 및 토지집약형 농식품 수출

에 특화하고, 우리나라는 가공농식품이나 기술 및 자본집약형 농식품 수출

에 특화하는 분업구조의 형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중국의 현행 농산물 수입관세율을 고려하면 한·중 FTA가

체결되는 경우 농업분야에서는 관세철폐로 인한 효과가 중국에 더욱 유리

하다. 만약 한·중 FTA가 ‘포괄적 FTA’로 추진되는 경우 우리나라 농업생

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들이 모두 양허대상 품목이 되어 농업

분야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FTA’로 추진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세

계적으로 ‘제한적 FTA’의 추진 사례가 있고, 중국이 체결한 사례도 있으므

로 협상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 체결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양허범위에 의

해 결정된다. 따라서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국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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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큰 농산물을 중심으로 민감품목을 선정하여 농업부문 내부적으로 충

분한 논의를 거쳐 양허제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감품목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에 앞서 품목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 쉽게 예상되므

로 합리적인 조정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중국은 최근 들어 WTO/SPS 및 WTO/TBT 위원회에 새롭게 시

행하는 위생검역기준이나 기술표준과 같은 조치들을 통보하는 건수가 늘

고 있다. 중국의 SPS조치, TBT조치 및 통관절차와 관련한 불투명한 제도

운영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

는 많은 경우 법규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 사이의 불일치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FTA를 통해 실질적으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가 중국에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경우 동등성 차원에서 우리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급 및 교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 중 양국은 동식물 검역조치를 통해 신선 농산물의 교역을 제

한함으로써 국내 농업 보호에 일조하고 있다. 식물 병해충이나 가축 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는 일반적으

로 장기간의 협상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재 양국 모두 동식물검역의

대상이 되는 신선 과채류, 과일류, 육류의 교역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수출국을 중심으로 위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거나 공통의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검역 협상의 순서와 기

간에 정치외교적 요인이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돌발 변수에 의

해 특정 품목이 수입될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중국은 동물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무발생지역 육성정책을 강화

하는 가운데 국제기구를 통해 ‘무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 획득

하고, 이를 바탕으로 FTA 협상이나 동식물검역 관련 양자 협상을 통해 수

출상대국의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검

역협상을 통해 2007년 양벚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검역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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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호주에 사과를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은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양자 협상이나 FTA 협상에서 지역

화 인정에 대한 규정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파악한 중국의

동물전염병과 식물병해충 발생실태 및 관련정책을 토대로 추가적인 정보

수집은 물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산 농산물

의 구매 경험이 많은 국내 식당경영주와 재중 한국인들은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이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국내 일반소비자

들이 실제로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간접적인

정보에 의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조사

결과,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국내

일반소비자와 재중 한국인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평가의 이유를 “국내 중

국산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낮은 가격의

저급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은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가능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직

접적인 소비 경험이 부족함에도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국내 일반소비자들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중국산 농산

물의 소비 경험이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인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또한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대량 소비처인 식당경영주들이 중국산

식자재에 대해 비교적 높은 구매의사를 표시한 것은 향후 중국으로부터 농

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홉째, 국내 농산물 수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산 농산물

중 관심 품목을 선정하고 중국내 주산지와 연계하여 수급 및 가격, 정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중국농업 지역·품목모니터링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정책적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농

산물 수급변화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계측하고 그 결과

를 적시에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한편 정책적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중국농업전망모형’의 개발 및 운용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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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Structural Change of Agricultural Trade for
an FTA between Korea and China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shows a clear one-way trade 
from China to Korea and consists mainly of inter-industry trade. The prod-
ucts available for intra-industry trade are rare with the exception of several 
processed foods. This overwhelmingly unbalanced trade structure makes it 
difficult for the two countries to avoid severe competition and build a mu-
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is 
not expected to change in the near futur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the share of grain in their bilateral agricultural trade has 
decreased, but the shares of vegetables and processed foods have increased. 
The pattern will set in because grain trade is quite restrictive to the supply 
and demand in the Chinese domestic market and most of fruits, vegetables, 
and livestock products trade is not allowed due to inspection and quar-
antine barriers, which is not expected to be completely removed in the near 
future.

The implications from our analyses on relevant issues in the agri-
cultural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are summarized as fol-
lows:

First, Chinese agriculture is now on the stage of labor pro-
ductivity-led growth and changes its production structure to the one relying 
on intermediate inputs gradually. Hence, the rises of input prices including 
agricultural wage and land rent are likely to threaten the price competitive-
ness of Chinese agricultural export.

Second, China is a young market economy and the economy is not 
sophisticated yet due to the government's frequent interventionist economic 
policies. Most of all, China still clings to the socialist system i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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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resource allocation in the Chinese agricultural sector would be dis-
torted by other factors rather than market principles. In this case, the pros-
pect that the structural change in Chinese agriculture will follow a stylized 
path, through which developed countries already passed, will lead to a mis-
taken prediction of its change and then fail to properly act in the light of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Third, agriculture in two countries has similar production structure 
and development course, but also has distinctive resource endowments and 
growth stages, which lead to the current overwhelming one-way trade and 
leave not much room for complementary relation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y to find constructive cooperation plans between the trading part-
ners towards co-prosperity under a more liberalized trade in the future, fo-
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ation system reflecting their com-
parative advantag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Fourth, the removal of inspection and quarantine barriers usually 
takes quite a long time, because the import prohibiton of a product on ac-
count of plant disease, pest, and animal disease is lifted through a various 
risk assessment process having eight steps. Recently, however, export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seeking to reduce the period 
of the risk assessment and to set a common standard. Bilateral quarantine 
negotiations are also affected by political and diplomatic situations and 
may accelerate the procedure. 

Fifth, the Chinese government has adopted several policies for pro-
moting disease-free agricultural production regions. Also, China is trying to 
introduce the concept of regionalization in its FTA negotiations, persuading 
their trade partner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a possible request of the Chinese government on the issues in the forth-
coming Korea-China FTA negotiation. 

Sixth, the survey results reflect the change of consumer perceptions 
about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toward a more positive direction.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restaurant managers, who have experienced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more than general consumers, responded 
more positively about taste, food safety, and prices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and showed higher willingness to pay than general consumers did. 
It suggests that general consumers are likely to become more positiv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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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if they have mor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se products, implying the potentiality of import increase of Chinese agri-
cultural products when a bilateral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goes into 
effect. 

Seven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about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and regional products, performing ordinary 
surveillance on supply, demand, price, and relevant policies of China, for 
the important products in Korean agriculture. Furthermore, it is also re-
quired to develop and manage the ‘China Agriculture Forecasting Model’ 
which is applicable to evaluate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change in 
Chinese production and market circumstance and to respond quickly with 
proper domestic measures.

Researchers: Hyoung-Jin Jeon, Sei-Kyun Choi, Myong-Keun Eor, Suk-Ho 
Han, Han-Phil Moon, Dae-Hee Chung, Min-JI Nam and 
Jun-Ho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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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1996년 81.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외환위기를 맞아 감소했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

어 2008년 172.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2009

년 142.4억 달러로 감소했고, 2010년에는 다시 171.1억 달러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최대 농산물 수입상대국인 미국의 수입농산물 시장 점유율

은 1995년 45.5%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7년 25.7%로 감소하였다. 반

면 제2의 수입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7.2%에

서 23.5%로 증가하였다. 2007년 말 이후 중국이 곡물수출 제한조치를 취

함에 따라 대 중국 최대 수입품목이었던 옥수수와 밀의 수입이 대폭 감소

하여 중국의 수입농산물 시장 점유율은 2010년 13.9%로 감소하였다.

최근 수입농산물 시장에서 중국산 곡물(가공용 사료용)이 차지한 비중은

감소했지만,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의 중국산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이다. 특히 수입채소류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36.7%

에서 2010년 73.9%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입채소류 중 김치, 고추, 마늘, 양

파, 무, 배추, 당근, 파 품목은 중국산의 비중이 모두 95% 이상이다.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에 맞추어 한 중 양

국도 FTA 협상을 준비 중이다. 양국은 2006년 11월 민간 공동연구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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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007년 3월 산 관 학 공동연구에 착수하여 2008년 6월까지 8차례의

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하였다. 산 관 학 공동연구는 농업분야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 공동연구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공전하다 양국 정

상이 FTA의 추진에 공감함에 따라 2010년 5월 공식 마무리되었다. 현재

양국 정부는 공식협상 추진에 앞서 민감품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

하고 있다(2010년 9월 1차 회의 개최).

한 중 FTA 협상에서 농업분야는 양국간 이해가 상충되는 대표적인 분

야로서 중국에 비해 비교열위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이

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업생산구조가 유사하다. 또한

거의 모든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한·중 FTA 체결이 우리나라에 주

는 충격은 한 칠레, 한 미, 한 EU FTA 등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 FTA 산 관 학 공동연구에서 제시된 추정자료에 따르면 한 중 FTA로

인해 2020년 기준 한국의 농업생산액은 2005년 대비 약 20%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미 FTA의 2배 이상이다(지만수, 2008).

한 중 FTA는 우리나라 농업의 입장에서 위협(threat)요인이자 기회

(opportunity)요인이다.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

득수준 향상으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

다. 중국 소비시장에서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의 ‘녹색소비’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고 식품소비에서도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 중 FTA 체결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 식품소비시장에

우리 농산물이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중국은 이미 우

리의 제2의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한 중 FTA 체결은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양국간 농산물 교역이 가속화되

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의 농업은 품목에

따라 생산기반이 축소되는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국내

농산물 수급에서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는 한 중 FTA 체결은 양국간 농

산물 교역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중 FTA 협상 추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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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고려하여 이를 토대로 협상전략(양허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

히 한 중 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중국측에 최종적으로 제시할 민감품목

은 양국간 한 중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

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 중 농산물 교역의 전개과정과 보완

경쟁구조, 교역장벽 실태를 면밀히 고찰하고, 나아가 중국의 농업구조, 농

산물 수급상황 등 한 중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

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한 중 FTA 협상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농

산물 교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향후 농산물 교

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세부

적인 주요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중 수교 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보완 경쟁관계를 평가한다.

둘째, 한 중 농산물 교역을 제약하는 최대 요인인 양국의 동식물검역 조

치와 관련하여 중국이 동물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관련 지역화 인정을 위

해 추진 중인 조치를 파악하고, 현재 검역상의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수입

이 금지된 품목 현황과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의 향후 검역해제 가능성을

진단한다.

셋째,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 과정과 변화 요인을 고찰하

여 구조변화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고, 중국의 농산물 교역과 한 중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넷째, 중국농업전망모형(CAPSiM)을 활용하여 중국의 중장기 농산물수

급 상황을 전망하고, 중국농업전망모형(CAPSiM), 국제곡물모형(FA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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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시뮬레이션모형(KASMO)을 연계하여 한·중 농업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며, 중국의 농산물 수급상황 변화가 한 중 농산물 교역에 미

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한다.

다섯째, 한 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향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패턴의 변

화를 전망하고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선행연구 검토

3.1. 한 중 FTA 대비 농업분야 연구

한 중 FTA 대비 농업분야 연구는 크게 1)한 중 FTA 체결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추정, 2)농업분야의 부문별 한 중 비교 및 대응방안 모색,

3)중국의 FTA 농업분야 협상사례 분석 및 한 중 FTA 농업분야 협상전략

(양허전략)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 초기에는 주로 파급효과 추정을

통해 한 중 FTA의 파괴력을 가늠하는 데 초점이 있었으나 점차 농업부문

별 또는 품목별로 한 중 비교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확대되

었다. 또한 양국이 2006년 11월 민간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2007년 3월 산

관 학 공동연구에 착수함으로써 한 중 FTA 협상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

라 농업분야 협상의 예상쟁점 및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가 다수 추진되었다.

한 중 FTA 협상에 대비한 기존 연구들은 파급효과 추정, 민감품목의 선

정, 양허전략 수립 등 협상 준비과정에서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집중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업 내부의 구조변화의 방향성을 포착하여 중국 농업의 미래상과 한 중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 FTA 농업분야의 협상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

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어명근 외(2009)는 한 미 FTA와 DDA 협상, 검역상 수입규제 등 여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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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정을 고려하여 양허범위에 따라 12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KASMO-

2008 모형을 이용하여 한 중 FTA 체결이 우리나라 농업생산에 미치는 파

급영향을 추정하고 품목군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정 결과 FTA 발효

10년이 경과한 2021년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은 2,420억 원～2조 3,58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 중 FTA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양허대상 품목의 제외 범위이며, 검역상 수입규

제 조치의 해제 여부도 피해액 규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중 FTA 협상 추진이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한 미 FTA, 한

EU FTA의 비준 여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한 중 FTA의 농업

분야 파급효과를 새롭게 계측하고, 한 중 FTA 농업분야 협상시 양허대상

에서 제외할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김경필 외(2006)는 현재 식물방역법상 중국산 신선과일류는 수입이 불

가하지만 검역이 해제될 경우의 수입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사과, 배, 감귤은 수입이 증가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구

조조정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 중 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이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취급받도록 하는 동시에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윤식(2007)은 한 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중국의 과수산업 실태를 파

악한 결과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과실이 중국 정부의 지역특

산물 육성정책 등으로 과거에 비해 품질과 맛이 많이 향상되었고 가격경쟁

력도 여전히 높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중국산 과실의 수입 가능성과 관

련하여 중국이 사과와 배, 포도 등의 과실파리(fruit fly) 유병지역이므로 단

기간 내에 해충위험분석(PRA)을 거쳐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였다.

어명근 외(2008a)는 한 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양국 농산물의 가격경

쟁력과 품질경쟁력을 비교하고, 중 ASEAN 및 중 칠레 FTA의 농산물 품

목별 양허사례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사과 등 35개

실품목(HS-10단위 309개 품목; HS-10단위 전체 1,452개 품목의 17.8%)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하고, 양허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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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근 외(2008b)는 한 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양국간 공동연구 결과

와 농업분야 협상의 예상쟁점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협상 논리를 도출하고

양국간 농업분야의 현안에 대한 향후 전망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 연

구는 원산지규정, 동식물검역, 긴급수입제한조치(SG) 등 세가지 분야에서

예상쟁점을 검토하고, 산업내무역 가능성과 중국의 곡물류 수출규제를 한

중 FTA와 관련한 농업분야 현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농업분야의 대응방

안으로 민감품목 특별취급과 대 중국 농산물 수출 확대, 양국간 농업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김승규(2009)는 한 중 농산물 품목별 수출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곡

물류, 축산물, 채소류, 과일류의 주요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대응방안과 함께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어명근 외(2010)는 중국이 기체결한 중 ASEAN, 중 대만, 중 칠레, 중

뉴질랜드 FTA의 농업분야 협정문을 분석하고 관세양허분야, 원산지규정,

동식물검역 등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조만간 추진될 한 중 FTA 대비 협상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2. 한 중 농산물 교역 관련 연구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한 중 농산물 교역 관련 연구

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연구는 주로 한 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한

중 수교 이후 양국간 주요 수출입 품목의 변화, 관세구조 등 농산물 교역

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고찰하는데 집중하였다. 한 중 FTA 협상에 대비하

고 한국 농업과 중국 농업의 상호협력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교역관련 지수를 활용하여 한 중 농산물 교역구조의 분업 및 경쟁관

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는 심층 연구가 필요한데 기존

연구에서는 어명근 외(2003, 2008), 이창수 외(2005), 박준근 외(2009) 등

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명근 외(2003)는 한 중 일 3국의 농업구조를 비교 분석한데 기초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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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농업이 상호경합적 관계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공존하고 있지만 토지

집약적 농산물에 대한 3국의 경쟁력이 낮아 역내 경쟁보다는 상호 농업협

력을 통한 역내 시장 공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어명근 외(2008)는 한 중 양국의 농산물 HS-6단위 690개 품목을 대상으

로 2004～2006년의 시장비교우위(MCA)지수를 계측하고 수평적, 수직적

분업이 어려워 양국간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연구는 MCA 지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농업생산액

에서 비중이 높은 주요 농산물을 중심으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중국과의

FTA 협상시 양허 예외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박준근(2009)은 중국의 농업 현황, 농산물 수출정책 및 교역현황을 개괄

하고 농산물 134개 품목을 대상으로 표준화경쟁력지수(SCI)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품목이 77%로 한 중 농산물의 경쟁력 격차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고급화·차별화 전략, 정부주도의 민관 동맹 진출,

법적 제도적 장벽 해소, 첨단하이테크 기술 접목을 통한 고품질화, 조선족

을 비롯한 한상(韩商) 네트워크 활용, 친환경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대응방

안으로 제시하였다.

3.3. 한 중 동식물 검역 및 교역장벽 관련 연구

한 중 농산물 교역에서 동식물 검역은 실질적인 수입규제 조치로서 가

장 핵심적인 교역장애요인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

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상의 이유로 신선 과일류, 과채류,

육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향후 한 중 양국간 FTA 및 검역협상의 결

과에 따라 국내 농업분야의 실제 파급효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한

중 FTA의 국내 파급영향 추정시에도 양허대상 품목의 제외범위와 검역상

수입규제 조치의 해제 여부는 핵심적인 변수이다.

한 중 FTA 대비 연구에서 동식물 검역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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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계적으로 기 체결된

FTA에서 동식물 검역문제는 WTO/SPS 협정을 준수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추세에 근거하여 쟁점화 가능성을 간과하고

연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중국의 농산물분야 비관세장벽에 관한 연구도 기존 연구에서는 크게 주

목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한 중 FTA의 플러스(+) 효과에 주목하여 대

중국 수출확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최세균 외(2003)는 WTO/SPS 협정의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국내 동식

물 검역체계 및 국내법 개정 현황, 국내 외래병해충 유입사례, 외국의 동식

물 검역 및 SPS 규정 개정 현황, 위험평가(risk analysis)의 경제적 요소 및

평가 방법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또한 SPS 협정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생소한 분야였던 동식물 검역에 대해 WTO/

SPS 협정문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또한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SPS 조치의 비관세장벽으로서의 성격을 이

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김동민 외(2004)는 WTO/SPS 협정문에 경제적인 요인이 언급되어 있음

에도 비용편익분석이 고려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SPS

조치 결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검토, SPS 협정문의 경제적 요소 검

토, 위험평가 패러다임과 경제적 패러다임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비용편익

분석 도입의 문제점과 전망,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SPS 협정문에서 비용편익분석이 도입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협정문 규정의 공고화, 회원국의 협정문 이행 촉구에 SPS 위원회가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하였다.

박주근 외(2009)는 WTO/SPS 협정의 의의와 핵심 쟁점을 소개하고, SPS

분쟁사례에 대한 검토와 해석을 통해 SPS 협정의 원활한 이행방안을 제시

하였다.

전형진(2011), 정환우(2010), 김태윤(2010), USTR(2010)은 SPS 조치를

비롯해 TBT 조치, 수입제한조치, 통관절차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정리하였다. 농수산물유통공사(2010)는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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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대 중국 수출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출업체들이 경험하는

농산물분야 비관세장벽을 소개하였다. 조사 결과 위생검사 및 검역제도,

수입제한조치, 통관절차가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나타났다.

3.4.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농산물 수급전망 관련 연구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개혁개방 초기 농지제도의 변

화를 매개로 한 농업경영구조의 변화와 시장화개혁을 핵심 내용으로 한 농

산물유통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

후 중국이 식량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구조조정정책을 본격적

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 상응하는 농업생산구조, 농업경영구조, 유통 및 가격구조, 농촌노동

력구조, 농촌경제구조 등 농업 전반의 구조변화 추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중국 농업내부의 구조변화가 중국의

농산물 교역 및 한 중 농산물 교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착안하여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를 심층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중국의 농산물 교역을

전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 중 개혁개방 초기의 농가토지도급경영제 도입에

이은 제2차 농업경영시스템의 개혁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농업 산

업화경영’의 발전 과정을 사례를 통해 분석한 연구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일영(2007), 전형진 외(2009, 2010)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농산물 수급 상황은 세계적인 관심사항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

국과 OECD, FAO 등 세계기구는 세계 최대의 식량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을 상시 예측 전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OECD,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 USDA/ERS, WASDE 등이 대표

적이다. 그동안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

에서도 중국의 농산물 수급상황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과 전망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국농업전망모형 구축작



10 서 론

업의 첫 단계로 어명근 외(2005, 2006) 연구에서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

발전연구소의 ‘중국농업전망모형(CAPSiM)’을 활용하여 중장기(2005∼

2015년) 수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동안 후속 연구의

단절로 아직까지 중국 농업에 대한 독자적인 관측과 전망시스템을 구축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정길 외(2003a)는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국내 소비시장은 물론

제3의 수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과 중국산 농산물 간 경합이 이루어지고

국내 농가의 생산 감소와 소득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중국

의 농업구조 변화와 최근 농정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농업의 생존전

략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농업 투입과 생산효율,

농업생산구조, 농산물 소비구조, 농산물 교역구조 등 4가지 측면에서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에서 중국 농산물

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어명근 외(2005, 2006)는 중국의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수급 동

향과 변화 요인을 고찰하고,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가 운용하

는 CAPSiM 모형을 이용하여 품목별로 2005～2015년 중장기 수급 상황을

전망하였다. 그리고 전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일영(2007)은 중국의 개혁개방시기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도입을 골

자로 한 농업경영시스템의 개혁을 구소련과 비교 분석하고, 농업경영에서

‘쌍층경영’의 형성과 분화과정을 북경시 근교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단계를 통합하여 계열화한 ‘기업

+농가’ 또는 ‘기업+중간상인+농가’ 유형의 농산물유통시스템의 변화를 산

동성 지역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전형진 외(2008)은 중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는 경우 이질적인 특

성을 지닌 지역들이 동질화되고 지역 간 차이가 평균화되어 현실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농업구조를 고려하여 주

요 농산물의 주산지 변동을 고찰하였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국의

주산지 정책을 개괄하고 4대 식량작물(쌀, 밀, 옥수수, 대두)과 과실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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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배),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당근)의 주산지 변동을 자연지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전형진 외(2009), 전형진 외(2010)는 중국 정부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업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통합하는 계열화를 핵심

으로 하는 농업산업화 정책을 소개하고, 중국 농촌의 ‘기업+농가’ 또는 ‘기

업+생산기지+농가’ 유형의 생산경영시스템의 변화를 각각 동북3성의 쌀산

업과 산동성의 친환경농식품산업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3.5. 중국 농산물의 품목별 연구

중국 농산물의 품목별 연구는 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양념채소류

(특히 고추, 마늘, 양파 등)와 쌀에 집중되었다. 한 중 수교 초기부터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우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중국산 양념채소류는 우리의

주요 관심 품목이다. 중국의 중단립종 쌀은 관세화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우

리 쌀산업에 잠재적인 위협요인이라는 인식이 높아 중단립종 쌀의 최대 주

산지인 동북3성의 쌀산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과채류 및 과일류 주요 품목과 신선 육류는 한국과 중국 모두 동식물 검

역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향후 한 중 농산물 교역 여건이 변화하고 교역 품목도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품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만연한 가운데 백신접종

이 이루어져 앞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자국산 육류의 수입을 적극적으

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양자간 검역협상에서 동물전염병 관련 지역화

인정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중국 축산업에 대한 연구도 시

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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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중국의 농산물 품목별 주요 연구

곡

물

류

정정길 외(2003b) 중국의쌀생산, 소비, 무역, 품종구성및지역분포, 국제경쟁력분석

박평식(2003)

박평식 외(2004)

중국 쌀의수급, 가격및 수출입동향, 경쟁력및수익성분석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중단립종 쌀 수출 전망, 중국의 저가격고

품질쌀수출공세에대비한국내쌀산업의경쟁력제고및대응방안

김홍운(2003)
신중국 성립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의 중국의 지역별 쌀 수급 동

향, 중 단립종 쌀 생산 동향 및 특징, 중 단립종 쌀의 수요 전망

임형백(2003)

중국의 중 단립종 쌀 주산지 형성과정,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의 중 단립종 쌀 생산 및 소비동향, 동북지역

쌀의 수익성 분석,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중 단립종 쌀

수출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

김정호 외(2004)
1990년대 초반부터 2001년까지의 중국의 지역별 쌀 생산동향

중 단립종 쌀 생산비 및 수익, 생산비 구성과 특징(1979〜2001년)

정정길 외(2004)

중국 동북지역과 기타지역의 중 단립종 쌀 생산 현황 및 생

산잠재력, 생산비, 가격, 품질 비교 분석

중국의 중 단립종 쌀 소비 및 수출 현황, 국제경쟁력 분석

전형진 외(2009) 중국 동북3성 쌀산업의 구조변화 동향과 생산계열화 실태 조사

원

예

작

물

이일영 외(2000) 산동성의 고추, 사과, 배 주요 재배 품종 및 주산지 분포,
주산지의 변화 및 요인 분석

김병률 외(2001)
채소, 과일, 화훼의 주요 품목별 주산지 분포와 지역간 비교
우위, 주산지 변화 동향

F. Gale(2002) 중국의 농업지대 구분, 식량작물과 과일의 농업지대별 생산 비중

김병률 외(2004) 산동성의 고추, 마늘, 양파, 당근 주산지 분포와 변화 동향

이용선(2004) 중국의 과채류 수급 동향, 한 중 과채류 생산 가격 비교와 교역
전망

허봉구 외(2005)
중국의 농업지대별 고추의 주산지 분포와 최근 변화 동향,

산동성의 고추 주산지 생산 동향

ABARE(2005) 채소류 일부 품목의 주산지 분포와 생산 동향

김연중 외(2006)
채소류, 당근, 배추(김치용)의 주산지 생산 동향, 산동성의

당근, 배추(김치용) 주산지의 생산 동향

어명근 외(2007) 채소, 과일, 화훼의 주요 품목별 주산지 분포와 최근 변화 동향

농촌진흥청(2008)

중국의 과일류 수급동향 및 가격추이, 중국 과수재배농가

설문조사, 중국내 과일소비자 설문조사, 한 중 과일산업의

경제성 분석 및 과수산업의 대 중국 수출활성화 전략

농림부(2001), F. Gale(2002), 고관달(2003), Tuan et al(2004), 고종태 외(2005) 등

축

산

물

조광호(2001)

중국의 돼지 사육과 돈육생산 동향, 돼지 가격과 생산비 수준, 돈

육의 소비 수출입 유통, 중국의 사료산업, 축산업정책 등 돈육산

업 전반의 동향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와의 교역가능성 전망

이수행 외(2002)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축산물 품목별 생산 및 가격 동향,

시장비교우위(RCA) 지수를 이용한 중국의 생축, 육류, 축산

가공품의 국제경쟁력 분석, 중국 축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전망, 한국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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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연구도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 전형진 외

(2010)는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분류 및 인증제도, 친환경농식품 생산유통

구조,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 친환경농식품 육성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친환경농식품 시장의 발전가능성을 전망하는 한편 우리 농업에 대한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이 지금은 전체 농

식품시장의 약 3.5%로 틈새시장에 불과하지만 향후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창길 외(2009)는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현황과 시장규모를 고찰

하고,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중국 친환경농산

물의 생산 추이를 소개하였다.

노채영 외(2008)는 중국 상해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

사와 직접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해시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식품 구매

행태와 우리나라 친환경농식품의 진출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소

비자 중 44%가 한국산 친환경농식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으며, 구매 의향

품목은 과일류, 채소류, 전통가공식품 등의 순이다.

조창완 외(2005)는 중국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배경과 의의, 친환경농

산물 현황, 친환경농업 육성전략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중국의 친환경농업 육성전략이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육성한다는

점, 수출지향적이라는 점,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 중앙 및 지방정

부의 높은 관심과 지원이 많다는 점을 주요한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또

한 향후 중국의 친환경농업 면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친환경농산물 관련 제

품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한 중 FTA 관련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농업에 대한 파급영향 계측 및 대응방안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한 중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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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

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FTA 농업분야 협상전략 수립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표 1-2. 한·중 FTA관련 농업분야 연구 문제의 제기와 문제별 연구 수행 정도 평가

연구 문제 제기 평가

∘중국 농업의 성장경로와 성장과정의 특징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위상 변화는?

×

△

∘한 중 농산물 교역의 전개과정과 특징은?

∘한 중 농산물 교역을 제약하는 요인(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한 중 동식물검역제도와 검역상 수입제한 품목의 검역해제 가능성은?

○

△

×

∘중국 농산물의 국제경쟁력과 한 중간 농산물 경쟁력 격차는 ?

∘한 중 농산물 교역의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와 향후 전망은?

△

△

∘중국의 중장기 농산물수급 전망 및 Lester R. Brown 예측의 실현가능성은?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중국농업전망모형을 구축하고 있는가?

∘중국의 농산물수급 변화와 파급영향은?

△

×

×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의 내용과 방향은?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가 한 중 농산물 교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한 중 농산물 교역구조의 향후 변화 전망은?

△

×

×

주: ○은 선행연구 다수, △는 선행연구 일부, ×은 선행연구 부족을 의미함.

이 연구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분야 한 중 FTA와 관련하

여 제기될 수 있는 연구 문제와 각 문제에 대한 연구 수행정도를 평가한데

기초하여 한 중 농산물 교역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요인에 대한 심

층 분석을 통해 향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 FTA의 농업분야 협상전략 수립 시 참

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4.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크게 한국과 중국 농업의 위상 변화와 성장 특성, 한·중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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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교역 현황과 분업경쟁관계, 한·중 농산물 교역의 장애요인, 한국과 중국

의 농업구조 변화, 중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과 중장기 수급 전망, 중국 내

농산물 수급 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파급영향,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등 모두 여덟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한국과 중국 농업의 위상 변화와 성장 특성에서는 먼저 양국 농업

의 현주소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업

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양국 농업의 성

장과정에서 생산성 변화를 비교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농업의 성장경

로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3장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 현황과 분업경쟁관계에서는 먼저 한

국과 중국 그리고 양국간 농산물 교역 현황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정리하

였다. 다음으로 생산비와 도매시장가격 지표를 이용하여 양국간 주요 농산

물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고찰하

였다. 또한 TSI와 G-L 지수를 활용하여 양국간 농산물 교역의 경쟁구조와

분업구조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의 기본

특징을 검토하였다.

제4장 한·중 농산물 교역의 장애요인 분석에서는 관세분야와 비관세분

야로 구분하여 양국간 농산물 교역의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설문

조사를 통해 양국 소비자들의 상대국 농산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비교 분

석하였다.

제5장 한·중 농업구조변화와 농산물 교역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농업구

조 변화와 변화 요인을 비교 고찰하고, 양국의 농업구조 변화가 양국간 농

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제6장 중국의 농산물 수급 변화와 파급영향에서는 먼저 중국의 농산물

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중장기 수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망 결과

에 기초하여 중국의 CAPSiM, 한국의 KREI-KASMO, 미국의 FAPRI 모형

을 연계한 한·중 농업정책시뮬레이션모형을 구축하고 주요 품목별로 중국

내 수요증가시 국내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제7장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에서는 농산물을 식량작물,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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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과실류, 축산물, 기타가공농산품으로 분류하여 각각 양국간 교역현황과

특징을 고찰하고 향후의 교역구조를 전망하였다.

제8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

결과와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5. 연구의 범위와 방법

5.1. 연구 대상 품목

표 1-3. 본 연구의 농산물 품목류 분류표

품목류 세부 품목류

식량작물(26) 곡류(12), 서류(4), 두류(10)

채소류(48) -

과실류(39) -

기타

가공농산품

(343)

채유종실(15), 기타곡실류(28), 화훼류(23), 버섯류(5), 기타 산식물

(3), 커피류(2), 코코아류(6), 차류(2), 연초류(11), 인삼류(12), 한약

재(24), 잠사류(10), 전분(7), 식물성유지(24), 유지가공품(5), 농산

물 납류(4), 식물성 액즙(13), 박류(20), 사료(9), 기타 식물성 물질

(3), 기타농산부산물(6), 빵류제조용(2), 효모류(8), 소오스류(11), 향

신료(6), 지방성물질(3), 기타식물성재료(3), 주류(23), 당류(10), 음

료(6), 과자류(8), 면류(9), 기타조제 농산품(17), 식물성섬유(5)

축산물

(114)

산동물(32): 포유가축류(14), 가금류(3), 기타포유류(4), 기타조류(2),

파충류(4), 양서류(1), 곤충류(2), 환형동물(1), 기타 산동물(1)

육류(21): 포유가축육류(9), 가금육류(4), 양서류 육류(1), 기타 육류(7)

난류(3), 낙농품(12)

기타축산물(46): 동물성 유지(9), 동물성 납(1), 골류(4), 한약재(4), 기타

축산물 부산물(11), 단백질류(4), 모·수모류(8), 원피(4), 생모피(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AG코드 실품목 수를 나타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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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농산물이라는 용어가 포괄하는 범위를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의 분류 방법을 참

고하여 수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하고 농산물과 축산물로 한정하였다. 농수

산물무역정보의 무역통계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AG코드 63개 품목류로 대

분류하고 이를 다시 570개 실품목으로 세분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AG코드 63개 품목류를 임의로 식량작

물, 채소류, 과실류, 기타가공농산품, 축산물 등 5개 품목류로 재분류하였

다. 각각의 품목류가 포괄하는 범위는 <표 1-3>과 같다.

5.2. 주요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통계분석, 위탁연

구,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표 1-4>는 주요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변화에 따른 국내 파급영향 계측을

위한 ‘한·중 농업정책시뮬레이션모형’ 구축을 위해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

제발전연구소와 미국 FAPRI-MU에 각각 ‘중국의 농산물 수급 동향과 중

장기 전망’, ‘중국의 농산물 수급 변화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 전망’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위탁하여 모형 구축에 활용하였다. 또한 한·중 농산물 교역

의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인 동식물 검역과 관련하여 중국의 동식물 전염병

및 병해충 발생 실태와 대응 체계 그리고 동물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관련

지역화 정책 및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

연구소에 ‘중국의 동식물 질병 및 병해충 발생 실태와 대응 체계’라는 주

제의 연구를 위탁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반소비자(A그룹), 재북경 한국인(B그룹), 식

당경영주(C그룹)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북경시,

상해시, 광주시, 중경시의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산 농산물



18 서 론

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와 비교하고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 1-4. 주요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목차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연구 방법

한 중 농업의 위상

변화와 성장 특성

∘농업성장요인 분석

∘농업성장경로 분석

∘경제성장과 농업위상 변화

문헌 및 인터넷자료 조사, 통계분석

요소생산성 요소대체관계 분석

한 중 농산물 교역

현황과 특징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

∘한 중 농산물 교역 추이

∘한 중 농산물 교역 특징

통계분석

한 중 농산물 교

역의 분업 경쟁구

조 분석

∘한 중 품목별 경쟁력 격차

분석

∘한 중 농산물 교역의 분업

구조 및 경쟁구조 분석

통계분석, 생산비와 가격 비교

산업간무역지수 계측

-Grubeo-Lloyd(G-L) 지수계측

경쟁력 판별 지수 계측

-TSI 지수 계측

한 중 농산물 교역

장벽의 장애요인

∘한 중 농산물 관세장벽

∘한 중 농산물분야 비관세장벽

∘한 중 농산물에 대한 양국

소비자의 선호도 분석

문헌 및 인터넷 조사

관련기관 방문조사 및 위탁연구

통계분석

한국 소비자 설문조사

-빈도 및 척도분석

중국의 농업구조 변

화와 농산물 교역

∘농업구조조정정책

∘농업구조변화와 요인 분석

문헌 및 인터넷 조사

관련기관 방문조사

통계분석

중국의 농산물수급

전망과 파급영향

∘품목별 수급동향과 변화요인

∘중국의중장기농산물수급전망

∘한 중 농업정책시뮬레이션 모

형 구축

∘중국의 농산물 수급변화의

국내 파급영향 시뮬레이션

문헌 및 인터넷자료 조사

통계분석 및 관련기관 방문조사

시나리오별 모형 시뮬레이션

위탁연구(전망치 도출)

-중국 CAPSiM 모형 전망치

-미국 FAPRI 국제곡물모형전망치

한 중 농산물 교

역구조 변화전망

∘한 중 농산물 품목류별 교

역구조 변화 전망

문헌 및 인터넷자료 조사

관련기관 방문조사

교역관련 지수 계측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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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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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농업의 위상 변화

한 국가(지역)의 경제성장 및 발전 과정에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위상

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산업구조의 변화는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 변화, 즉 생

산구조의 변화와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 변화, 즉 취업

구조의 변화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클라크(Clark, 1940)와 쿠츠네츠(Kuznets, 1957)의 실증연구는 한 국가

(지역)의 경제성장 및 발전과정에서 농업의 생산 및 고용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및 발전과정에서 각자 농업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생

산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 두가지 측면에서 비교 고찰하고 일반성과 특수

성을 규명한다.

1.1. 생산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5년 44.8%에서

2010년 2.6%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기적

으로 보면 농림어업의 생산 비중은 1965년(변환점 PA)에 서비스업보다 낮



PA

PB

PA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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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고, 1973년(변환점 PB)에 광공업보다 낮아져 우리나라 경제에서 생산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으로 변화하였다.

중국도 GDP에서 1차 산업(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3년 33.9%

에서 2009년 10.6%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경제성

장의 일반법칙이 예외 없이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계획경제

시기에 중공업우선 발전전략에 따라 인위적으로 2차 산업에 자원을 집중

배치한 결과 GDP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중국 산업구조의 특징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

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산업구조 변화의 표준패

턴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시기적으로 보면 1차 산업의 생산 비중은 개혁개방 이후 1985년(변환점

PB)에 서비업보다 낮아져 중국 경제에서 생산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이

되었다.

그림 2-1. 한국과 중국 경제의 생산구조 변화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农业部. 新中国农业60

年统计资料

한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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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용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수 가운데 농림어업의 고용 비중은 1963년

63.0%에서 2010년 6.6%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농림어업의 고용 비중은 시기적으로 보면 1978년(변환점 EA)에 서비스

업보다 낮아졌고, 1985년(변환점 EB)에 광공업보다 낮아져 농림어업은 우

리나라 산업부문에서 고용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으로 변화하였다.

중국도 전체 취업자 수에서 1차 산업(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3

년 67.1%에서 2009년 38.1%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림어업의 고용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험과 달리 중국은 생산구조의 전환

과 고용구조의 전환 사이에 상당한 시간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구조의 변환은 생산구조의 변환과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

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지만 중국의 경우 그 시차가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림 2-2. 한국과 중국 경제의 고용구조 변화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农业部. 新中国农业60

年统计资料

한국 중국

EA

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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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림어업은 2009년 기준 생산 비중이 10.6%로 생산구조 측면에

서는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이다. 그러나 고용 비중은 38.1%로 고용구조

측면에서는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중국은 고용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농업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생산구조의 변환점 PA,

PB에서 농업의 비중은 각각 35.2%와 28.4%로 선진국의 경험과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고용구조에서는 아직도 변환점이 나타나지 않

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생산구조

변환과 고용구조 변환의 차이가 현저한 고용구조의 비전형화(非典型化) 현

상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도시와 농촌으로

이분화된 중국의 호적(戶口)제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1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지역별로 보면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을 크게 동부, 중부, 서부 3개 지역으

로 구분하는 경우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동부지역은 고용구조 측면에

서도 2006년에 변환점 EA, EB가 동시에 출현하여 산업구조의 변화가 표

준패턴에 부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을 6개 농업지역2으로

구분하는 경우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전국 GDP 점유율 31.8%) 장강

(长江)중하류지역에서도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변환점 EA, EB가 출현

하였다. 역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남부연해지역도 고용구조상 변환점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부상한 동북3성은 고용

구조상 1990년대 후반 이후 농림어업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

타내고 있다. 고용구조의 비전형화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1. 중국은 1958년 ‘호구등록조례(户口登记条例)' 제정하여 호적관리제도를 확립했

으며 이 조례에 근거하여 법률 형식으로 농민들의 도시 유입과 도시 간 인구유

동을 제한하였다. 도시와 농촌을 분리한 호적관리제도는 중국의 ‘이중경제구

조’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호적관리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

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으나 문제점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부분적인 개혁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2. 동북3성,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부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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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국의 주요 지역별 고용구조 변화

자료: 农业部.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동부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동북3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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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 대체

1980～2010년 동안 한국 농업의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연평균 성

장률은 각각 9.2%, 6.2%로 노동생산성이 우위를 보였다. 두 요소생산성 간

성장률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생산성 증가 속도는 둔화되는 추

세이다. 2000년대 들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시기를 구분해

보면 1990년대 후반까지는 토지생산성이 노동생산성보다 높았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격차가 줄어들어 2004년을 기점으로 노동생산성이 토지생산성

을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 농업의 요소 투입 추이를 보면 토지와 노동 등 본원적 투입요소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모두 투입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경상투입재와 농기계

투입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 감소(또는 증가율 둔

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투입요소 간 대체관계로서 농업생산요소의 부

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토지/노동 비율은 1980년 이후 농업노동력의

지속적인 감소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토지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지면적 당 비료와 농약 투입 비율은

각각 연평균 0.4%, 3.6% 증가하였다. 화학비료와 농약은 1990년대 이후

모두 단위면적 당 투입량이 감소(정체)하는 추세이다. 농기계의 투입 증가

로 기계/노동 비율은 1980년 이후 연평균 9.9% 증가하였다.

중국 농업의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1952～2009년 동안 각각 연평

균 2.5%, 3.2% 증가하였다. 중국 농업의 성장에서 토지생산성 향상이 좀

더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만 보면 1980～2009년 동안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 모두 크게 증가한 가운데 노동생산성의 증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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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노동생산성이 중국 농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

세이다. 두 요소생산성 간 격차 추이를 보면 신중국 성립 이후 줄곧 토지

생산성이 노동생산성보다 높았고 그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2006년 이후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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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한국과 중국의 요소생산성과 요소투입지수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农业部. 2010中国农业发展报告

중국 농업의 토지/노동 비율은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 말까지 농업노동

력의 증가로 감소했지만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V’자

형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농업노동력이 빠른 속도로

감소함에 따라 토지/노동 비율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지이용면적당 비료와 농약의 투입비율은 1980～2009년 동안

모두 연평균 5.8% 증가하였다. 화학비료의 단위면적당 투입량도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기계의 투입증가로 기계/노동 비율은 같은 기간

연평균 6.5%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전에는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투입

비율의 증가 속도가 농기계/노동 비율의 증가 속도를 상회하였으나, 2000

년대 들어 농업노동력 감소로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었다.

한국 중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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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농업의 성장경로

Yamada & Ruttan(1980)과 Hayami & Ruttan(1985)은 토지생산성과 노

동생산성의 상호관계에 의해 농업성장경로를 유럽형, 아시아형, 신대륙형

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Yamada(1987)는 토지생산성과 토지/노동 비율의 상

호관계에 의해 아시아형 농업성장경로로서 ‘S’자형 성장경로를 제시하였

다. 두 가지 농업성장경로는 모두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부터 유도된다.

노동생산성


토지노동비율


×토지생산성



여기서 는 농업산출액, 은 농업노동력 수, 는 경지면적(재배면적)

한국 농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토지생산성의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토지생산성보다 노동생산성이 주도적으

로 한국 농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추세이다.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

간 성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토지생산성과 노동생

산성 모두 증가 추세는 둔화되고 있다.

한국 농업은 197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농업노

동력의 도시 유출이 증가하면서 토지/노동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 농업은 Yamada의 아시아

형(‘S’자형) 농업성장경로상 3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의 농업성장은 노동생산성보다 토지생산성이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다. 1952∼1977년 동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연평

균 성장률은 각각 -0.15%와 1.75%로 노동생산성의 희생하에 토지생산성

이 농업성장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

성 모두 크게 성장하였으나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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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한국과 중국의 농업성장경로 비교

(a) Hayami & Ruttan(1985) 성장경로

한국 중국

(b) Yamada(1987) 성장경로

한국 중국

자료: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农业部.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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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2009년 동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4.43%, 4.40%를 나타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은 노동생산성과 토지

생산성이 동시에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점차 노동생산성이 주도적

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1990년대 초반을 전환점으로 ‘V’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는 토지/노동 비율의 증가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개혁

개방 이후 1980년대까지는 토지생산성 증가율(5.63%)이 노동생산성 증가

율(2.77%)보다 높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토지/노동 비율의

증가에 힘입어 노동생산성 증가율(5.69%)이 토지생산성 증가율(3.75%)을

추월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중국 농업은 1990년대 초반을 전환점으

로 하여 Yamada의 아시아형(‘S’자형) 농업성장경로상 3단계에 진입한 것

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1970년대 중반에 3단계에 진입

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 농업은 우리나라 농업에 비해 시간적으로 약 20년

의 성장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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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농산물3 교역 현황 및 특징

1.1. 개황

한·중 수교 이후 1992∼2010년 동안 농산물 교역액은 9.8억 달러에서

24.7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규모가 동기간

63.8억 달러에서 1,884.1억 달러로 약 30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농산물 교

역액의 증가 규모는 크지 않다.

그리고 한·중 교역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15.4%에서 1.3%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 중 대 중국 수출총액에서 농산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1% 미만이었다. 대 중국 수입총액에서 농산물 수입액이 차지

하는 비중도 1992년 26.0%에서 2010년 2.8%로 급감하였다.

3.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 중 농산물과 축산물만

을포함하며 AG코드(농림수산식품부 품목별코드) 63개품목류에 속하는 570개실품

목(전체 1,559개 세부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AG코드 63개품목류를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 기타가공농산품 등 5개품

목류로 재분류하였다(제1장 제5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표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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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중 농산물 교역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수지는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

면 농산물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1992～2010년 동안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이 9.7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증가한데 비해 수

출액은 5.3백만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수출액이 비교적 큰 폭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다. 대 중국 농산물 무역

수지 적자규모는 1992년 9.6억 달러에서 2007년 22.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9년까지 감소했으나 2010년 15.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1.2. 대 중국 수입 현황 및 특징

1.2.1. 수입액 규모 및 품목 확대 추세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1992년 9.7억

달러에서 시작하여 연도별 변동 폭이 큰 가운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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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07년 24.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

나 2010년 20.0억 달러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G코드 570개 실품목 가운데 수입액이 천 달러 이상인 품목이 1997년

246개에서 2008/10년(3년 평균) 377개로 증가하였다. 백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도 같은 기간 70개에서 142개로 증가하였다.

1.2.2. 곡류 비중 감소, 채소류 및 가공농산품류 비중 증가

농산물 품목류별 대 중국 수입 추이를 보면 식량작물(특히 곡류)의 수입

액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채소류와 기타가공농산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

였다. 1992/94년(3년 평균)∼2008/10년(3년 평균) 동안 식량작물 수입액이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8%에서 17.9%로 대폭 감소

하였다. 이 중 곡류의 비중이 동기간 62.1%에서 9.3%로 급감한 반면, 두류

는 1.7%에서 8.5%로 증가하였다.

그림 3-2. 농산물 품목류별 대 중국 수입액 및 비중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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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AG코드 63개 품목류 중 대 중국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류의 변화

주: 세부 품목은 수입액이 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이며 괄호 안의 비율은 해당 품목류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품목류 비중(%) 주요 세부품목

1992/

1994

(3년

평균)

곡류 62.1
옥수수(96.5%), 수수(1.7%), 밀(1.4%), 밀리트(0.3%),

보리(0.1%), 메밀(0.1%)

박류 10.6
대두박(40%), 면실유박(36%), 채종·콜자씨박(10%), 밀

기울(7%), 설탕박(2.5%)

채유종실 5.2
참깨(65%), 땅콩(20%), 들깨(8%), 기타채유종실(3%),

면실(2.3%), 유채(1.7%)

한약재(농) 3.9
기타한약재(65%), 감초(15%), 계피(5%), 원지(3%),

용안육(1.8%)

채소류 3.6
마늘(30%), 고추(10%), 토마토(7%), 파(5%), 채소종

자(4%), 기타파속채소(3%)

주류 2.3 에틸알코올(89%), 고량주(6%), 리큐르(3%)

두류 1.7 팥(63%), 녹두(12%), 강낭콩(12%), 대두(8%)

한약재(축) 1.6 녹용(71.7%), 사향(28.1%)

면류 1.5 당면(91.9%), 기타파스타(7.2%)

기타농부산물 1.0 조물제품(87.8%), 기타농세공품(10.2%)

합 계 93.4

2008/

2010

(3년

평균)

채소류 21.7

김치(22.4%), 고추(21.8%), 마늘(11.6%), 당근(9.1%),

토마토(3.5%), 파(2.6%), 양파(2.4%), 채소종자(2.0%),

기타채소(14.2%)

박류 11.7
전분박(52.6%), 대두박(11.9%), 설탕박(10.7%), 채종·

콜자씨박(8.5%)

곡류 9.3
쌀(73.2%), 보리(13.8%), 옥수수(5.6%), 밀리트(3.9%),

밀(1.7%), 수수(0.9%), 메밀(0.6%), 기타곡물(0.1%)

두류 8.5 대두(77.6%), 팥(17.2%), 녹두(1.9%), 강낭콩(0.9%)

채유종실 6.5
참깨(38.5%), 땅콩(31.3%), 들깨(22.7%), 기타채유종실

(5.4%), 해바라기씨(1.2%)

사료 4.8
에틸알코올(78.2%), 알코올성합성조제품(7.8%), 맥주

(6.8%), 고량주(4.6%), 기타주(1.3%), 리큐르(0.4%),

소스류 3.9
기타소스제품(63.6%), 혼합조미료(27.2%), 메주(4.0%),

된장(2.8%), 간장(0.9%), 춘장(0.9%), 고추장(0.4%)

기타

조제농산품
3.4

혼합조제식료품(63.2%), 기타조제식료품(20.6%), 기타

단백질농축물(9.0%), 향미용조제품(3.2%), 차·마태조제

품(1.7%), 치커리조제품(1.1%)

면류 3.0 당면(80.9%), 기타파스타(17.2%), 국수(1.6%), 인스턴트면(0.2%)

당류 3.0
기타당(57.6%), 포도당(26.8%), 맥아당(11.2%), 당밀

(2.7%), 과당(0.9%), 캐러멜당(0.5%), 자당(0.2%)

합 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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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세부품목 1992 1997 2000 2005 2010
2008∼2010(3개년 평균)

수입액
비중

A B C
1 쌀 0 10.1 37 33.5 136.2 130.6 6.78 6.8 56.1
2 대두 0 0.7 9.7 28.5 35.7 126.7 6.58 13.4 18.9
3 전분박 1.0 1.6 5.4 25.7 117.3 118.4 6.15 19.5 95.9
4 김치 0 0 0.2 51.3 102 93.7 4.86 24.4 100.0
5 고추 8.3 8.6 10.4 49.7 109.2 91.2 4.73 29.1 95.4
6 기타채소 10.8 16.7 21.1 30.7 70 59.3 3.08 32.2 80.8
7 마늘 0 11.6 9.1 21.2 101.3 48.4 2.51 34.7 99.9
8 참깨 24.8 10.9 26 31.3 48.6 48.2 2.50 37.2 41.6
9 기타과실 0.9 16.9 15.9 41.6 44.9 47.6 2.47 39.7 33.7
10 당면 16.2 21.3 19.6 27.1 53.8 47.3 2.46 42.1 99.6
11 기타소스제품 1.9 10.6 16.4 36.9 51.1 47.2 2.45 44.6 55.3
12 혼합조제식료품 0 0 0 0 55.0 41.4 2.15 46.7 12.4
13 기타한약재 - - - - 52.5 39.9 2.07 48.8 88.2
14 땅콩 11.5 22.9 21 22.8 41.9 39.1 2.03 50.8 85.0
15 당근 0 2.6 3.1 27.9 40.0 38.1 1.98 52.8 98.7
16 기타당 0 0 0 14.7 35.8 33.4 1.73 54.5 52.1
17 에틸알코올 14.4 15.3 12.7 18.9 54.6 32.8 1.70 56.2 22.4
18 기타사료 0 1.6 2.3 14.5 28.3 29.5 1.53 57.8 88.2
19 들깨 0 9.8 4.8 12.5 27.2 28.4 1.47 59.2 100.0
20 팥 4.8 7.9 12.5 17.3 37.9 28.1 1.46 60.7 99.7
21 대두박 32.6 0 2.8 4.2 25.5 26.8 1.39 62.1 3.7
22 보리 0.4 1.1 2.3 5.4 13.7 24.7 1.28 63.4 25.2
23 설탕박 2.1 8.9 9.3 16.1 9.0 24.1 1.25 64.6 69.1
24 혼합조미료 1.1 7.8 11.5 9.9 21.0 20.2 1.05 65.7 69.3
25 배합사료 0.1 0.1 0 1.6 18.4 19.8 1.03 66.7 40.5
26 채종·콜자씨박 10.0 7.4 33.2 1.6 16.4 19.2 1.00 67.7 17.5
27 잎담배 5.4 0 0 14.0 20.3 18.7 0.97 68.7 8.1
28 양조박 0 0 0.4 3.1 6.1 18.4 0.96 69.6 15.9
29 개 사료 0 0 0 9.3 21.2 18.1 0.94 70.6 24.9
30 텍스트린·기타변성전분 0 0 0 3.0 17.5 17.0 0.88 71.4 22.2
31 닭고기 0 16.3 3.1 18.5 14.2 16.8 0.87 72.3 10.2
32 고구마전분 2.2 8.3 8.7 8.9 22.6 16.6 0.86 73.2 99.4
33 포도당 0 0 0 3.3 22.5 15.5 0.81 74.0 82.0
34 기타식물성액즙 0.2 1.5 2.0 6.9 19.0 15.4 0.80 74.8 23.4
35 비스킷 0 1.2 5.9 14.1 11.6 15.2 0.79 75.6 26.4
36 토마토 1.2 4.6 3.4 7.4 13.6 14.5 0.75 76.3 33.3
37 생사 0 0 0 0 24.9 14.1 0.73 77.1 94.7
38 기타조제식료품 0 0.4 4.1 8.5 12.8 13.5 0.70 77.8 65.6
39 옥수수전분 0 0 0.4 7.3 6.8 13.3 0.69 78.5 97.9
40 기타사료용조제품 0.1 0 0.6 1.4 17.8 11.0 0.57 79.0 29.6
41 파 0 5.9 4.8 8.3 11.5 10.7 0.56 79.6 98.6
42 기타파스타 1.5 2.2 1.8 9.1 9.0 10.0 0.52 80.1 39.7
43 양파 0 1.0 1.8 8.0 10.6 10.0 0.52 80.6 92.9
44 옥수수 624.7 479.2 659.9 820.0 3.5 10.0 0.52 81.1 0.5

표 3-2. 대 중국 주요 수입농산물 수입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주: 수입액이 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임. A는 대 중국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B는
누적 비중, C는 해당 품목의 대 세계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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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 중 곡류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최대 수입 품목이

었던 옥수수(사료용 HS 1005.90.1000, 기타용 HS 1005.90.9000)의 수입액

비중이 동기간 61.9%에서 0.5%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 말 중

국이 곡물수출 제한조치를 시행한 이후 수입액 비중이 급감하였다.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 중 식량작물 수

입액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채소류 수입액 비중은 3.6%

에서 21.7%로 대폭 증가하였다. 과실류 수입액 비중도 동기간 0.7%에서

3.0%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원예작물의 수입액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동기간 3.2%에서 3.1%로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기타가공농산품은 수입액 비중이 28.6%에서 54.3%로 대폭 증가하

여 대 중국 최대 농산물 수입품목으로 부상하였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 중국 주요 수입농산물 품목류(AG코드

63개)는 1992/94년에는 곡류, 박류, 채유종실, 한약재(농산물), 채소류, 주

류, 두류, 한약재(축산물), 면류, 기타농부산물 순이었다. 그러나 2008/10년

에는 채소류가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박류, 곡류, 두류, 채유종실, 사

료, 소스류, 기타조제농산품, 면류, 당류 순이다. 교역 초기에 비해 수입농

산물의 품목류 구성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2>는 AG코드 570개 실품목 중 2008/10년 수입액 상위 품목을 정

리한 것이다.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은 쌀(6.8%), 대두(6.6%), 전분박

(6.2%), 김치(4.9%), 고추(4.7%), 기타채소(3.1%), 마늘(2.5%), 참깨(2.5%),

기타과실(2.5%), 당면(2.5%)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42.1%를 차지하였

다. 한편 CR20, CR30, CR40도 각각 60.7%, 71.4%, 79.0%를 차지하여 대 중

국 농산물 수입품목의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 상위 40개 품목을 5개 품목류로 구분해보면 기타

가공농산품 52.8%(24개), 채소류 22.7%(6개), 식량작물 20.4%(4개), 과실

류 3.1%(1개), 축산물 1.1%(1개) 순이다. 기타가공농산품과 채소류가 주요

수입품목임을 알 수 있다. 식량작물은 교역 초기에 비해 수입액 비중은 크

게 감소했지만 실품목 기준으로는 쌀과 대두가 수입액 1위, 2위를 차지하

여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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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신선농산물보다 반가공품의 비중 증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은 품목 분류상 가공농산품이 커다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공농산품에 이어 수입액 비중이 큰 채소류도 신선

농산물 형태(주로 신선이나 냉장 형태)보다는 냉동, 조제처리 등 단순 가공

을 거친 반가공품 형태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2008/10년 대 중국 채소류 수입액 중 1위(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4위)를

차지한 김치는 기본적으로 가공식품에 속한다. 그리고 수입액 2위(전체 농

산물 수입액 중 5위)인 고추는 냉동과 건조형태가 각각 77.8%와 22.2%를

차지한다. 또한 수입액 4위(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7위)인 마늘은 신선/냉

장과 냉동 형태가 각각 48.1%와 43.8%를 차지하며, 식초/초산조제 형태가

6.7%를 차지한다. 수입액 3위(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6위)인 기타채소도

냉동/일시저장처리/건조/혼합물/조제품의 비중이 77.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대 중국 수입농산물이 신선/냉장 형태에 비해 냉동/조제저장

처리 등 반가공품 형태가 많은 것은 신선/냉장 형태의 양허관세율이 가공

품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고추를 예로 들면 건조(HS 0904.20.1000,

HS 0904.20.2000), 신선/냉장(HS 0709.60.1000, HS 0709.60.9000) 및 일시

저장처리(HS 0711.90.5091) 고추는 양허관세율이 270%인 반면, 냉동(HS

0710.80.7000)은 27%에 불과하다. 마늘의 경우 신선/냉장(HS 0703.20.1000,

HS 0703.20.9000), 건조(HS 0712.90.1000), 일시저장처리(HS 0711.90.1000)

마늘은 양허관세율이 360%로 매우 높지만 냉동(HS 0710.80.2000)과 조제저

장처리(HS 2001.90.9060) 마늘은 각각 27%와 36%로 낮다.

1.2.4.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점유율 하락 추세

우리나라의 최대 농산물 수입대상국인 미국의 수입농산물시장 점유율은

1995년 45.5%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7년 25.7%로 감소하였다. 반면

제2위의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1992년 7.2%에서 2007년 23.5%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3년과 2005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우리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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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2007년도 말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최대 수입 품목이었던 옥수수와 밀의

수입이 급감하여 중국산 점유율은 2007년 23.5%에서 2010년 13.9%로 하

락하였다(반면 미국은 25.7%에서 31.0%로 증가).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제4위의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 일본과 함께

전통적인 수출시장에 해당한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 농산물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01년 10.2%에서 2009년 8.1%로 감소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산 농산

물이 우리의 수입농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

만, 수입채소류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36.7%에서

2010년 73.9%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고,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양념채소류의 중국산 의존

도는 여전히 높다. 김치,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무, 배추, 파는 중국산 비

중이 모두 95%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중국 의존형 수입채소류이다.

그림 3-3.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한·중 농산물 교역의 분업 및 경쟁 구조 39

1.3. 대 중국 수출 현황 및 특징

1.3.1. 수출액 규모 및 품목 확대 추세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연도별 변동이 심한 가운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수출은 단조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 중국 농산물 수출

액은 1992년 5.3백만 달러에서 2010년 4.7억 달러로 89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수출 증가 추세가 이전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

났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에서 중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0.7%(농산물 0.8%, 축산물 0.03%)에 불과했으나 2010년 12.2%(농산물

12.0%, 축산물 16.0%)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은 2009년 이후 미국을 제

치고 우리나라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다만, 2010년 중국의 농

산물 수입액(719.2억 달러)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65%에 불과

하다.

그림 3-4. 한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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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코드 570개 실품목 중 중국에 천 달러 이상 수출한 품목 수는 1997/

99년 201개에서 2008/2010년 260개로 늘었다. 백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

도 같은 기간 8개에서 47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천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

도 1개 품목(자당)에서 8개 품목(자당, 라면, 커피조제품, 혼합조제식료품,

난초, 기타베이커리제품, 기타음료, 유자)으로 증가하였다.

1.3.2. 가공품위주의 품목구조, 농업과의 연계 부족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은 대부분 원료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공

한 가공식품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2008/10년의 5개 품목류별 대 중국 수

출액 비중을 보면 기타가공농산품이 86.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과실류, 축산물, 채소류, 식량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 5.0%,

1.7%, 0.6%로 미미하다.

그림 3-5. 농산물 품목류별 대 중국 수출액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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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AG코드 63개 품목류 중 대 중국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류의 변화

품목류 비중(%) 주요 세부품목

1997/

1999

(3년

평균)

당류 28.0 자당(98.7%), 포도당(0.6%), 기타당(0.4%)

주류 14.5
알코올성합성조제품(59.4%), 위스키(32.4%), 맥주(3.9%), 소주
(3.2%), 청주(0.9%)

과자류 10.5
껌(62.1%), 비스킷(11.0%), 곡류조제품(10.7%), 기타베이커리제

품(10.6%), 캔디(2.4%), 빵(1.8%), 기타설탕과자(1.3%)

면류 4.2 라면(66.3%), 국수(14.4%), 기타파스타(9.5%), 인스턴트면(9.4%)

채소류 3.9 채소종자(94.6%), 기타채소(2.4%)

과실류 3.4
단일과실조제품(59.1%), 기타과실(28.1%), 포도(3.2%), 복숭아
(2.7%), 배(2.7%)

소스류 3.3
혼합조미료(50.9%), 간장(20.4%), 기타소오스제품(13.4%), 고
추장(8.9%)

식물성유지 3.2
대두유(71.7%), 면실유(8.3%), 옥수수유(7.8%), 기타비휘발성유지
(5.1%), 미강유(3.3%)

곡류 3.0 밀(98.6%)

기타식물성물질 2.6 염료물품과 조제품(90.6%), 텍스트린·기타변성전분(9.2%)

합 계 76.6

2008/

2010

(3년

평균)

당류 18.9 자당(94.8%), 포도당(3.8%), 기타당(1.1%), 캐러멜당(0.2%)

면류 10.2
라면(77.7%), 인스턴트면(17.3%), 기타파스타(2.2%), 국수(2.1%),

냉면(0.6%)

과자류 10.1
기타베이커리제품(38.1%), 비스킷(18.2%), 캔디(16.4%), 곡류조

제품(16.1%), 껌(4.3%), 기타설탕과자(4.3%), 빵(2.6%)

커피류 8.0 커피조제품(92.7%), 커피(7.3%)

기타

조제농산품
7.6

혼합조제식료품(73.0%), 아이스크림(10.4%), 기타조제식료품(4.9
%), 차·마태조제품(2.7%), 향미용조제품(2.6%), 식초(2.1%), 치커리
제품(1.3%), 기타빙과(1.0%), 혼합주스(1.0%), 수프브로드(0.4%)

과실류 6.0
유자(48.5%), 단일과실조제품(38.7%), 기타과실(8.8%), 과실

혼합물(1.5%), 기타감귤류(1.4%), 오렌지(0.6%)

소스류 5.6
혼합조미료(33.2%), 기타소스제품(21.0%), 마요네즈(11.2%),
카레(9.7%), 간장(7.9%), 고추장(7.7%), 된장(4.6%), 기타장(3.
3%), 춘장(1.2%)

화훼류 5.0 난초(98.4%), 양란(1.5%)

음료 4.5
기타음료(84.3%), 물(8.2%), 기타한약재(4.4%), 음료베이스(2.
0%), 식혜(1.0%)

주류 3.6
소주(43.2%), 맥주(22.9%), 위스키(17.8%), 기타과실발효주(3.3%),
청주(2.8%), 탁주(2.6%), 알코올성합성조제품(2.3%), 약주(1.2%)

합 계 79.5

주: 세부 품목은 1997/99년의 경우 수출액이 5만 달러 이상인 품목, 2008/10년은 수입액이

십만 달러 이상인 품목. 괄호 안의 비율은 해당 품목류의 전체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나타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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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세부품목 1992 1997 2000 2005 2010
2008∼2010(3개년 평균)

수입액
비중

A B C
1 자당 2.1 16.8 12.0 36.8 96.6 67.6 17.9 17.9 39.1
2 라면 0 1.1 2.2 12.6 28.3 29.9 7.9 25.8 20.9
3 커피조제품 0.9 0.6 0.7 13.4 43.2 28.1 7.4 33.2 14.2
4 혼합조제식료품 0 - 0.3 0 24.4 20.9 5.5 38.8 7.5
5 난초 - - 1.2 13.9 18.3 18.5 4.9 43.7 92.9
6 기타베이커리제품 0 0.6 2.5 1.1 17.9 14.5 3.8 47.5 39.9
7 기타음료 - 0 0.2 2.1 17.4 14.3 3.8 51.3 27.8
8 유자 - - - - 13.9 11.1 2.9 54.2 38.5
9 단일과실조제품 0 1.6 0.9 2.6 12.1 8.8 2.3 56.6 20.3
10 담배 - 0.6 0.4 6.8 7.3 8.1 2.1 58.7 1.7
11 혼합조미료 0 0.9 0.9 2.2 10.2 7.0 1.9 60.6 41.6
12 대두유 - 0 0.6 0 16.2 7.0 1.9 62.4 40.5
13 비스킷 0 0.3 1.2 18.3 7.0 6.9 1.8 64.3 10.2
14 인스턴트면 - 0.3 0.7 2.3 8.6 6.6 1.8 66 46.4
15 팽이버섯 - - - 0 6.5 6.6 1.8 67.8 33.7
16 캔디 0 0.2 0.2 3.9 7.6 6.2 1.6 69.4 46.2
17 홍삼 - 0 2.5 4.1 11.3 6.1 1.6 71 13.2
18 곡류조제품 0 0.6 1.8 7.7 6.5 6.1 1.6 72.7 16.0
19 소주 0 0.2 0.4 2.4 5.0 5.8 1.5 74.2 4.8
20 조제분유 - 0 0.7 1.3 7.9 5.2 1.4 75.6 21.8
21 기타소스제품 0 0.3 0.8 1.4 5.7 4.5 1.2 76.8 20.1
22 탈지분유 - - 0 0 7.6 3.8 1 77.8 88.2
23 초콜릿 0 0.1 0 0.5 4.9 3.5 0.9 78.7 31.7
24 채소종자 0 2.0 3.0 3.4 4.0 3.3 0.9 79.6 14.4
25 맥주 0 0.3 0.7 1.8 3.1 3.1 0.8 80.4 7.0
26 아이스크림 - 0.3 - 0.8 3.0 3 0.8 81.2 21.0
27 쇠고기 - - - 0 3.8 2.7 0.7 81.9 49.5
28 포도당 - 0 0.1 0.1 0.2 2.7 0.7 82.6 32.6
29 위스키 - 0.6 1.9 1.6 2.5 2.4 0.6 83.2 28.2
30 마요네즈 - 0 0 1.2 2.9 2.4 0.6 83.9 6.0
31 로열젤리 - 0.7 1.3 1.9 0 2.4 0.6 84.5 8.1
32 커피 0 0 0.7 1.5 2.7 2.2 0.6 85.1 30.3
33 기타식물성점질물 - 0 0.1 0.5 4.0 2.1 0.6 85.7 10.0
34 카레 - - 0 0.6 1.5 2.1 0.5 86.2 63.3
35 기타과실 0 0.2 0 0.7 2.8 2.0 0.5 86.7 17.6
36 밀 - 1.1 2.8 2.1 1.6 1.9 0.5 87.2 16.4
37 간장 0 0.2 1.2 1.7 1.5 1.7 0.4 87.7 14.5
38 고추장 0 0 0.3 0.7 2.3 1.6 0.4 88.1 11.8
39 껌 0.5 8.0 0.7 9.2 2.2 1.6 0.4 88.5 6.3
40 기타설탕과자 - 0 0 0.2 1.4 1.6 0.4 89 2.9
41 쇼트닝 - 0.7 2.0 2.6 1.3 1.4 0.4 89.3 10.6
42 기타조제식료품 - 0 0.7 0 2.3 1.4 0.4 89.7 13.9
43 물 0 0 0 0.5 1.1 1.4 0.4 90.1 6.2
44 기타채소 0 0 0.5 3.0 1.0 1.3 0.3 90.4 10.9

표 3-4. 대 중국 주요 수출농산물 수출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주: 수출액이 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임. A는 대 중국 전체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B는
누적 비중, C는 해당 품목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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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99년과 2008/10년의 대 중국 주요

수출 품목류(AG코드 63개)을 비교해보면 가공식품인 당류, 과자류, 면류가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커피류, 기타조제농산물, 과실가공

품, 소스류, 음료, 주류 등 가공식품이 수출액 상위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교역 초기에 비해 소수이긴 하지만 유자, 난초, 팽이버섯 등 우리 농

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표 3-4>는 AG코드 570개 실품목을 대상으로 2008/10년 대 중국 수출

액 상위 품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액이 백만 달

러 이상인 상위 40개 품목 중 난초(5위), 유자(8위), 팽이버섯(15위), 홍삼

(17위) 정도가 우리 농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품목이다. 이들 4개 품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가공농산품이다.

2008/10년 대 중국 농산물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액 비중(CR10)은

전체 수출액의 58.7%를 차지한다. CR20, CR30, CR40도 각각 75.6%, 83.9%,

89.0%를 차지하여 대 중국 수출 농산물의 품목 집중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 중국 수입농산물의 품목 집중도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대 중국 농산물 수출액 상위 40개 품목을 5개 품목류로 구분해보면 기타

가공농산품류 78.1%(31개), 과실류 5.8%(3개), 축산물 3.7%(4개), 채소류

0.9%(1개), 식량작물 0.5%(1개) 순이다. 가공농산품류를 제외하고 과실류의

비중이 높은 것은 수출액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한 유자 때문이다. 그러나 유

자의 수출도 신선 형태가 아닌 유자차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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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4

2.1. 생산비 비교

2.1.1. 비교 결과 및 특징

농산물 생산비 비목의 종류와 비목별 내용 및 산출 방법은 국가별로 차

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가 간 생산비 비교를 위해서는 생산

비목의 분류기준을 정하여 각국의 생산비 통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인규 외(2005)가 국가별 비교를 위해 제안한

방법에 근거하여 한·중 주요 농산물의 생산비를 비교하였다.5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비는 상승하는 추세이다. 다만 우리나

라는 완만한 상승세, 중국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기간 동안 대상품목 모두 중국의 생

산비 증가율이 한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 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

류(사과, 감귤)와 감자를 제외하고 직접생산비 상승률이 간접생산비 상승

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축산물(비육우, 비육돈)을 제외하고 간

접생산비 상승률이 직접생산비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우

리나라는 직접생산비, 중국은 간접생산비 상승이 생산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생산비의 상승은 주로 토지용역비의 상승이 주도

하였다(단, 쌀과 비육우는 자본용역비 상승이 주도). 중국의 경우 간접생산

4. 분석대상 품목은 쌀(중단립종), 감자, 배추, 양배추, 토마토(시설), 오이(시설),

사과, 감귤, 육우, 돼지, 육계 등 11개 품목이며, 분석기간은 1998～2009년이다.

5. 직접생산비=종묘비+비료비+농약비+영농광열비+기타재료비+수리비+위탁영농

비+소농구비+수선비+기타비용. 간접생산비=감가상각비(기계, 시설)+노동비(자

가, 고용)+토지용역비(자가, 임차지)+자본용역비(고정,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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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중 국 C

2000 A 2009 A B 2000 A 2009 A B 2000 2009

쌀
20kg

생산비 21,643 100.0 23,407 100.0 0.9 2,559 100.0 6,110 100.0 10.2 8.5 3.8

직접비 5,066 23.4 8,648 36.9 6.1 1,230 48.1 2,680 43.9 9.0 4.1 3.2

간접비 16,577 76.6 14,759 63.1 -1.3 1,329 51.9 3,430 56.1 11.1 12.5 4.3

-노동 4,637 21.4 3,637 15.5 -2.7 814 31.8 1,554 25.4 7.5 5.7 2.3

-토지 9,860 45.6 8,443 36.1 -1.7 365 14.3 1,814 29.7 19.5 27.0 4.7

-자본 2,081 9.6 2,679 11.4 2.8 149 5.8 62 1.0 -9.3 13.9 43.2

감

자
20kg

생산비 6,730 100.0 9,449 100.0 3.8 894 100.0 1,990 100.0 9.3 7.5 4.7

직접비 3,042 45.2 4,081 43.2 3.3 519 58.0 738 37.1 4.0 5.9 5.5

간접비 3,687 54.8 5,368 56.8 4.3 375 42.0 1,252 62.9 14.3 9.8 4.3

-노동 2,898 43.1 3,468 36.7 2.0 301 33.7 711 35.7 10.0 9.6 4.9

-토지 136 2.0 651 6.9 19.0 52 5.8 456 22.9 27.4 2.6 1.4

-자본 654 9.7 1,249 13.2 7.5 22 2.5 85 4.3 16.0 29.2 14.7

배
추

10kg

생산비 985 100.0 1,556 100.0 5.2 275 100.0 538 100.0 7.8 3.6 2.9

직접비 290 29.4 534 34.4 7.0 137 50.0 232 43.1 6.0 2.1 2.3

간접비 695 70.6 1,021 65.6 4.4 137 50.0 306 56.9 9.3 5.1 3.3

-노동 538 54.6 747 48.0 3.7 108 39.4 209 38.8 7.6 5.0 3.6

-토지 38 3.9 109 7.0 12.5 22 8.0 84 15.5 16.0 1.7 1.3

-자본 119 6.1 165 5.3 3.7 7 1.3 14 1.3 7.6 16.7 11.9

양
배
추

10kg

생산비 1,156 100.0 1,602 100.0 3.7 383 100.0 842 100.0 9.1 3.0 1.9

직접비 408 35.3 659 41.1 5.5 200 52.1 360 42.8 6.8 2.0 1.8

간접비 748 64.7 943 58.9 2.6 183 47.9 482 57.2 11.3 4.1 2.0

-노동 647 56.0 665 41.5 0.3 142 37.0 324 38.5 9.6 4.6 2.0

-토지 17 1.5 181 11.3 30.2 33 8.6 123 14.7 15.8 0.5 1.5

-자본 84 3.6 97 3.0 1.7 9 1.1 34 2.0 16.3 9.7 2.9

토

마
토
10kg

생산비 6,058 100.0 10,933 100.0 6.8 809 100.0 1,804 100.0 9.3 7.5 6.1

직접비 2,338 38.6 5,112 46.8 9.1 441 54.5 746 41.3 6.0 5.3 6.9

간접비 3,720 61.4 5,820 53.2 5.1 368 45.5 1,058 58.7 12.4 10.1 5.5

-노동 2,687 44.4 3,375 30.9 2.6 274 33.9 762 42.3 12.0 9.8 4.4

-토지 129 2.1 567 5.2 17.9 26 3.2 110 6.1 17.5 5.0 5.2
-자본 904 7.5 1,878 8.6 8.5 68 4.2 186 5.2 11.8 13.2 10.1

비 상승을 주도한 요인은 품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품목

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노동비용 상승이 간접생산비 상승에 크게 기여하

였음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간접생산비 상승에 기여한 요인을 살펴보면

쌀과 배추의 경우 토지용역비, 비육우와 비육돈의 경우 노동비용, 감자와

양배추는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 육계는 토지용역비와 노동비용, 사과

와 감귤은 노동비용과 자본용역비가 생산비 상승을 주도하였다. 시설토마

토와 시설오이의 경우 노동비용,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모두 생산비 상

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한·중 주요 농산물 품목별 생산비 비교(2000년, 2009년)

단위: 원(주산물 단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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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중 국 C

2000 A 2009 A B 2000 A 2009 A B 2000 2009

오

이
15kg

생산비 10,166 100.0 13,428 100.0 3.1 1,221 100.0 2,535 100.0 8.5 8.3 5.3

직접비 4,347 42.8 5,749 42.8 3.2 722 59.1 1,075 42.4 4.5 6.0 5.3

간접비 5,820 57.2 7,679 57.2 3.1 499 40.9 1,460 57.6 12.7 11.7 5.3

-노동 3,908 38.4 5,255 39.1 3.3 400 32.8 1,029 40.6 11.1 9.8 5.1

-토지 239 2.4 338 2.5 3.9 41 3.3 153 6.0 15.8 5.9 2.2

-자본 1,673 12.3 2,086 11.7 2.5 58 3.6 278 8.2 18.9 28.7 7.5

사
과
15kg

생산비 11,408 100.0 20,475 100.0 6.7 1,395 100.0 5,031 100.0 15.3 8.2 4.1

직접비 4,599 40.3 7,998 39.1 6.3 563 40.4 2,495 49.6 18.0 8.2 3.2

간접비 6,809 59.7 12,476 60.9 7.0 832 59.6 2,536 50.4 13.2 8.2 4.9

-노동 5,279 46.3 9,413 46.0 6.6 570 40.9 2,128 42.3 15.8 9.3 4.4

-토지 6 0.1 472 2.3 62.4 236 16.9 298 5.9 2.6 0.0 1.6

-자본 1,525 10.0 2,592 9.5 6.1 26 1.4 111 1.7 17.3 58.1 23.4

감

귤
15kg

생산비 6,229 100.0 6,958 100.0 1.2 1,861 100.0 3,591 100.0 7.6 3.3 1.9

직접비 2,385 38.3 2,082 29.9 -1.5 890 47.9 1,512 42.1 6.1 2.7 1.4

간접비 3,844 61.7 4,876 70.1 2.7 970 52.1 2,079 57.9 8.8 4.0 2.3

-노동 3,234 51.9 3,893 55.9 2.1 698 37.5 1,708 47.6 10.5 4.6 2.3

-토지 120 1.9 427 6.1 15.1 253 13.6 254 7.1 0.1 0.5 1.7

-자본 490 5.9 557 6.0 1.4 20 0.8 117 2.4 21.5 24.1 4.8

비
육

우
1kg

생산비 4,367 100.0 9,003 100.0 8.4 606 100.0 2,207 100.0 15.4 7.2 4.1

직접비 3,185 72.9 6,952 77.2 9.1 519 85.6 2,032 92.0 16.4 6.1 3.4

간접비 1,182 27.1 2,051 22.8 6.3 87 14.4 176 8.0 8.1 13.6 11.7

-노동 563 12.9 652 7.2 1.6 75 12.4 166 7.5 9.2 7.5 3.9

-토지 4 0.1 5 0.1 2.8 4 0.6 1 0.0 -19.6 1.2 10.7

-자본 615 113.1 1,393 225.0 9.5 8 11.0 9 5.9 1.1 74.4 153.0

비
육
돈

1kg

생산비 1,525 100.0 2,389 100.0 5.1 763 100.0 1,883 100.0 10.6 2.0 1.3

직접비 1,306 85.6 2,104 88.1 5.4 677 88.8 1,740 92.4 11.1 1.9 1.2

간접비 219 14.4 285 11.9 3.0 86 11.2 143 7.6 5.9 2.6 2.0

-노동 76 5.0 95 4.0 2.5 56 7.4 120 6.4 8.8 1.4 0.8

-토지 1 0.1 3 0.1 14.4 7 0.9 3 0.2 -8.2 0.1 1.0

-자본 142 433.7 187 499.0 3.1 22 39.8 20 31.4 -1.2 6.3 9.4

육
계
1kg

생산비 968 100.0 1,311 100.0 3.4 789 100.0 1,594 100.0 8.1 1.2 0.8

직접비 842 87.0 1,188 90.6 3.9 734 93.1 1,475 92.5 8.1 1.1 0.8

간접비 126 13.0 123 9.4 -0.3 54 6.9 119 7.5 9.1 2.3 1.0

-노동 75 7.7 59 4.5 -2.6 37 4.7 90 5.6 10.4 2.0 0.7

-토지 1 0.1 3 0.3 13.6 2 0.3 8 0.5 15.0 0.5 0.4

-자본 50 81.6 60 130.5 2.1 15 40.9 21 28.5 3.7 3.3 2.9

표 3-5. 한·중 주요 농산물 품목별 생산비 비교(2000년, 2009년)(계속)

단위: 원(주산물 단위당), %

주 1. A는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B는 2000～2009년 연평균 증가율(%), C는 중국

대비 한국 생산비(배)를 나타냄.

2. 이인규 외(2005)가 국가별 비교를 위해 제안한 방법에 근거하여 양국의 생산비를

비교하였음.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각 연도; 国家发展改革委员会价格司编. 全国农产品成

本收益资料汇编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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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중 국 C

2000 A 2009 A B 2000 A 2009 A B 2000 2009

종묘비 380 1.8 455 1.9 2.0 86 3.4 170 2.8 7.9 4.4 2.7

비료비 918 4.2 2,019 8.6 9.2 369 14.4 897 14.7 10.4 2.5 2.3

농약비 1,122 5.2 1,054 4.5 -0.7 79 3.1 151 2.5 7.4 14.1 7.0

영농광열비 106 0.5 169 0.7 5.3 6 0.2 35 0.6 21.9 17.9 4.8

수리(水利)비 23 0.1 15 0.1 -4.8 264 10.3 468 7.7 6.6 0.1 0.0

위탁영농비 217 1.0 4,131 17.6 38.8 191 7.5 772 12.6 16.8 1.1 5.3

기타재료비 129 0.6 486 2.1 15.8 101 4.0 109 1.8 0.8 1.3 4.5

기타비용 2,170 10.0 319 1.4 -19.2 133 5.2 78 1.3 -5.8 16.3 4.1

직접생산비 계 5,066 23.4 8,648 36.9 6.1 1,230 48.1 2,680 43.9 9.0 4.1 3.2

기계시설비 1,596 7.4 2,065 8.8 2.9 143 5.6 53 0.9 -10.4 11.2 38.7

노동비 4,637 21.4 3,637 15.5 -2.7 814 31.8 1,554 25.4 7.5 5.7 2.3

(자가) 3,999 18.5 3,252 13.9 -2.3 576 22.5 951 15.6 5.7 6.9 3.4

(고용) 638 2.9 385 1.6 -5.5 238 9.3 603 9.9 10.9 2.7 0.6

토지용역비 9,860 45.6 8,443 36.1 -1.7 365 14.3 1,814 29.7 19.5 27.0 4.7

유동자본용역비 485 2.2 614 2.6 2.7 6 0.2 9 0.1 3.5 76.9 71.2

간접생산비 계 16,577 76.6 14,759 63.1 -1.3 1,329 51.9 3,430 56.1 11.1 12.5 4.3

생산비 합계 21,643 100.0 23,407 100.0 0.9 2,559 100.0 6,110 100.0 10.2 8.5 3.8

표 3-6. 한국과 동북3성의 중단립종 쌀 생산비 비교(2000년, 2009년)

단위: 원/20kg, %

주 1. A는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B는 ’00～’09년 연평균 증가율(%), C는 중국

생산비 대비 한국 생산비(배)를 나타냄.

2. 이인규 외(2005)가 국가별 비교를 위해 제안한 방법에 근거하여 양국의 생산비를

비교하였음.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각 연도; 国家发展改革委员会价格司编. 全国农产品成

本收益资料汇编 각 연도.

우리나라 농업총생산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5년 관세

화 전환을 앞두고 있는 쌀의 양국간 생산비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

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 중국은 중단립종 쌀 주산지인 동북3성

의 생산비 통계를 활용하였다.

한국과 동북3성 모두 분석기간 동안 쌀 생산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양국간 생산비 상승률에는 차이가 있어 동북3성이 연평균

10.2%씩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0.9%의 완만한 상승

추세를 나타냈다. 동북3성의 쌀 생산비 상승은 직접생산비(9.0%)보다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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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11.0%)의 상승이 좀 더 영향을 미쳤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직접생산비(6.1%)의 상승이 주도하였다. 노동비용(-2.7%)과 토지용역비

(-2.7%)의 감소로 간접생산비는 오히려 감소(-1.3%)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쌀 생산비목별 연평균 비용 상승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

우 위탁영농비와 기타재료비가 각각 38.8%, 25.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비료비 9.2%, 영농광열비 5.3%, 기계시설비 2.9%, 유

동자본용역비 2.7% 순이다. 동북3성은 영농광열비, 토지용역비, 위탁영농

비가 각각 21.9%, 19.5%, 16.8%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종

묘비 7.9%, 노동비 7.5%, 농약비 7.4%, 수리비 6.6% 순이다.

양국 모두 쌀생산비에서 간접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직접생산비의 비중

보다 크지만 우리나라의 간접생산비 비중이 동북3성보다 더 크다. 그러나 분

석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생산비의 비중이 76.6%에서 63.1%로 감소한 반

면, 동북3성은 51.9%에서 56.1%로 증가하였다. 동북3성에서 간접생산비 비중

이 증가한 것은 토지용역비 비중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간접생산비에

서 최대 비중을 차지했던 노동비용의 비중은 31.8%에서 25.4%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2009년 쌀 생산비 중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

지용역비(36.1%)이다.6 2000년 대비 비중이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최대

비목이다. 다음으로 위탁영농비 17.6%, 노동비용 15.5%, 기계시설비 8.8%,

비료비 8.6%, 농약비 4.5% 순이다. 동북3성의 경우 토지용역비와 노동비

용의 비중이 29.7%와 25.4%로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00년

과 비교하여 토지용역비 비중은 15.4% 포인트 증가한 반면, 노동비용은

6. 중국의 생산비 통계는 2003년까지는 생산비목에 토지용역비 비목없이 임차지

에 대한 지불지대에 해당하는 토지도급비(土地承包费)만 포함했으나 2004년부

터 토지용역비(土地成本) 비목을 신설하고 임차지뿐만 아니라 자가토지에 대

한 기회비용도 토지용역비에 포함하였다. 중국의 생산비 통계, 특히 과다한 자

가토지용역비에 대해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의 공식통계

이고, 자가토지용역비(自营地折租)의 계산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

로 활용상 결정적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연구에서는 그대로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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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포인트 감소했다. 다음으로 비료비 14.7%, 위탁영농비 12.6%, 수리

비 7.7% 종묘비 2.8%, 농약비 2.5% 순이다.

한·중 주요 농산물의 생산비 격차는 우리나라의 완만한 상승 추세와 중

국의 가파른 상승 추세로 인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

다. <표 3-5>와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품목 모두 2000년에

비해 2009년에 격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국간 농산물 생산비는 대체적으로 경종작물에 비해 축산물의 격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비육돈과 육계는 생산계열화가 발

전하여 생산비가 낮은 품목으로 중국과의 생산비 격차가 오래전부터 크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 작은 격차마저 더욱 좁혀지고 있는 실

정이다. 육계의 경우 한국의 생산비가 중국의 82% 수준으로 격차가 역전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비육우 생산은 생산계열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비육돈과 육계처럼 생산비 인하가 어려워 중국과의 생산

비 격차가 컸으나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림 3-6. 농산물 품목별 한·중 생산비 격차 변화 추이

자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编.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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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부문 축산 부문
종묘비 1.8% 종축비 40.7%
비료비 4.3% 사료비 31.5%
농약비 5.5% 방역치료비 0.4%
영농광열비 5.5% 수도광열비 0.1%
수리(水利)비 -0.9% -
위탁영농비 5.1% 수선비 0.2%
기타재료비 7.7% 기타재료비 1.4%
기타비용 5.5% 기타비용 0.3%
직접생산비 소계 34.5% 직접생산비 소계 74.7%
노동비 25.5% 노동비 6.7%
토지비 25.5% 토지비 1.6%
자본비 14.5% 자본비 17.0%
간접생산비 소계 65.5% 간접생산비 소계 23.8%
생산비 합계 100.0% 생산비 합계 100.0%

2.1.2. 양국간 생산비격차 변동요인 분석

가. 분산분해

2000년대 중반 이후 한·중 농산물 생산비 격차가 줄어드는 원인을 파악

하기 위해 전체 분석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한·중간 생산비 격차에 대한 분

산분해(variance decompositon)를 실시하여 양국간 생산비 차이의 변동에

대한 각 생산비 비목별 기여도를 계측하였다.





 

 


 (식 1)

   


  (식 2)

(식 1)에서 원화로 나타낸 양국의 생산비 격차()는 한국의 생산비()

에서 중국의 생산비()에 원화대비 위완화 환율()을 곱한 값을 차감하

여 산출한다. 각 비목별 생산비 격차()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며,

모든 비목의 생산비 격차를 합하면 한·중 생산비 격차가 된다. 각 비목별

양국간 생산비 격차 기여도()는 (식 2)와 같이 해당 비목과 전체 생산비

격차의 공분산이 전체 생산비 격차의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

며, 모든 비목의 기여도를 합한 값은 1이 된다.

표 3-7. 한·중 농산물 생산비 격차의 분산분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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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은 분석대상 품목을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으로 나누어서 분산분

해를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경종부문의 경우, 간접생산비인 노동

비용, 토지용역비, 유동자본용역비의 한·중 차이가 생산비 격차의 주요 원

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축산부문은 직접생산비인 종축비와 사료비의 변화

가 양국간 생산비 격차 변화의 75%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나. 계량모형 분석

분산분해 방식은 양국간 생산비 격차 감소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

목되는 환율이나 물가와 같은 외부적 요인들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국의 거시경제 변수들과 투입재 가격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비

용함수모형을 구축하여 양국간 생산비 격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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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식 3)에서 종속변수는 원화로 나타낸 한·중 생산비의 비율에 로그를 취

한 것이다. 설명변수로는 양국의 생산요소 가격과 환율, 그리고 양국의 품

목별 생산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들을

선택하였다. 노동, 토지, 자본, 중간재의 가격으로는 각각 시간당 노동단가

(w), 10a 토지임대료(l), 명목 대출이자율(r), 생산자물가지수(p)를 사용하였

다. 양국의 화폐단위로 산출된 시간당 농업노임과 10a당 토지임대료는 품

목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양국의 대출금리와 생산자물가지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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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7 노동비용와 자본비용의 비율()과 전체 생

산비에서 차지하는 직접생산비(중간재 비용)의 비중( )은 품목별로 양

국의 생산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단위면적당(마리당) 생산량의 한·중

비율( )은 양국간 생산기술의 격차가 생산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생산비 패널자료의 경우, 품목별로 생산구조상의 특징이 존재할 수 있으

며, 품목간 생산대체가 가능하고, 전년도 생산비가 올해 생산비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식 3)의 오차항은 이분산성과 횡단면 및 시계열

자기상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오차항의 분산성분을 고려치 않

는 OLS 추정량은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분산성분

을 추정한 후 추정된 분산성분을 이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추정가능

일반화최소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을 이용하였다.

전체 표본을 생산구조가 상이한 경종부문(8개 품목)과 축산부문(3개 품

목)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가 각각 <표 3-8>와 <표 3-9>에 제시되었다.

추정식의 log-log 함수형태로 인해 각 계수는 탄력성을 나타낸다.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정결과 모든 생산요소 가격의 부호는

기대한 바와 같이 도출되었다. 즉 한국의 요소가격 상승은 생산비 격차를

확대시키는 반면, 중국의 요소가격 상승은 생산비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양국간 경종부문 생산비 격차는 한국의 노동단가, 원-위안화

환율, 중국의 노동단가, 한국의 생산비에서 중간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설명변수의

변화율을 감안할 경우 중국의 농업노임 상승(198%)이 양국간 생산비 비율

을 축소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국의 토지임차료

상승(114.5%), 양국간 이자율 비율의 하락(63%)8, 원-위안화 환율의 상승

7. 환율을 포함하여 품목별로는 차이가 없이 연도에 따라서만 변동하는 변수의

수가 너무 많이 모형에 포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자율과 물가지수는 양

국간 비율을 설명변수로 도입하였다.

8. 한국의 명목이자율 하락은 자본 용역비를 감소시켜 한국의 생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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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1998～2009년 2004～2009년

Coef.(A) (S.E). (B) (C) Coef.(A) S.E. (B) (C)

   -29.0% -85.2% -42.7% -76.9%

 1.116 *** (0.134) 73.9% 82.5% 1.705 *** (0.188) 37.1% 63.2%

 -0.894 *** (0.084) 193.0% -172.6% -0.672 *** (0.118) 85.9% -57.7%

 0.020 (0.015) 225.9% 4.5% 0.045 ** (0.018) 64.3% 2.9%

 -0.133 *** (0.046) 114.5% -15.3% -0.259 *** (0.060) 150.8% -39.1%

 0.236 ** (0.117) -55.5% -13.1% 0.405 ** (0.160) 0.6% 0.3%

 0.916 (1.001) 2.8% 2.6% 3.553 *** (1.181) 0.6% 2.0%

 -1.046 *** (0.217) 10.6% -11.1% -1.943 *** (0.316) 35.1% -68.2%




 -0.504 *** (0.049) -27.5% 13.9% -0.593 *** (0.055) -10.9% 6.5%




 -0.177 *** (0.031) -37.0% 6.6% -0.093 *** (0.035) -10.5% 1.0%


 0.831 *** (0.111) 14.3% 11.8% 1.075 *** (0.142) 3.4% 3.7%


  -0.504 *** (0.183) -12.7% 6.4% -0.397 (0.263) -10.3% 4.1%

 -0.667 *** (0.089) 2.0% -1.4% -0.423 *** (0.100) 6.4% -2.7%

관측치 96 (8×12) 48 (8×6)

Wald =8,903 =12,385

AR(1) -0.426 -0.195

(10.6%) 순이다. 반면 한국의 농업노임 상승(82.5%), 자본대비 노동비용의

감소(27.5%),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비용의 증가(14.3%) 등은 양국

간 생산비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3-8. 한·중 경종부문 생산비 격차의 요인분석 결과(FGLS)

주 1. ***, **, *은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

2. Wald 통계량은 모든 설명변수의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함.

3. B는 분석기간 동안 해당 변수의 변화율이며, C는 A×B임. 즉, C는 추정된 계수(탄

성치)에 해당변수의 변화율을 곱한 값으로, 해당변수가 양국의 생산비 격차의 증감

에 기여한 기대치를 나타냄.

한 중 품목별 생산비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품목이 2000년대 중반까지는 생산비 격차가 증가하다가 이

후로는 감소하고 있다.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의 평균 생산비를 이용하여 양

국간 생산비 비율(한국/중국)의 추이를 나타낸 <그림 3-7>을 보면 경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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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축산부문이 각각 2003년과 2004년에 구조단절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국간 생산비 비교과정에서 직접 투입된 환율을 포함하여 양

국의 농업경제 환경이나 농업생산에 구조적인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

사한다. 중국의 생산비 산출방식이 2004년부터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전체

표본을 2004년 이후와 2003년 이전으로 구분하여 추정방정식의 구조변화

여부를 검증한 결과, 두 부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조변화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림 3-7. 한 중 생산비 비율(한국/중국) 및 원-위안화 환율 추이

자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编.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 각 연도

구조변화의 주요 내용은 완만하게 상승하던 중국의 농업노임이 2004년

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2003년까지 하락세였던 중국의 토지용역비가

200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이다.10 또한 IMF 이후 상대적으

9. 전체표본을 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차우검정(Chow-test)을 실시하였다. (식 3)에

2004년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해당 더미변수와 모든 설명변수의

교차항을 추가한 새로운 방정식을 추정한 다음, 더미변수와 교차항들이 모두 0

이라는 귀무가설의 기각여부를 판정하였다.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의 검정통계

량은 각각   와   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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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았던 한국의 대출 금리는 2003년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에는 정체된 상태이며, 양국간 생산자 물가지수의 차이는 2004년 이후 점

차 확대되고 있다. 양국의 노동-자본 비율은 2000년대 중반부터 반대방향

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양국이 큰 차이를 보였던 중간재비용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식 3)을 추정한 결과, 정량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최근 6년간 설명변수의 변화율을 감안하면 원-위안화 환율 상

승(35.1%), 중국의 농업노임 상승(85.9%), 중국의 토지임차료 상승

(150.8%) 등이 양국간 생산비 비율을 축소시킨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농업노임 상승(37.1%)은 양국의 생산비 격차를 확대시키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분석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양국간 경종부문 생산비 격차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양국의 농업노임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중국의 농업노임 상승은 양국의 생산비 격차를 줄이는 요인으로,

한국의 농업노임 상승은 양국의 생산비 격차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가

운데, 중국의 노임상승이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전개되면서 양국의

생산비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4년을 전후로 양국

의 농업생산 여건에는 구조변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2004년 이후 양국간 생산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

다. 특히, 최근 6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원-위완화 환율과 중국의 토지용

역비 상승은 중국의 농업노임 상승과 더불어 양국간 생산비 격차를 축소시

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산부문은 전체 분석기간 동안 중국의

농업임금 상승(185.2%)과 생산자물가의 상승(18.4%), 중국의 직접생산비

10. 이것은 아마도 2004년부터 생산비 통계작성 기준이 변경된 것이 주요 원인이

라고 판단된다. 다만, 분석에 사용된 2004년 이전의 생산비 통계는 중국 통계

당국이 2004년 생산비 통계 작성 기준 변경 후 새롭게 보정하여 제시한 통계

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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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1998～2009년 2004～2009년

Coef.(A) (S.E). (B) (C) Coef.(A) S.E. (B) (C)

   -29.2% -37.1% -52.5% -48.2%

 -0.037 (0.232) 83.2% -3.0% -0.673 (0.751) 32.2% -21.7%

 -0.469 *** (0.110) 185.2% -86.8% -0.194 (0.399) 83.0% -16.1%

 4.173 ** (1.620) 21.7% 90.7% 14.676 ** (7.094) 13.3% 194.9%

 -3.084 *** (1.176) 18.4% -56.8% -9.152 ** (4.563) 12.7% -115.8%

 -0.926 *** (0.208) 10.6% -9.8% -2.868 ** (1.317) 35.1% -100.7%




 0.117 (0.088) -12.9% -1.5% 0.185 (0.314) 7.5% 1.4%





0.382 *** (0.101) 138.8% 53.0% 0.864 *** (0.244) 19.5% 16.8%


  -1.393 (0.877) 1.4% -1.9% -0.578 (1.365) 1.0% -0.6%


  -3.774 *** (0.768) 5.0% -18.9% -1.413 (1.056) 4.7% -6.6%

 0.729 *** (0.172) -2.7% -2.0% -0.045 (0.495) -2.3% 0.1%

관측치 36 (3×12) 18 (3×6)

Wald =2,678 =1,942

비중의 증가(5%) 등이 양국간 생산비 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생산자물가 상승(21.7%)과 중국의 자본대

비 노동비용 증가(138.8%)는 양국간 축산물 생산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11

표 3-9. 한 중 축산부문 생산비 격차의 요인분석 결과(FGLS)

주 1. ***, **, *은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

2. Wald 통계량은 모든 설명변수의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함.

3. B는 분석기간(1998～2009) 동안 해당 변수의 변화율이며, C는 A×B임. 즉, C는 추

정된 계수(탄성치)에 해당변수의 변화율을 곱한 값으로, 해당변수가 양국의 생산비

격차의 증감에 기여한 기대치를 나타냄.

11. 축산부문의 양국간 생산비 격차를 추정한 모형은 (식 3)의 우변에서 양국의

토지가격과 대출이자 비율을 제외하고, 양국의 생산자물가지수 비율 대신에

한국과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를 포함하였다. 이는 양국 모두 축산물 생산비

에서 토지와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당 계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분산성분의 경우, 시계열 상관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품목별 이분산만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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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축산부문 생산구조를 보면, 종축비와 사료비 등의 중간재비용이

생산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간재의 가격변화가 축산물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양국의 생산자물가지수의

변화는 축산부문 생산비 격차를 추정하는 모형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국제 유가가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상승하면서 양국의

생산자물가지수의 급등을 초래했고 2007년 이래 원-위안화 환율의 급등

또한 양국의 축산부문 생산비 격차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4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양국의 축산부문 생산비 격차요인을 분석

한 결과, 양국의 생산자물가지수와 원-위안화 환율의 탄력성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비해 세 배 가량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6년

간 이들 변수의 변화율을 감안하면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 상승(12.7%)과

원-위안화 환율의 상승(35.1%)이 양국간 생산비 비율을 축소시킨 주된 요

인들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생산자물가지수 상승(13.3%)은 양국의 축산

물 생산비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2.2. 도매시장가격 비교

한·중 주요 농산물의 생산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분

석대상 품목의 농가판매가격과 도매시장가격의 차이도 줄어들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목별로 유통방식과 (도매)유통비용이 다르기 때

문에, 양국간 도매시장가격 차이의 감소 수준은 품목마다 상이하다.

중단립종 쌀을 예로 들면 2000년대 들어 동북3성의 중단립종 쌀 도매시

장가격은 상승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

근 3년 동안 중국 도매시장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양국간 쌀 가격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다. 2000년도 우리나라 쌀의 농가판매가격은 2000년

에 중국에 비해 12배 이상 높았으나 2009년에는 4.1배 수준으로 줄어들었

다. 도매시장가격의 양국간 격차는 더욱 좁혀져 2000년에는 8배 이상 차이

가 났으나 2009년에는 2.8배 수준으로 격차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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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 국 중 국 C

2000 2009 B 2000 2009 B 2000 2009

쌀

(20kg)　

생산비 21,165 22,690 1.0 2,480 5,982 13.4 8.5 3.8

농가판매가격 40,973 34,288 -2.5 3,243 8,266 14.3 12.6 4.1

도매가격 42,572 38,232 -1.5 5,053 13,702 15.3 8.4 2.8

감자

(20kg)

생산비 6,730 9,433 4.9 893 1,990 12.1 7.5 4.7

농가판매가격 8,528 14,440 7.8 1,542 3,619 13.0 5.5 4.0

도매가격 11,652 25,489 11.8 1,958 4,734 13.4 6.0 5.4

배추

(10kg)

생산비 983 1,525 6.5 274 538 10.1 3.6 2.8

농가판매가격 1,530 2,300 6.0 559 968 8.2 2.7 2.4

도매가격 6,110 3,800 -6.6 660 1,510 12.6 9.3 2.5

양배추

(10kg)　

생산비 1,156 1,602 4.8 382 842 11.9 3.0 1.9

농가판매가격 1,987 2,270 1.9 712 1,555 11.8 2.8 1.5

도매가격 5,266 5,355 0.2 615 2,102 19.2 8.6 2.5

토마토

(10kg)

생산비 6,058 10,919 8.8 809 1,804 12.1 7.5 6.1

농가판매가격 6,910 15,170 11.9 1,488 3,463 12.8 4.6 4.4

도매가격 12,126 21,693 8.7 1,775 4,640 14.7 6.8 4.7

오이

(15kg)

생산비 10,166 13,418 4.0 1,221 2,535 11.0 8.3 5.3

농가판매가격 13,480 18,090 4.3 2,407 4,752 10.2 5.6 3.8

도매가격 21,369 32,562 6.2 3,961 6,867 8.2 5.4 4.7

사과

(15kg)　

생산비 11,408 20,261 8.6 1,390 5,027 20.2 8.2 4.0

농가판매가격 16,653 30,817 9.2 1,777 9,227 26.5 9.4 3.3

도매가격 31,428 56,276 8.7 4,763 13,173 15.6 6.6 4.3

소고기

(1kg)

생산비 4,330 8,970 11.0 564 2,186 21.4 7.7 4.1

농가판매가격 5,370 9,317 8.2 759 2,634 19.5 7.1 3.5

도매가격 7,687 13,388 8.2 1,379 4,952 20.0 5.6 2.7

돼지

고기

(1kg)

생산비 1,522 2,359 6.5 740 1,673 12.4 2.1 1.4

농가판매가격 1,670 3,147 9.5 810 1,862 12.6 2.1 1.7

도매가격 2,499 4,449 8.6 1,219 2,574 11.3 2.1 1.7

닭고기

(1kg)

생산비 962 1,310 4.5 775 1,518 10.1 1.2 0.9

농가판매가격 1,139 1,543 4.4 876 1,572 8.7 1.3 1.0

도매가격 2,356 3,431 5.5 939 1,928 10.8 2.5 1.8

표 3-10. 한·중 주요 농산물의 생산비, 농가판매가격 및 도매시장가격 비교

단위: 원, %

주 1. B는 ’00～’09년 연평균 증가율(%), C는 중국 생산비 대비 한국 생산비(배)

2. 중국의 도매시장가격은 북경시 소재 신발지도매시장(新发地批发市场) 가격임.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각 연도;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자료집 각 연도; 国家发

展改革委员会价格司编.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각 연도; 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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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한·중 주요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 및 도매시장가격 격차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각 연도;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자료집 각 연도; 国家发

展改革委员会价格司编.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각 연도; 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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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사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양국간 농가판매가격의 격차가 생

산비 격차보다 더 작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쌀과 소고기를 제

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양국간 도매시장가격의 격차가 농가판매가격의 격

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의 경우, 양국간 생산비 격차가 거의

없거나 중국의 생산비가 오히려 높은 것에 비하여 한국의 도매시장가격이

중국보다 2배 가량 높다. 한국의 도매유통비용이 중국에 비해 높은 것은

한국의 유통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양질의 유통기능으로 인한 더 높

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중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격차 변동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앞서 생산비

격차 변동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산분해를 실시하였다. <표 3-11> 분산

분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종부문은 생산비, 농가 순수익, 도매 유통

비용이 유사한 비율로 양국간 도매시장가격 격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축산부문은 생산비의 차이가 도매시장가격 격차를 대

부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한·중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격차의 분산분해 결과

경종 부분 축산 부문

생산비(A) 34.8% 생산비(A) 82.7%

농가 순수익 (B) 31.4% 농가 순수익 (B) 9.7%

도매 유통비용 (C) 32.6% 도매 유통비용 (C) 6.9%

도매가격(A+B+C) 98.7% 도매가격(A+B+C) 99.3%

주: 농가 순수익은 농가판매가격에서 생산비를 제한 값이며, 도매 유통비용은 도매가격에

서 농가판매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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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농산물 교역의 경쟁 및 분업관계

3.1. 경쟁구조 분석12

국가 간 교역에서 양국의 경쟁력을 판단하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를 사용하여 한 중 농산물 교

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무역특화지수는 다

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식 4)

(식 4)에서 는 교역품목, 는 무역상대국, 는 해당국의 수출액, 은

해당국의 수입액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교역품목이 수출특화

혹은 수입특화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특정 품목의 수출입 차를 해

당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 합계)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특정품목의 무

역특화지수 값이 1이면 완전 수출특화, -1이면 완전 수입특화 그리고 0이

면 수출입규모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품목의 경쟁력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데 지수 값이

0이면 경쟁력이 중립적인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0≤TSI≤1이면 경쟁력이

강하고, 0.5≤TSI≤1이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1≤TSI≤

0이면 경쟁력이 약하고, -1≤TSI≤-0.5이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12>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분류하여 제시한 AG코드 570개 실

품목을 대상으로 2008～2010년(3년 평균)의 한 중 농산물 교역의 수출특

화지수를 계측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농산물의 한국시

12. 국가간 교역품목의 경쟁력 분석시 수출특화지수(TSI)와 함께 시장비교우위지수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

중 농산물 교역에서 경쟁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지수 모두 계측하였으나

계측 결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TSI 지수 계측 결과만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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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수출특화 정도가 한국 농산물의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특화 정도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570개 실품목(실제교역 품목은 434개) 중 한

국시장에 대해 수출특화된 중국의 품목 수는 343개로 60.2%(79.0%)를 차

지하였다. 반면 중국시장에 대해 수출특화된 한국의 품목 수는 91개로

15.9%(21.0%)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서 중국 농

산물의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표 3-12. 한 중 농산물 교역의 무역특화지수 계측 결과(2008/10년 평균)

단위: 개, %

AG기준
품목수

중국농축산물 특화 한국농축산물 특화 교역
없음강 중강 강 중강

전체
570
(100.0)

343
(60.2)

299
(52.5)

44
(7.7)

91
(15.9)

71
(12.5)

20
(3.5)

136
(23.9)

농
산
물

식량작물
26
(100.0)

23
(88.5)

23
(88.5)

0
(0.0)

1
(3.8)

0
(0.0)

1
(3.8)

2
(7.7)

채소류
48
(100.0)

34
(70.8)

32
(66.7)

2
(4.2)

3
(6.3)

2
(4.2)

1
(2.1)

11
(22.9)

과실류
39
(100.0)

16
(41.0)

15
(38.5)

1
(2.6)

5
(12.8)

5
(12.8)

0
(0.0)

18
(46.2)

기타
가공농산품류

343
(100.0)

216
(63.0)

180
(52.5)

36
(10.5)

68
(19.8)

51
(14.9)

17
(5.0)

59
(17.2)

계
456
(100.0)

289
(63.4)

250
(54.8)

83
(18.2)

77
(16.9)

58
(12.7)

19
(4.2)

90
(19.7)

축
산
물

산동물
32
(100.0)

15
(46.9)

14
(43.8)

1
(3.1)

0
(0.0)

0
(0.0)

0
(0.0)

17
(53.1)

육류·난류
24
(100.0)

11
(45.8)

10
(41.7)

1
(4.2)

3
(12.5)

3
(12.5)

0
(0.0)

10
(41.7)

낙농품
12
(100.0)

3
(25.0)

1
(8.3)

2
(16.7)

8
(66.7)

8
(66.7)

0
(0.0)

1
(8.3)

기타축산물
46
(100.0)

25
(54.4)

24
(52.2)

1
(2.2)

3
(6.5)

2
(4.3)

1
(2.2)

18
(39.1)

계
114
(100.0)

54
(47.4)

49
(43.0)

5
(4.4)

14
(12.3)

13
(11.4)

1
(2.2)

46
(40.4)

주: 중국 강(0.5<TSI<1), 중국 약(0<TSI<0.5), 한국 약(-0.5<TSI<0), 한국 강(-1<TSI<-0.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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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99년의 수출특화지수 계측 결과와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의 수출특

화 품목이 모두 증가하였지만 중국의 품목 수 증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

다. 570개 실품목 중 한국시장에 대해 수출특화된 중국의 품목 수는 258개

(45.3%; 실제교역 품목의 81.7%)에서 343개(60.2%; 79.0%)로 85개 품목이

증가하였다. 반면 중국시장에 대해 수출특화된 우리나라의 품목 수는 58개

(10.2%; 18.4%)에서 91개(15.9%; 21.0%)로 33개 품목이 증가하는데 그쳤

다. 그러나 실제 교역이 이루어진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면 중국의 수출특

화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수출특화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증가하여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쟁력이 다소나마 개

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품목류별로 보면 중국의 축산물은 농산물에 비해서 한국시장에서 경쟁

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1997/99～2008/10년 동안 한국시장에 수출특

화된 중국의 농산물은 216개에서 289개로 증가했고, 전체 농산물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47.4%에서 63.4%로 증가했다. 축산물도 동기간 42개에서

54개로 증가했고 전체 축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8%에서 47.4%로

증가했다. 한국시장에 수출특화된 중국 농산물의 비율이 축산물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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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우리나라 농산물 중 중국시장에 수출특화된 품목(2008/10년 평균)

품목 구분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

농

산

물

식량작물(1/26) 밀

채소류(3/48) 파프리카, 균질화채소, 후추

과실류(5/39) 오렌지, 감귤, 유자, 과실혼합물, 단일과실조제품

기타가공농산품류

(68/343)

연초종자, 난초, 양란,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커피조제품, 코

코아분말, 초콜릿, 녹차, 엽권련, 권련, 흡연용담배, 백삼조제

품, 홍삼, 홍삼분, 홍삼정, 홍삼조제품, 인삼음료

대두유, 올리브유, 옥수수유, 피마자유, 야자유, 마가린, 쇼트

닝, 아라비아껌, 펙틴, 클로렐라, 기타단세포미생물, 간장, 고

추장, 기타장, 겨자, 마요네즈, 카레, 커레이, 글리세롤(조상

의 것), 맥주, 사과주, 기타과실발효주, 청주, 약주, 탁주, 기

타곡물발효주, 기타발효주, 위스키, 브랜디, 소주, 테킬라, 사

탕수수당, 자당, 당시럽, 식혜, 물, 기타음료, 검, 빵, 기타베

이커리제품, 마카로니, 냉면, 라면, 인스턴트면, 혼합주스, 아

이스크림, 기타빙과, 알로에조제품, 식초, 면

축

산

물

산동물(0/32) -

육류 및 난류(3/24) 쇠고기, 오리고기, 소시지

낙농품(8/12) 생우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치즈, 발효유, 조제분유, 우유조제품

기타 축산물(3/46) 라드유, 꿀, 기타축산조제품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2008/10년 기준으로 우리 농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식량작물(26개),

채소류(48개), 과실류(39개) 중 중국시장에 특화된 품목은 각각 1개(3.8%),

3개(6.3%), 5개(12.8%)에 불과하여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1997/

99년과 비교하면, 식량작물이 2개(7.7%) 품목에서 1개 품목으로 감소한 것

을 제외하면 채소류와 과실류는 각각 2개 품목씩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경

쟁력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시장에 대해 수출특화된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은 주로 가공농산품

류와 낙농품에 집중되어있다. 2008/10년 기준으로 기타가공농산품(343개)

중 중국시장에 특화된 품목은 68개(16.8%)로 1997/99년 47개 품목(13.7%)

에 비해 21개 증가하였다. 실제 교역이 이루어진 품목만을 대상으로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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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23.5%에서 23.9%로 다소 증가하였다.

축산물 가운데 낙농품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닌 대표

적인 품목이다. 1997/99년에는 전체 12개 낙농품 중 상대국 시장에 수출특

화된 품목이 중국이 3개 우리나라가 2개였으나, 2008/10년에는 각각 3개,

8개로 우리나라 낙농품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

3.2. 분업구조 분석

한 국가의 품목의 산업내무역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Grubel-Lloyd

지수(G-L지수)를 활용하여 한·중 농산물 교역의 분업관계 분석하였다. G-L

지수는 다음과 정의된다.

 
 




(식 5)

(식 5)에서 와 는 한 국가의 개별품목 의 수출과 수입 규모를 나타

낸다. 일반적으로 G-L지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활발하고 해당 국가와 무역상대국의 산업이 긴밀한 보완관계임을

의미한다. 한편 G-L지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양국간 무역이 산업간무역

(inter-industry trade)으로서 상호 보완관계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3-14>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분류하여 제시한 AG코드 570개 실

품목을 대상으로 2008/10년의 한 중 농산물 교역의 G-L지수를 계측한 결

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농산물 교역은 기본적

으로 산업간무역으로서 상호 보완관계가 극히 미약하다. 전체 570개 품목

중 산업간무역 품목이 400개로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산업내무역 품

목은 34개로 전체의 6%에 불과하다. 양국간 교역실적이 있는 품목만을 대

상으로 하면 산업간무역 품목의 비중은 92.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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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한·중 농산물 교역의 G-L지수 계측 결과(2008/10년 평균)

단위: 개, %

AG기준
품목수

산업내무역 산업간무역 교역
없음강 중강 강 중강

전체
570
(100.0)

34
(6.0)

9
(1.6)

25
(4.4)

400
(70.2)

362
(63.5)

38
(6.7)

136
(23.9)

농
산
물

식량작물
26
(100.0)

0
(0.0)

0
(0.0)

0
(0.0)

24
(92.3)

22
(84.6)

2
(7.7)

2
(7.7)

채소류
48
(100.0)

1
(2.1)

0
(0.0)

1
(2.1)

36
(75.0)

34
(70.8)

2
(4.2)

11
(22.9)

과실류
39
(100.0)

0
(0.0)

0
(0.0)

0
(0.0)

21
(53.8)

19
(48.7)

2
(5.1)

18
(46.2)

기타
가공농산품류

343
(100.0)

32
(9.3)

8
(2.3)

24
(7.0)

252
(73.5)

228
(66.5)

24
(7.0)

59
(17.2)

계
456
(100.0)

33
(7.2)

8
(1.8)

25
(5.5)

333
(73.0)

303
(66.5)

30
(6.6)

90
(19.7)

축
산
물

산동물
32
(100.0)

0
(0.0)

0
(0.0)

0
(0.0)

15
(46.9)

14
(43.8)

1
(3.1)

17
(53.1)

육류·난류
24
(100.0)

1
(4.2)

1
(4.2)

0
(0.0)

13
(54.2)

11
(45.8)

2
(8.3)

10
(41.7)

낙농품
12
(100.0)

0
(0.0)

0
(0.0)

0
(0.0)

11
(91.7)

10
(83.3)

1
(8.3)

1
(8.3)

기타축산물
46
(100.0)

0
(0.0)

0
(0.0)

0
(0.0)

28
(60.9)

24
(52.2)

4
(8.7)

18
(39.1)

계
114
(100.0)

1
(0.9)

1
(0.9)

0
(0.0)

67
(58.8)

59
(51.8)

8
(7.0)

46
(40.4)

주: 산업내무역 강(0.75<GL<1), 산업내무역 중강(0.5<GL<0.75), 산업간무역 중강

(0.25<GL<0.5), 산업간무역 강(0.75<GL<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1997/99년과 비교해보면 산업내무역 품목과 산업간무역 품목 모두 증가

하였으나 산업간무역 품목의 증가가 보다 뚜렷하여 산업간무역이 더욱 심

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7/99년～2008/10년 동안 산업내무역 품목 수는

11개에서 34개로 23개 증가한데 비해 산업간무역 품목 수는 동기간 305개

에서 400개로 95개 증가하였다. 전체 570개 농산물 품목 가운데 산업간무

역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53.5%에서 70.2%로 증가하였다. 산업

내무역 품목의 비중은 동기간 1.9%에서 6.0%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우리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량작물, 채소

류, 과실류 그리고 축산물은 중국과의 산업내무역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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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류에 속한 227개 실품목 가운데 산업내무역 품목

은 1997/99년 4개 품목(채소류 2개, 축산물 2개)에서 2008/10년 채소종자

와 돼지고기 2개 품목(채소류 1개, 축산물 1개)으로 감소하였다. 그나마 중

국과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품목은

기타가공농산품류이다. 1997/99년～2008/10년 동안 기타가공농산품류 가

운데 산업내무역 품목은 7개에서 9개로 증가하였다. 전체 농산물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에서 9.3%로 증가하였다.





한·중 농산물 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제4장

1. 농산물 무역정책

1.1. 한국

1.1.1. 주요 정책변화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GATT/WTO 등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하는 개방적 통상정책

을 실시해왔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해 개방형 통상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의 결과물인 WTO 농업

협정의 이행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정책을 실시하였

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1986∼1994년)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

화 논의에서 사실상 예외적이었던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예외없는 관세화)

과 보조금에 대한 규제의 틀을 확립하는 계기였다.

일괄타결 방식으로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타결을 위해

우리나라는 쌀(HS-10단위 16개 품목)의 관세화를 10년 간 유예하는 조건

에서 잔존 수입제한품목(전체 1,660개 품목 중 이미 수입이 개방된 1,418

개 품목을 제외한 쌀, 쇠고기, 고추 등 242 품목)에 대한 수입개방 일정을

WTO에 통보하였다. 이행계획서(CS)의 양자협상과 검증 과정에서 쌀,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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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등 79개 품목에 대한 국영무역과 고추, 마늘 등 63개 품목에 대한 종

량세와 종가세의 선택적 사용을 인정받았다.

표 4-1. 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개방 일정

개방 연도 통합공고 품목 수출입공고 품목 자유화율

1995

쌀관련 16개 품목 제외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등 118개 품목

고추, 마늘, 참깨, 사과, 치즈, 탈지

및 전지분유 등 48개 품목
95.4%

1996 -
포도, 사과주스, 버터, 연유, 인조

꿀, 잠사류 등 15개 품목
96.3%

1997 -
돼지고기, 닭고기, 천연꿀, 오렌지

등 37개 품목
98.6%

2001 - 소, 쇠고기 등 8개 품목 99.0%

자료: 서창현(2001). 69p. 표1 인용

WTO 농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행계획서에 쌀, 보리, 고추, 마늘,

쇠고기 등 67개 품목류의 시장접근물량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WTO 농업

협정 내용과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기관 배정방식(국영무역 혹은 생

산자단체)과 수입권 공매 및 실수요자 추천방식의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제도를 확립하였다.13 그리고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WTO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

또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 국영무역, 수입권 공매 등 실질적으로 수입

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자주의 체제의 수혜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WTO가 2002년부터 추

진하고 있는 농산물협상을 포함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

젠다(DD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WTO/DDA 농산물협상에서는 탄력적

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

지하고 있다. 그러나 WTO/DDA 협상은 타결이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고

13. 쌀, 보리,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등 19개 품목류은 지정기관 배정방식, 돼지

고기, 닭고기, 참기름 등 8개 품목류는 수입권 공매, 나머지 40개 품목류는 실

수요자에게 신청순서별로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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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협상에서 취약한 농산물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완료되어 2004년 진행된 쌀 재협상에

서 우리나라는 매년 MMA 물량을 증량하는 조건하에 2014년까지 쌀의 관

세화 유예를 재차 인정받았다. 2004년 쌀협상 이후 우리나라는 MMA 물

량 쌀을 밥쌀용(백미)와 가공용(현미)로 구분하여 정부관리 하의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하고 있다.14 수입계획 MMA 물량은 2006년(2005년분) 22.6

만 톤에서 2015년(2014년분) 40.9만 톤으로 매년 약 2만 톤씩 증량되고 있

다. MMA 물량 수입쌀의 원산지는 중국이 약 60%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1.2. FTA 추진 현황

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기조는 다자주의(WTO)에서 지역

주의(APEC)로, 지역주의에서 양자주의(FTA)로 변화하였다. 1990년대 이

후 WTO 차원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논의가 급격하게 동력을 상실하여 다

자주의가 쇠퇴하는 가운데 유럽과 북미 등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대두됨

에 따라 우리나라는 통상정책의 기본 축으로 고수했던 다자주의의 유효성

을 재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다자주의의 대안으로 APEC을 중시하였으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함께 역내 무역자유화의 방식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갈등 노출로 논의가 교착상태에 직면하자 양자주의에 기초한 FTA

를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DDA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

하고 있다. 우리의 FTA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의 FTA에 대응하기

14. 쌀은 수입형태에 따라 일반쌀(HS1006류)과 찐쌀(HS1904류)로 구분되며 MMA

물량 쌀은 일반쌀이다. 찐쌀은 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통관시

식품검사를 받고 조정관세(50%)를 납부하면 일반인도 수입해 유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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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소극적 또는 방어적 동기에서 비롯된 일종의 보험적 성격의 정책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FTA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전략은 동시다발적 추진,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과의 체결이 핵심이다. FTA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

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2011년 10

월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EU, 인도와 FTA 협상

을 완료하여 발효중이며, 미국, 페루와는 협상을 타결한 상태이다. 또한 호

주, 콜롬비아, 터키, GCC,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와는 협상을 진행중이

며, 일본, 중국, 한·중·일, 러시아, MERCOSUR, 이스라엘, 베트남, SACU,

중미,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는 협상을 준비중이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2004년 9월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 추

진을 합의한 후 민간공동연구(2005∼2006.1)와 산·관·학 공동연구(2007.3

∼2010.5)를 완료한 상태이다. 나아가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정식

협상 개시 전에 민감성 처리방안에 대한 상호이해와 합의 도출을 위해 정

부간 사전협의를 개최하도록 명문화한데 의거하여 2010년 9월 국장급 정

부간 사전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1.2. 중국

1.2.1. 주요 정책방향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농업정책 및 농산물 무역정

책은 WTO 규정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또한 WTO 가입시 양허한 ‘중화인

민공화국가입의정서(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15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중국은 WTO 가

입의정서에서 상품분야의 대외무역권 개방(5조), 관세인하, 비관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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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7조),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무역관련 투자조치 등 약속사항을 명시

하였다. 또한 서비스분야의 유통, 금융, 운송 및 물류, 통신, 기타서비스업,

기타분야의 투명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및 시장개방, 기준·인

증제도 등에 대해서도 약속 사항을 명시하였다.

표 4-2. 중국의 WTO 가입시 합의사항에 대한 상품분야 이행 평가

합의사항 이행사항

대

외

무

역

권

·가입 후 3년 이내에 대외무역권 허가

제를 등록제로 전환(제5조 제1항)

·외국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해 대외무역

권 개방(제5조 제2항)

·[대외무역경영자등록방법](2004.7) 제정 및

[대외무역법] 개정(2004.10.1)

·대외무역업 등록제 실시, ‘대외무역경영자’를

법인, 기타조직, 개인으로 규정하고 등록 의

무 부여([대외무역법] 제8조, 제9조)

관

세

인

하

·7,151개 전체 양허품목의 관세인하

-2001년 15.3%→2010년 9.8%

·977개 농산물 양허품목의 관세인하

-2001년 19.3%→2010년 15.0%

·전품목 양허세율: ’02년 12.0% → ’08년 10.0%

-실적: 가입전 15.3%→’02년 12.0%→’05년 9.9%

·농산품 양허세율: ’02년 18.5% → ’08년 15.1%

-실적: 가입 전 23.2%→’02 18.1%→’06 15.2%

비

관

세

조

치

·수입쿼터, 수입허가등수입제한조치의철

폐및신규도입금지(제7, 8조). 가입의정서

부속서3에서비관세조치철폐시간표제시

-HS-8단위 377품목(농산물11): 수입허

가증, 수입쿼터, 수입입찰 관리제도

가입즉시 또는 2005년까지 점진 폐지

-HS-8단위 47품목(농산물32): 수입허

가증 관리제도 가입즉시 폐지

·가입의정서 부속서3에서 정한 시간표에 따

라 대상 품목의 수입제한조치 철폐

·개정[대외무역법], [화물수출입관리조례] 등

에서 국영무역 품목, 수출입제한 품목의 관

리제도 확립

WTO 제1차 중국무역정책검토회의(2006.4.19∼21)에서는 중국이 WTO

가입 이후 WTO 규칙을 성실히 이행하여 대외무역체제를 전면적으로 조정

15. 제1부분 총칙, 제2부분 양허계획표, 제3부분 최후조항으로 구성된다. 이중 제1부

분은 총체상황(1조), 무역제도의 실시(2조), 비차별(3조), 특수무역안배(4조), 무역

권(5조), 국영무역(6조), 비관세조치(NTM, 7조), 수출입허가절차(8조), 가격조절(9

조), 보조(10조), 수출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수수료(11조), 농업(12조),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13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14조), 보조 및 덤핑 확정시의

가격비교가능성(15조), 특정상품의 과도적 세이프가드메커니즘(16조), WTO 회원

국의 보류(17조), 과도적 심의메커니즘(18조) 등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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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이 WTO 가입의정서 상의 상품분야 합의

사항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 기타분야의 합의사항도 대체적으로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행정수단보다는 시장조절 수단에 의한 무역관리로 전환하였다.

관세인하와 수입허가 및 쿼터 품목의 축소 등 비관세조치의 철폐로 무역관

리에서 환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둘째, 국내산업과 대외무역 간

의 조화로운 발전을 대외무역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내수산업과 수출산

업의 융합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인식변화에 기초하여 2003년 기존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를 현재의 상무부로 개편하였다. 셋째, 국제기구 가입

과 주변국과의 FTA를 체결하여 무역관리의 세계적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가입의정서 제2조의 약속과 WTO 규정에 기초

하여 무역관련 제도와 법규의 운영에 국제적으로 준용되는 규칙을 적용하

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04년에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

인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 [대외무역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수출입관리,

관세 및 통관, 검사·검역 등과 관련한 하위 법령(법률 및 행정법규)체계를

확립하였다. <표 4-3>은 현재 시행중인 중국의 농산물 국영무역제도와 수

출입제한 농산물의 관리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4-3. 중국의 농산물 국영무역 및 수출입제한 농산물 관리제도 개요

관리 제도 관리 내용

국영무역

․법률 근거: 개정[대외무역법](제11조),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제4장

․농산물 품목(2011년): 수출 3개 품목(쌀, 옥수수, 면화), 수입 5개 품목(식량,

식용식물유, 식용당(설탕), 담배, 면화

․관리내용: 대외무역권을 지닌 국영무역기업이 독점. 단, 일부 TRQ 물량을

비국영무역기업에 배분(신청 접수 후 선정). 상무부가 국영무역 품목 및 기

업 목록 확정 공고

자료: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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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중국의 농산물 국영무역 및 수출입제한 농산물 관리제도 개요(계속)

관리 제도 관리 내용

자동수입

허가제도

․법률 근거: 개정[대외무역법],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제22조, [화물자동수입

허가관리방법](상무부 해관총서령 2004년 제26호)

․품목(2011년): 농산물은 HS-10단위 104개 품목

-육계 12개, 소고기 16개, 양고기 11개, 식물유 11개, 담배 16개, 신선우유 3

개, 분유 4개, 유청 1개, 대두 5개, 유채씨 4개, 대두박 2개, 돼지고기 및 부

산품 19개 품목

-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10년 제106호에 근거

․관리내용

-수입금지 제한 품목을 제외한 품목은 자유수입품목으로 분류되며 상무부

가 자유수입품목 중 자동수입허가 관리품목을 공고

-자동수입허가관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입신청에 대해 비준하는 수입허

가제도로서 사실상 수입하기 이전의 자동등록성격의 허가제도

-자동수입허가 품목 수입시 수입업체가 세관에 신고하기 이전에 상무부나

관련부서에 자동수입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자동수입허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업체는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수속 진행

수

입

제

한

수입

할당

관세

(TRQ)

․법률 근거: 개정[대외무역법](제19조),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제11조, [농산

물 수입할당관세 잠행방법](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2003년 제4호)

․품목: 밀(밀가루 포함), 옥수수(옥수수가루 포함), 쌀(쌀가루 포함), 대두유,

유채씨유, 종려기름, 식용당(설탕), 면화, 양모(wool), 섬수모(wool tops) 등

총 10개 품목

․관리내용

-양모와 섬수모를 제외한 8개 품목의 수입할당관세는 국영무역할당과 비

국영무역할당으로 구분

-국영무역할당은 국영무역기업, 비국영무역할당은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

업이나 개인이 수입 가능

-TRQ 물량의 분배: 상무부(대두유, 유채씨유, 종려기름, 식용당, 양모, 섬수

모)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밀, 옥수수, 쌀, 면화)가 분담

-2011년 현황: 밀 963.6만 톤(90%), 옥수수 720만 톤(60%), 쌀 532만 톤(장립

종 266만 톤, 중단립종 266만 톤, 50%), 면화 89.4만 톤(33%) *괄호 안은

국영무역비율

수입쿼터제도와 수입허가증제도는 농산물 수입에 적용되지 않음.

자료: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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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중국의 농산물 국영무역 및 수출입제한 농산물 관리제도 개요(계속)

관리 제도 관리 내용

수

출

제

한

수출

허가증

․법률 근거: 개정[대외무역법] 제19조,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제36조, [화물

수출허가증관리방법](상무부령 2008년 제11호)

․품목(2011년): 수출쿼터허가증 품목, 수출쿼터입찰 품목, 수출허가증 품목

-수출쿼터허가증 품목: 옥수수, 쌀, 밀, 옥수수가루, 쌀가루, 밀가루, 면화,

소(홍콩, 마카오 수출), 돼지(홍콩, 마카오 수출), 닭(홍콩, 마카오 수출) 등

11개 농산물 품목을 포함하여 총 25개 품목

-수출쿼터입찰 품목: 난초 및 그 제품, 감초 및 그 제품 등 2개 농산물 품목

을 포함하여 총 6개 품목

-수출허가증 품목: 소, 돼지, 닭(이상 홍콩, 마카오 이외지역 수출), 냉장우

육, 냉장돈육, 냉장계육, 냉동우육, 냉동돈육, 냉동계육 등 9개 농산물 품목

을 포함하여 총 22개 품목

․관리 내용

-상무부는 수출허가증 관리 주무기관으로 세관총서, 국가품질감독검사검

역총국과 협의하여 매년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수출허가증관리화물 등급별 증서발급목록] 발표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오로지 하나의 세관에서만 등록가능(一

证一关), 유효기간 내 1회만 사용가능(一批一证), 외자기업 수출허가증관

리 화물과 보상무역 하의 허가증관리 화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 여러

차례 사용가능(非一批一证).

수출

쿼터

․법률 근거: 개정[대외무역법],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수출상품쿼터관리방

법](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1년 제12호)

․품목(2011년): 난초및그제품 3,200만 kg, 돼지(大) 180만두(홍콩 165만두, 마

카오 15만 두), 돼지(中) 8.24만 두(홍콩 8.0만 두, 마카오 0.24만 두), 소 5.72만

두(홍콩 5만두, 마카오 0.72만두), 닭 1,340만수(홍콩 1,000만마리, 마카오 340

만 마리)(상무부 공고 2010년 제72호)

․관리 내용

-수출쿼터 품목은 상무부와 관련 부서가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차년도 총

수출쿼터를 발표하고 국무원이 규정한 업무영역에 따라 관리

-[수출상품 쿼터관리 방법] 부속서는 쌀, 옥수수, 밀, 면화, 설탕 등 5개 농산

물은 수출쿼터 품목에 해당하지만 본 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

자료: 관련문헌 참고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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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WTO 가입 이후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06년에는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농산물 수출 11·5 발전규획(農產

品出口“十一五”發展規劃)’(이하 ‘규획’)을 제정하였다(상무부, 2006.8.24).

‘규획’에서는 2010년까지 380억 달러의 농산물 수출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392억 달러를 수출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올해 시작된 제12차 5개

년 규획 기간(2011～2015년)의 농산물 수출 목표와 방안을 제시한 문건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규획’에서 농산물 수출의 3대 전략을 밝히고 있으며 이 전략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효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노동집약형 농산물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둘

째, 수출농식품의 품질경쟁력과 안전성을 제고하여 SPS, TBT 등 수출대상

국의 비관세장벽을 극복한다. 셋째, 수출시장을 세분하여 전통적 수출시장

(일본, 한국, 홍콩 등)은 시장점유율을 유지 및 확대하고, 잠재시장(아세안,

유럽연합, 미국 등)과 신흥시장(러시아, 중동, 동구권, 남미, 대만 등)은 시

장을 적극 개척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한다.

중국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주로 농산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표 4-4>는 현재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기업 지원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표 4-4. 중국의 주요 농산물수출 지원정책 개요

구분 지원 내용

무

역

촉

진

정책자금

지원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중소기업국제시장개척자금’: 2001년 시작. 주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박람

회 참가 및 홍보 활동 지원. 2010년까지 10여만 개 중소기업에 50여억 위

안 지원. 1위안으로 38위안의 무역창출 효과

-‘농(農) 경(經) 방(紡) 산품무역촉진자금’: 2006년시작. 주로농식품수출기업

이나업종조직(협회등)의제품인증이나체계인증및유기인증획득지원, 품

질이력추적시스템구축, 수출농식품의표시및원산지표기등록비용지원등

-‘농산품영소촉소(營銷促銷)전용자금’: 2002년시작. 주로농식품기업의해외박람

회 참가 지원, 전국규모의 직거래활동 지원, 농식품 전자상거래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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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중국의 주요 농산물수출 지원정책 개요(계속)

구분 지원 내용

무

역

촉

진

정책자금

지원

지방정부의 자금지원

-농식품수출을 선도하는 우수 수출기업에 재정지원(흑룡강성, 하남성, 호북

성, 광서자치구 등), 자금융자 환경 개선(사천성, 절강성, 강서성 등), 농식

품 수출에 대외무역발전기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산물수출 확대에 기여

(광서자치구 등), 농식품수출 촉진사업전용경비 편성(광서자치구, 안휘성,

복건성, 청도시 등)

금융

서비스

수출신용대출

-중국수출입은행이 2006년부터 농산물 수출기업에 신용대출 실시

수출신용보험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에서 2001년부터 신용보험과 관련 서비스 제공

-2009년 7월부터 상무부 재정부가 서부지역에서 농산물단기수출신용보험 가

입시 신용보험료 50%까지 지원(운남성은 2010년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

교육훈련

서비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국내외에서 농산물수출기업을 대상으

로 교육훈련 실시

2008년부터 농업부 향진기업국이 CCPIT 농업분회와 농업과학원 연구생원

(대학원)과 공동으로 ‘농산품무역 경리 및 관리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법률

서비스

중앙 및 지방정부, CCPIT에서 농산물수출기업에 법률자문 제공 서비스체

계 구축

시장

서비스

농업부의 전문 예산항목의 지원 하에 농업부 농업무역촉진중심이 해외박람

회 참가 조직 및 지원, 농산물수출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지원

(예, 2009년 3월 일본 동경에서 ‘중·일 농산물무역 교류세미나’ 개최)

농산물수출업체 조직화(품목별 협회 등) 및 활동 지원

무역정보

서비스

농업부, 상무부, 국가식량국, 해관총서, 국가통계국 등에서 정보 수집 및 분

산체계 구축, 정보화 표준체계 구축, DB 구축, 정보서비스 플랫폼 건설

상무부와 농업부에서 국제농산물시장정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정보 분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수출대상국의비관세장벽실태파악및정보제공

자료: 农业部农产品贸易办公室 農業貿易促進中心. 2010. 2010中國農产品貿易發展報告 .

農業出版社.

1.2.2. FTA 추진 현황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비교우위에 입각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 하

에 자국경제의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 2001년 11월 WTO 가입을 실현하였으며,

WTO 체제가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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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 처음

참가한 ‘칸쿤 각료회의’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로 결렬되고 WTO/

DDA 협상이 정체되는 한편 지역주의가 급격히 부상하면서 다자간무역체

제에서의 무역자유화의 한계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15년의 준비과정

을 거쳐 가입한 WTO 다자간무역체제의 위상이 약화된 것을 계기로 FTA

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정부는 다자간무역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긴

밀한 양자간무역체제인 FTA를 적극 추진하는 새로운 통상전략을 수립하

였다.

중국이 추진하는 FTA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치외교적인 목적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경제적으로

는 중국경제의 세계화 전략과 개혁개방의 지속 추진, 지역주의 확산에 대

응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역내 경제의 안정화,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자

원 에너지 확보, 국토의 균형발전전략을 위한 서부대개발 및 동북진흥사업

과 연계(FDI 유입 확대) 등이 주요 추진 목적이다. 한편 정치외교적으로는

WTO 가입 이후 확대된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시아

에서 경제 이외에 정치외교분야에서도 주도권 장악(특히 아세안), 지역

FTA를 주도함으로써 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개도국 대표로서의 영향력

행사, 주변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전략적 안보 모색, 소위 ‘중화경제

권(中华经济圈)’의 결속 강화 등이 주요 추진 목적이다.

2011년 10월 현재 중국은 홍콩, 마카오,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

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와 FTA 협상을 완료하여 발효중이다. 또한

대만, DACU, GCC,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와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 한·중·일, 인도 등과의 협상을 준비중이다.

중국이 기체결한 FTA의 상품분야 양허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

째, 조기수확프로그램(EHP) 실시로 상대국이 자유무역의 효과를 단기간에

체험토록 하여 본격적인 협상에서 추진력를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적으로

운용하였다(대만, 아세안). 둘째, FTA 협상 상대국에 따라 정치외교적인

성과를 위해 경제적 실익을 양보하는 전략과 경제적인 성과를 위해 경제적

득실을 치밀하게 반영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농업강국인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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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는 양허제외를 비롯해 10년 이상 장기에 걸친 관세철폐 등 신

축적 양허안 제시). 셋째, 초기 FTA에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SG) 조치에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점차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고 협상에 반영하는 추세이다(중·뉴질랜드 FTA에서 일반적 무역구제조치

인 다자간 SG와 양자간 SG 외에 특별농산물 SG 도입). 넷째, FTA 협정의

범위가 상품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투자, 서비스분야로 확대되어 포괄

적 FTA를 지향하는 추세이다.

2. 농산물 수입관세율

WTO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2009년도 수입농산물 평균 MFN관세율(HS-6

단위, 단순평균)은 15.6%로 우리나라의 48.6%에 비해 낮다. 중국의 수입농산

물 관세율은 WTO 가입 이전 21%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중국에 비해 고율관세 품목의 비

중이 중국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0%∼25% 구간에 분포하는

품목이 전체의 90.1%인 반면, 우리나라는 61.8%이다. 중국은 5%∼25%

구간에 76.1%가 집중된 반면, 우리나라는 5%∼10%와 15%∼50% 구간에

각각 26.6%와 41.2%가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주로 곡류, 인삼류, 양념채소류에 집중되어 있다. 채소류

의 경우 신선/냉장/건조/일시저장처리 품목이 고율관세이다. 중국은 한국이

TRQ 물량 이외의 물량에 고율관세 부과하는 것은 WTO의 수량제한조치

철폐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에서 실제 수입한 품목의 2009년도 관세율 구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0%∼5% 구간이 27.0%, 100% 이상 구간이 24.4%, 25%∼50% 구간이

16.3%를 차지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 0%∼5% 구간이 절반에 가까운

46.1%, 5%∼10% 구간이 31.2%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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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수입관세율 비교(2009년)

주: 단순평균 MFN관세율은 2009년도, 가중평균 MFN관세율은 2008년도임.

자료: WTO. World Tariff Profiles 2010(http://www.wto.org)

표 4-5.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수입관세율 구간 분포 비교

단위: %

관세율 구간 무관세 0<=5 5<=10 10<=15 15<=25 25<=50 50<=100 >100

양허관세율

(단순평균)

한국 2.2 5.6 9.1 8.9 23.1 31.7 10.2 8.1

중국 6.0 7.0 25.8 25.7 26.2 7.0 2.3 0

MFN관세율

(단순평균)

한국 6.2 14.5 26.6 1.2 13.3 27.9 2.0 8.3

중국 5.9 8.1 26.3 24.6 25.2 7.2 2.6 0

수입(2008년)
한국 4.8 27 14.8 1.2 10.5 16.3 1.1 24.4

중국 0.7 46.1 31.2 6.7 4.3 10.7 0.4 0

자료: WTO. World Tariff Profiles 2010(http://www.wto.org)

<표 4-6>은 양국의 품목류별 평균관세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대부분의 품목류에서 평균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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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설탕·과자류, 곡물, 음료·담배, 면화, 우리나라는 곡물, 낙농품, 과

일·채소·식물, 커피·차, 유지작물의 수입관세율이 높은 수준이다.

표 4-6.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품목류별 수입관세율 비교

단위: %

품목류

한국 중국

양허관세율 MFN관세율 양허관세율 MFN관세율

평균 무관세최대 평균 무관세최대 평균 무관세최대평균무관세최대

산동물 26.1 0.4 89 22.1 2.4 89 14.9 10.4 25 14.8 10.1 25

낙농품 69.8 0 176 67.5 0 176 12.2 0 20 12.0 0 20

과일,채소,식물 64.1 0 887 57.7 0.2 887 14.9 4.9 30 14.8 5.9 30

커피, 차 74.1 0 514 53.9 0 514 14.9 0 32 14.7 0 32

곡물 161.1 0 800 134.5 0.3 800 23.7 3.3 65 24.2 3.4 65

유지작물, 식물유 44.7 2.6 630 37.5 4.2 630 11.0 7.2 30 10.9 5.4 30

설탕, 과자류 32.2 0 243 17.1 0 243 27.4 0 50 27.4 0 50

음료, 담배 42.5 0 270 31.7 0 270 23.2 2.1 65 22.9 2.2 65

면화 2.0 0 2 0.0 100.0 0 22.0 0 40 15.2 0 40

기타 농산물 20.8 9.3 754 16.1 23.7 754 12.1 9.2 38 11.5 9.4 38

자료: WTO. World Tariff Profiles 2010(http://www.wto.org)

3. 농산물분야 비관세장벽

3.1. 중국

대 중국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중국이 주로 SPS, TBT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WTO/SPS위원회, WTO/TBT위원회 그리고

양자간 협상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관련하여 1995∼2010.6월까지 WTO/SPS

위원회에 통보된 일반통보 8,020건 중 중국이 422건(5.3%)으로 4위를 차

지하였다. 최근(2009.7∼2010.6)의 일반통보 건수는 중국이 185건(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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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선진국이 적용하던 SPS 조치를 적용하는 사례

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5∼2009년 동안 WTO/SPS위원회의 특정무역현

안(STC) 290건 중 중국의 제기건수는 24건으로 4위이며, 피제기 건수는

16건으로 4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이 피제기된 내용은 교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우려와 함께 해당 조치에 대한 명료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SPS 조치와 관련한 불투명한 제도운영이 비관세장

벽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관련하여 중국은 WTO 가입 이후 WTO/TBT

위원회에 일반통보 건수가 715건으로 가장 많다. 이 중 2005년 이후 통보

건수(652건) 비율이 91.2%를 차지한다. 이는 최근 들어 중국이 신규 기술

규제의 도입 및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95∼2009년 동

안 WTO/TBT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STC) 249건 중 중국의 피제기 건수

는 32건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2005년 이후로는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이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기술규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임을 시사한다.

1995～2009년 동안 중국의 농산물분야 특정무역현안 피제기 건수는 8건이

다. 직접적 무역저해요소에 대한 제기보다 추가정보의 필요성, 조치의 명

료화 및 투명성 제고, 조치의 합리성 등 간접적 무역저해요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업체 설문조사(2010년 12월)

결과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업체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의

시장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으며, 중국시장 진출 시 다양한 애로사

항(비관세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업체들이 경험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은 위생검사 및 검역

제도(51.3%), 수입제한(50.4%), 통관절차(33.6%) 등이다. 이외에도 상관행

투명성, 무역상 기술장벽(TBT), 불공정 경쟁, 지적재산권 침해, 투자제약,

조세제도 등도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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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대 중국 농산물 수출업체들이 경험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10.12. 중국 수입제도 및 수출 애로사항 조사

표 4-7. 중국의 농산물분야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비관세장벽 유형 주요 비관세장벽 내용

위생 및 검역조치

불합리한 식품분류에 따른 과도한 검역(김치, 막걸리 등),

비일관적 검역체계(항구 및 개인), 검역절차, 수입허용품목,

검역기준

무역상기술장벽

수입약재 및 보건식품 등록 절차가 매우 길고 복잡(인삼, 알

로에, 황기 등을 함유한 식품), 라벨링 요구조건 복잡(모든

가공식품류), 지나치게 까다로운 GMO함유 요구량, 강제 및

중복검사, 표준 및 기술규정, 특정 인증마크 요구 등

비

기

술

조

치

통관절차

불투명하고 까다로운 통관절차, 불합리한 통관 지연 사태,

불투명한 통관심사, 비일관적 통관절차, 과도한 통관심사,

이중 세관검사 등

수입허가 수입허가증, 수입관세할당(TRQ), 수입금지, 수입쿼터 등

요금 및 세금
종량세와 종가세 중 임의 부과(유자차), 미통관 화물의 보관

료 징수 등

지적재산권
중국측의 제품 무단 복제, 상표 혹은 디자인 도용, 중국제품

에 Made in Korea 표기 등

자료: 이장규 외. 2011. 중국의 농식품분야 비관세장벽 실태분석 . KIEP(KREI 위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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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은 중국의 농산물분야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주요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의 주요 수단이 수량제한 등 직접적 조

치에서 SPS, TBT, 통관절차 등 간접적 조치로 이행하고 있는 추세와 비교

하여 중국의 농산물분야 비관세장벽 수단은 직·간접적인 수단을 모두 망라

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3.2. 한국

한국도 중국을 상대로 SPS 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산 김치 관련 파동, 중국산 생선 이물질 발견 등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산

식품의 검역과 통관은 양국 모두에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한국은 중요한

농식품 수입대상국인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체로 엄정한 검역 및 통관 방침을 유지

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중요한 농산물 수출대상국임을 감안하여 한국에 대해 정

확하고 비차별적인 통관 및 검역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한국

의 농산물분야 주요 비관세장벽은 조정관세, 관세쿼터, 농산물 특별세이프

가드, 표본검사, 통관전 세액검사, 기타 사전 예고 없는 인증방법 변경 등

이다. <표 4-8>은 중국이 주장하는 한국의 농산물분야 주요 비관세장벽을

정리한 것이다.

표 4-8. 중국이 주장하는 한국의 농산물분야 무역장벽

분야 제도 내용

관세

및

관세

관리

조치

조정

관세

․경쟁력이 약한 농림수산 제품과 관련 환경보호, 소비자이익, 국

내산업 균형발전 등 필요성에서 일부상품 임시보호 조치

․기본관세 외에 100% 이내 조정관세 부과

관세

쿼터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은 쌀, 옥수수 등에 대한 쿼터권한 획득

․63개 품목의 농산품 관세쿼터 유지, TRQ 물량 이외 물량에 고

율관세부과

자료: 정환우. 2010. “중국의 비관세 수입장벽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한국동북아경제학

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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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중국이 주장하는 한국의 농산물분야 무역장벽(계속)

분야 제도 내용

통관

관련

장벽

농산물

표본

검사율

․2003년 7월 이후 한국은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수입농산품 표

본검사 비율을 대폭 제고하였는데 이는 중국산 관련 농산품의

통관시간을 지연시켜 통관비용 증가

- 평균 표본검사율은 3∼5%인 반면 농산물은 20%, 심지어 냉

동고추와 혼합조미료 등은 100%임.

통관전

세액심사

제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일부 농산품에 통

관전 세액심사제도 실시

- 해당 수입품에 대해 탈세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제출서류상 가

격과 실제 가격 비교

- 현재 18종(깨, 들깨, 생강, 말린 녹두, 말린 팥, 조미땅콩, 발아용

대두, 양파, 밀, 고구마, 냉동고추, 냉동마늘, 절임마늘, 신선 및

냉장 마늘, 신선 및 냉장 마늘종, 임시 저장 마늘, 건마늘, 당근)

- 18종 가운데 들깨, 냉동고추, 당근, 냉동마늘이 주로 대 중국

수입품이며 나머지 14개 품목은 쿼터대상 품목.

․시장가격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의 통관시간

을 연장하여 대 한국 수출 방해

무역상기술장벽 ․사전통고 없이 수입상품의 인증방법 개정

자료: 정환우. 2010. “중국의 비관세 수입장벽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한국동북아경제학

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4. 동식물 검역조치

4.1. 한 중 동식물 검역조치 현안

4.1.1. 중국의 대 한국 수입허용 요청 현황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허용된 신선 농산물은 매우 제한적이다. 과일의

경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키위, 단감, 오렌지 등 중요 품목의 수입

이 금지되어 있다. 수입이 허용된 일부 과일류는 바나나(덜 익은 것), 파인

애플 등이고, 일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한 품목으로 양벚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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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수입 가능한 중국산 신선 과일 및 채소

수입허용
껍질을 벗긴 쌀, 보리, 밀, 호밀, 옥수수(낱알), 마늘, 양파, 생강,

무, 당근, 배추, 파인애플, 덜 익은 바나나, 코코넛야자

조건부 허용 양벚(산동성, Prunus Avium)

수입금지 고추(신선), 고구마, 감자, 가지, 오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주: 광동성의 광주시, 무명시, 심천시에서 생산된 생강, 무, 당근은 수입을 금함.

과채류 가운데 신선 상태로 수입이 가능한 품목은 거의 없다. 오이, 가

지, 토마토, 참외, 수박, 멜론, 호박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채소류 가

운데 양파, 마늘, 무, 배추, 생강, 당근 등은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지

역으로부터의 생강, 무, 당근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건조, 정선된 상태 또

는 도정된 상태의 곡물류는 일반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종자용 감자와 토

마토는 일부 지역(하북성, 흑룡강성, 강소성, 청해성)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

다. 중국으로부터의 신선 축산물 수입은 허용된 품목이 없다. 가금육의 경

우 열처리된 상태의 수입은 가능하다.

표 4-10. 중국의 대 한국 수입허용 요청 품목의 수입위험평가 진행상황

품목 주요 금지병해충 요청년도 수입위험평가(분석) 진행상황

양벚 귤과실파리 2003
수입식물 병해충 위험분석 8단계 완료

2008년 수입허용 결정

여지 - 2004
병해충 위험분석 4단계(현지조사) 완료.

중국 측이 여지를 1순위로 검토 요청(’07.8)

용안 - 2004 병해충 위험분석 대기

사과 만주애기잎말이나방 2004 병해충 위험분석 대기

배 만주애기잎말이나방 2004 병해충 위험분석 대기

단호박 - 2005
병해충 위험분석 2단계(설문서 발송) 완료

여지, 용안 검토완료 후 검토키로 합의(’07.3)

열처리

가금육
2004

중국 AI 발생으로 가금육 수입금지(’04.1.27)

수입위험분석 6단계(수입위생조건안 협의)

2004.1.30～3.4

7단계(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2004.3.4～4.1

8단계(수출작업장 승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2004.04.01～06.02

자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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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나라에 수입 금지 농산물의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다. 2004년에는 여지, 용안, 사과, 배 등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 요청

이 있었으며, 2005년에는 단호박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 요청이 있었다. 여

지와 단호박은 각각 수입위험평가의 4단계와 2단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용

안은 여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가 완료된 이후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고,

사과와 배는 그 다음에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표 4-11. 한국의 동식물 수입위험평가(분석) 절차

식물 수입위험평가 동물, 축산물 수입위험분석

1단계 접수
국가간 공식채널로 신청

-위험분석자료 첨부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단계 착수 상대국 제공자료 조사 및 확인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단계
병해충

예비위험평가

병해충 목록 작성

-추가검토 대상종 선발

가축위생설문서 답변서

검토

4단계
개별병해충

위험평가

우려병해충 선발

-유입·정착·확산 가능성 및 경제

적 영향평가

-관리방안 요구 대상종 선방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단계
병해충위험

관리방안작성

관리방안 검토

-소독처리방법 등
수입허용여부 결정

6단계
수입허용요건

초안작성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단계
고시의뢰

입안예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고시 의뢰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8단계
고시

수입허용
관보게재

수출작업장승인 및 검역증

면서 서식 협의

주: 7, 8단계를 제외하고는 상대국에게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함.

자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중국은 2007년에 여지를 1순위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양국은 여지와 용안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완료한 다음 단호박을 검토하

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그동안 적극적이었던 중국의 반

응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현재 이들 품목들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는 별다

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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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서는 2004년에 위생상황 변동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축산물 수입위험분석의 6단계인 ‘수입위생조건안 협의’부터 시작

하여 5개월 만에 수입을 허용하였다.

4.1.2. 한국의 대 중국 수입허용 요청 현황

한국이 중국에게 수입허용을 요청한 농산물은 9개 품목이다. 한국은

2007년에 파프리카와 참외, 2008년에 단감과 딸기, 2009년에 포도, 감귤,

토마토, 쌀을 중국에게 수입허용 품목으로 요청하였다. 축산물 중에서는

2006년에 열처리 가금육(삼계탕용)의 수입허용을 요청하였다.

표 4-12. 한국의 대 중국 수입허용 요청 품목의 수입위험평가 진행상황

품목 요청년도 수입위험평가 진행상황

파프리카 2007

수입허용 요청 및 위험분석자료 제공(2007.12)

중국이 파프리카 병해충위험평가 초안 통보 및 한국이 의견 제출

(2010.11), 3단계 진행 중

참외 2007 수입허용 요청 및 위험분석자료 제공(2007.12)

단감, 딸기 2008 수입허용 요청 및 위험분석자료 제공(2008.8)

포도, 감귤

토마토, 쌀
2009 수입허용 요청 및 위험분석자료 제공(2009.5)

열처리

가금육
2006

중국측의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를 거쳐 한국은 중국의 추가

설문서에 대한 답변을 발송한 상태(2010.11), 5단계 진행 중

자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내부자료.

한국이 요청한 식물류 중에서 중국은 현재 파프리카에 대해서만 수입위

험평가를 3단계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산

파프리카의 병해충위험평가 초안을 통보하였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의견

을 제출한 상태이다(2010년 11월). 열처리 가금육의 경우 중국은 가축위생

실태에 대해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추가적인 설문서를 송부하였으며, 한국

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한 상태이다(2010년 11월).

수입위험평가는 양국간 자료교환과 현지조사 등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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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경우 평가기간이 단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양자간 검역협상에

서는 관례적으로 상대방이 자국이 요청한 품목에 대해 수입위험평가를 진

전시키는 정도에 따라 상대방이 요청한 품목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의 진행

속도를 조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양국이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여지(한국)와 파프리카(중국)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다른 품

목에 대한 검토가 차례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에 개별적으

로 수입허용을 요청한 다른 나라의 여타 품목들도 평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

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국이 서로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들에 대한 수입허가

결정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주요 수출국들은 수입국들과의 검역협상에서 수입위험평가가

너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

해 수입위험평가의 기간을 사전적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

고 있다. 또한 관련 국제기구들은 세부 품목별로 병해충위험관리방안에 관

한 공통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각국의 수입위험평가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양자간 검역협상의 상호주의적 관례상, 양국의 정책적 또는 정치적 의지

에 따라 개별 품목에 대한 수입허용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크게

단축될 수 있다. 국내 검역당국의 과거 실적을 살펴보면, 요청국가와 대상

품목에 따라 수입위험평가 절차가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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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국의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관련 지역화정책16

4.2.1. 동물전염병 관련 지역화정책

가. 지역화정책의 개요

동물전염병의 지역화관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동물위생관리 유형이

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약에 따르면,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에는 지

역구분(zoning)과 생물안전격리구분(compartmentalisation)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중국은 1998년 법정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구축 이후 중국 동물전염

병 지역화관리와 관련된 법규, 표준규범, 기술지원, 국제교류 등의 분야에

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의 [농업법], [농산물 품질안전법], [동물방역법]은 동물전염병 지역

화정책의 법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

다. [농업법] 제24조는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구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

고 있다. 또한 [농산물 품질안전법] 제16조에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

업행정관리부서는 동식물전염병 무발생지역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동물방역법]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동물전염병에

대한 지역화관리를 통해 점차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을 늘려가야 한다. 동

물전염병 무발생지역은 국무원 수의관련 부처가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

며, 국무원 수의관련 부처의 검사 합격 후 공포된다.”

중국 농업부는 전염병 무발생지역 육성을 위해 ‘전국 동물전염병 무발생

지역 건설프로젝트 실시방안’을 잇따라 제정하였다. 농업부는 2002년 ‘국

가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조건’을 발표하여 비감염지역의 개념 및 분류,

비감염지역 통제기준 및 기본조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규정하였다.

2007년 1월 23일에는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평가관리법’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농업부가 전국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평가관리업무를 담당하도

16.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가 수행한 위탁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

여 수록하였다. 중국의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발생 현황은 부록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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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명시하였으며, 비감염지역의 구역 유형과 평가 원칙·근거·절차 및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중국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및 비감염

지역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2007년 1월 25일, 농업부는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관리기술규범(시안)’

을 발표하였다. 본 기술규범은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건설단계, 비감염지

역 표준, 기초·체계, 예방·모니터링, 검역·감독, 긴급대응·회복 등 여섯 부

분으로 이루어졌으며, 4대 주요 전염병인 구제역·고병원성 조류독감·돼지

콜레라·뉴캐슬병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기술규범은 각지의 비감염지역

건설사업 확장을 지도하는 문건일 뿐 아니라 비감염지역 평가의 중요한 기

술적 근거가 된다.

농업부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확대, 동물전염병 방제능력 강화, 동물

위생 및 축산물 품질안전수준 향상, 동물 및 동물류 제품의 무역 촉진을

위하여 ‘동물방역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해 2010년 ‘동물전염병 지

역화 관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는 중국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의 중장기계획을 지도하고 장기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중요한 문건이다.

이 ‘의견’에서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의견’은 2010년부터 5년간 전국적으로 구역·유형·단계·질병종류를 구분

해 동물전염병에 대한 지역화관리를 실시하고 구역통제 및 정화를 진행하

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및 평가메

커니즘을 구축하여 비감염지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2015년부터 5년 동안은 중국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단계적으로 중장기 동물전염병 방제계획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유형 및 건설 요구사항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① 지역화관리 기본조건: 각 지역은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관리기술규

범’ 규정에 따라 기본조건이 비교적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비감염지역

을 형성한다. 기본조건이란 동물전염병 상황이 분명하고, 일정 규모의

축산업 기초를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장벽이나 감독 조치가 마련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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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말한다.

② 지역화관리 동물전염병 종류: 현재 방제작업 상황에 따라 동물전염병

종류를 선정하여 과학적으로 통제한다. 현지의 축산업 발전·공공위생 안

전 및 축산업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전염병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역화관리를 실시한다. 현 단계에서는 구제역·돼지콜레라·조류독감·뉴

캐슬병·조류백혈병·브루셀라병 등 주요 동물전염병과 사람과 동물에 모

두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해 지역화관리를 실시한다.

③ 지역화관리 유형 및 요구사항: 각 지역의 경제발전수준, 지리적 장벽,

지역·자원적 우위, 축산업 구조에 따라 현지에 적합한 동물전염병 지역

화관리 유형을 선택한다. 먼저,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구역은 일정 규

모 이상의 구역을 보유하고 있고 구역과 인근지역 간 전염병 전파를 충

분히 막을 수 있는 지리적 장벽 혹은 인공장벽이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장벽이 없는 지역은 충분한 완화구역 및 모니터링 구역을 구축해야 한

다. 다음으로, 대형 가축농장·국가급 유전자원 보전장·농업산업화 용두

기업을 선정해 생물안전격리구역 시범구를 건설해야 한다. 시범구 건설

목표는 생물안전격리구역을 통해 동물생산기업의 무질병 상태를 실현하

고 비감염지역을 형성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면역조치를 채택함에 따라

무질병 지역도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① 면역 무질병지역: 각 성은 현지 및 인근지역 동물전염병 유행상황과

무역수요에 따라 면역정책을 통한 지역화관리를 실시한다.

② 비면역 무질병지역: 지역 내 동물에 대해 지정 전염병 면역을 실시하

지 않은 곳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구제역·조류독감·돼지콜레라·뉴캐

슬병 등 동물전염병과 브루셀라병 등 인축 공동 전염병에 대한 면역

무질병지역 및 비면역 무질병지역, 불특정 동물전염병 생물안전격리

구역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의견’은 무질병지역 건설 평가를 강조하는 한편, 지역화관

리 계획 제정, 동물방역체계 구축 강화, 확실한 평가검수작업을 통해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작업을 개선하고 무질병지역의 발전을 촉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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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화 시범단지 사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광활한 영토와 지역마다 자연조건 및 동물전염병

상황이 다르다는 특징 때문에 동물전염병의 지역구획 사업을 추진하였으

며 1998년부터 전국 23개 성(省)에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구축을 시작하

였다. 2001년부터는 산동성, 요녕성, 사천성, 중경시, 길림성, 해남성의 교

동반도, 요동반도, 사천분지, 송요평원, 해남도 등 5개 지역을 동물전염병

무발생 시범구로 지정하였다. 이들 시범구는 양호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조

건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 위치가 유리하며, 주변에 해양, 강과 하천, 산맥

등 천연방벽이 있다. 중국은 전국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육성에 총 16억

4,800만 위안을 투자하였다(李滋睿，2010).

그림 4-3. 중국의 5대 동물전염병 무발생 시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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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남도(海南道)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해남도는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따뜻하고 습한 기후로, 목축업

발전에 유리한 자연적·지역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남도 전염병 무발생

지역은 1999년에 만들어져 2002년에는 농업부가 지정한 비감염지역 시범

구에 속하게 되었다. 해남 지역은 10년 간 근본적인 변화를 겪으며 동물전

염병 방제시스템을 완비하였으며, 가축 강제면역 100%를 달성하고 10년

연속 동물전염병 발생률 0%를 유지했다(黃紹明·周秋平，2010). 2009년 말

에는 농업부 평가를 통과하며 중국 제1의 무질병지역이 되었다.

② 사천성(四川省)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사천분지는 산맥으로 둘러싸여서 조성된 곳으로 곡식이나 목초자원이

풍부하고 목축업 발전에 비교적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전염병

유입을 막는 자연적 장벽(폐쇄적인 지형)이 조성되어서 동물전염병 무발생

지역을 형성하기 적합한 곳이다.

사천성은 전국 최대의 양돈 규모를 가진 목축경제지역으로 1998년 동물

전염병 무발생지역 육성을 시작하였다. 그 후 14개 도시 및 82개 현, 2개의

성급 단위에 대해 비감염지역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였고, 2003년 10월

에 농업부의 준공검사를 통과하였으며 동물전염병 방제·방역감독·전염병

발생상황 모니터링·방역장벽이라는 4대 체계를 구축하는 등 뚜렷한 성과

를 거뒀다.

주요 동물전염병에 대한 안정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돼지 사망

률은 이전의 7.1%에서 0.31%로 낮아졌고, 소규모 농가의 가축사망률은

18.1%에서 8.2%로 감소했다. 사천성 전염병 무발생지역 시범구는 현재까

지 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주요 동물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다(余勇·王勤·

陈斌·谷晓婧，2007).

③ 요동반도(辽东半岛)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중국정부는 2001년 요동반도를 전국 5대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시범구

로 선정하였다. 정부와 요녕성(辽宁省)은 이미 이 지역의 1개 성(省),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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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 44개 현(县)급 단위에 건설자금 총 1억 3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각

종 측정설비 800여대를 구입하고 2만㎡ 규모의 실험실을 건축하였다.

요동반도 전염병 무발생지역 육성에 따라 동물의 발병률 및 사망률이 감

소하여 매년 10억 위안의 가축사망으로 인한 손실액을 줄일 수 있었다. 또

한 동물의 주요 전염병을 통제·근절하여 OIE가 규정한 비면역 구제역·돼

지콜레라·닭 뉴캐슬병과 비면역 저고병원성 조류독감의 무발생지역 기준

에 도달하였다. 전염병 무발생지역의 육성은 수출형 목축업 발전을 촉진하

여 조란(닭·오리 알)의 1일 세관 통과량은 600톤에서 1,200톤 이상으로 증

가하였고, 2004년 6,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년간

축산물 수출판매액이 2003년보다 20% 증가한 110억 위안에 달했다.

요동반도의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시범구는 동물전염병의 통제·방역감

독·발생상황 모니터링·방역벽 및 약물잔류 통제 등 5대 체계의 인프라 구

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동물방역 및 수의(兽医)

관리 표준 및 운영 메커니즘을 수립해 행정·법률·경제·기술이 종합된 조치

를 실시하였다.

④ 교동반도(胶东半岛)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산동성은 목축업이 발달하였으며 축산물 수출 비중이 큰 지역이다. 1998

년 이후 농업부는 산동성 청도(青岛), 연대(烟台) 등 9개 시의 61개 현에

177억 1,363만 위안을 투자하여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을 육성하였다.

농업부는 특히 2001년 이후에 청도, 연대, 위해(威海), 유방(潍坊) 4개 시

의 34개 현을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산동성의 전염병 비발생지 육성을 가

속화하였다. 2002년 성 정부는 빈주(滨州), 동영(东营), 치박(淄博) 등 3개

시가 자체적인 투자자금으로 황하삼각주 동물전염병 비발생지를 건설하도

록 허가했다. 2003년 10월 교동반도 전염병 비발생지 시범구는 농업부의

검수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였고 산동성의 계획은 2015년까지 성 전체를 비

감염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⑤ 길림성(吉林省)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한·중 농산물 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97

중국 정부는 1998년에 길림성 일부 시·현의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건

설을 승인하였다. 2001년부터 길림성 9개 시 및 53개 현을 국가 동물전염

병 비발생 시범구에 포함시켜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고, 2007년까지

총 1억 3,300만 위안을 투자하였다.

최근 몇 년간 길림성의 전염병 비발생 시범구는 눈에 띄게 발전하였고

동물전염병 방제능력도 대폭 향상되었다. 주요 동물전염병도 효과적으로

통제되어 대가축, 중가축, 가금류의 전염병 사망률은 각각 1%, 3%, 5% 이

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폐사도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축산물 품질안전이 강화되어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의

브랜드 효과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가축 및 축산물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

며 20여 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4.2.2. 식물병해충 관련 지역화정책

가. 지역화정책의 개요

식물위생 영역의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는 지역화라는 용어를 명

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 조항은 지역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

서 사용되는 용어는 병해충 무발생지역(pest or disease free areas)과 저발

생지역(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2가지이다. 식물위생조치

국제기준(ISPMs)도 비록 지역화라는 용어를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지역화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표준은 ①

ISPM4: 병해충 무발생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 ② ISPM10: 병해충 무발생

지역의 생산지점 또는 생산장소 설정을 위한 요건, ③ ISPM22: 병해충 저

발생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이다. 지역화 원칙의 과학성으로 인하여 이 개

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SPS 협정 제6조에 병해충 무발생지역과

저발생지역의 적용지역 요건에 반영되었고, 이는 WTO 체제 아래 가장 중

요한 원칙 중 하나가 되었다.

국제식물보호협약(IPPC)과 WTO의 위생 및 식물검역 실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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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 협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병해충 무발생지역은 수출국 정부에

서 확정하고, 특정 종류 또는 몇 가지 종류의 유해생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관리를 통하여 청정 상태의 특정생산지역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SPS 협정은 어떠한 유해생물이 존재하는 국가(수출국)라도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병해충 무발생지역을 입증하였을 경우, 수입국은 그것을 인정하고

수출국에 해당 유해생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나라의 농산물 수입을 제

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식물검역 지역화정책은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

다. [농업법] 제24조는 “국가는 동식물방역과 검역제도를 실시하고, 동식물

방역·검역 체계를 구축하며 동물 질병과 식물 전염병, 해충, 잡초, 서해(鼠

害, 쥐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검사(모니터링), 조기경보, 방제를 강화한다.

또한 중대한 동물전염병의 유행과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박멸메커니

즘을 구축하고, 동물 무규정전염병지역(無規定疫病區)을 설정하고 식물보

호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품질안전법] 제16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농산물품질안

전을 보장하는 표준화생산종합시범구역, 시범농장, 양식단지, 무규정동식

물전염병지역(無規定動植物疫病區)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규정동식물전염병지역은 한 종류 또는 몇 가지 종류의 유해생물이

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관리를 통하여 청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무규정동식물전염병지역의 건설은 다음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였다. 첫

째, 법에 의거하여 전염병을 관리해야 한다. [동물방역법], [농업법], [식물

검역조례] 등 관련 동식물 전염병 통제규정에 따라 각 항의 업무들을 수행

한다. 둘째, 과학을 존중하고, 비교우위지역을 선택하여 인력, 물자, 재정을

집중시켜 전염병·병해충 청정지역을 건설한다. 셋째, 관련 국제조직의 동

식물전염병 지역화관리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고 다른 국가들의 성숙한 방

법과 성공적인 경험들을 본보기로 삼아 무규정동식물전염병지역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넷째,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을 중시하고,

지역동식물전염병에 대한 통제 능력과 축산물 안전 수준을 제고시킨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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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통한 외화수익 창출을 촉진하고, 농민소득을 증대시키며 전국 동식물

방역업무에 대하여 시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농업부는 1998년 식물보호사업건설규획을 건의한데 기초하여 ‘식물보호

사업건설규획(2000～2005년)’, ‘식물보호사업건설규획(2006～2010년)’을 연

달아 발표하였다. ‘규획’에서는 병해충 감독 및 통제업무 수행을 위해 35억

위안(중앙투자 28.9억 위안, 지방 6.5억 위안)의 투자를 계획하였고, 농작물

유해생물에 대한 통제, 우수농산물의 유해생물 무발생지역, 시약기술, 시약

기계 연구·개발, 기술혁신, 응용·보급 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우수농산물

유해생물 무발생지역의 건설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도록 하였다. 제1단

계(2006～2008년)에는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 100만 ha를 건설하고

‘2003～2007년 농산물 우수지역 분포 규획’에서 제시된 사과산업 발전목

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제2단계(2007～2010년)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

지 감귤 병해충 무발생지역 50만 ha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과, 감귤, 배 등 과일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국 농업부는 2001

년부터 병해충 무발생지역 건설의 계획과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전국적

으로 농업식물의 유해생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수출 가능 경제작물

의 유해생물 발생과 분포상황을 파악하였다. 사과, 감귤 병해충 비발생 시

범지역 건설사업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기초 위에

농업부는 사과비교우위 분포규획과 연계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 건설규획’을 작성하고, 2004년부터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 건설사업에 착수하였다.

2004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원예산업 병해충 무발생지역 건설의 가속

화”를 언급한 이후 농업부는 이를 중점업무에 포함시켜 사과 병해충 무발

생지역과 감귤 병해충 무발생지역 건설사업에 착수하였다.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 건설규획’에 의하면,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의 건설은 황토고

원(黃土高原)과 환발해만(環渤海灣)의 7개 성에 주로 분포해 있는 사과 우

수산업벨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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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화 시범단지 사례

중국 농업부는 2004년 초 계획을 확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

법을 채택하여 코드링나방(Codling moth)과 귤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를 목표로 하는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의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황토고원과 환발해만의 7개 성 38개 시 104개 현(시, 구)에 주로 분

포해 있는 중국의 사과 우수산업벨트와 연관되어 있다. 섬서성, 산동성, 감

숙성은 중국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 건설의 중점지역으로서 이미 3개 성

에는 병해충상황관리감독센터와 모니터링센터가 설립되었다. 중점구역에는

병해충 무발생지역 경고 표지판과 식물검역 도로검문소, 대량의 모니터링

상황실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찰기록을 남기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존하며, 코드링나방과 귤과실파리,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capitata)

의 병해충 상황 기록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감숙성은 완충지역으로서 코드

링나방에 대한 피해 상황을 즉시 모니터링하여 코드링나방의 확산을 효과

적으로 억제한다. 산동성, 섬서성은 다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코드링나

방, 귤과실파리, 지중해과실파리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 인정을 위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① 섬서성(陝西省)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

2004년 섬서성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 건설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었

고, 병해충 모니터링 작업은 이미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병해충 무

발생지역 건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2004년 농업부는 3,230만 위

안을 투입하였고, 섬서성의 부현(富縣), 진창구(陳倉區), 빈현(彬縣), 명읍현

(名邑縣), 예천현(禮泉縣), 산동성의 서하시(棲霞市), 유산시(乳山市), 기원

현(沂源縣), 비현(費縣), 감숙성의 고태현(高台縣), 임택현(臨擇縣), 산단현

(山丹縣) 등 모두 12개 현에서 사과병해충 무발생지역 건설에 착수하였다.

사업이 완료되면 사과의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약의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섬서성 사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사과수출량을 확

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섬서성 사과산업의 규모화,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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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화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자본 감소 및 농민소득 증대’라는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코드링나방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해충으로서 50여개 국가에 분포되어

있다. 그 위해 정도가 매우 엄중하여 많은 국가에서 코드링나방을 검역대

상에 포함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수입식물검역 위해성 해충(1급 유해생물)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과거 중국에서는 신강에서만 코드링나방이 발견

되었는데, 1989년 코드링나방은 신강에서 감숙성 둔황(敦煌)으로 유입되어

최근 몇 년간 감숙성의 하서회랑(河西走廊) 지역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섬서성과 감숙성은 서로 이웃해 있기 때문에 섬서성에서는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의 건설사업의 하나로 방제비용을 확대하고 다

음과 같은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코드링나방 등 검역성 유해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코드링나

방의 전파·만연 동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03년 섬서성 식물

보호소는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섬서성 코드링나방 성유인물질

을 이용한 모니터링 기술방안’을 제정하였다. 사과주산지인 진창(陳倉), 농

현(隴縣), 천양(千陽), 장무(長武), 빈현(彬縣), 영수(永壽), 부현(富縣) 등 현

에 50개의 코드링나방 성유인물질 이용 모니터링 상황실을 설치하고 코드

링나방 성유인물질을 일괄적으로 살포하여 고정 전담자가 모니터링을 진

행하고 병해충상황 모니터링 자료를 구축하였다. 2004년 귤과실파리와 지

중해과실파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4년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재 섬서성에는 코드링나방 등 검역성 유해생물이 발

생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둘째, 기술훈련의 실시: 최근 몇 년간 섬서성의 각급 식물보호부서들은

잇따라 40여명을 파견하여 ‘코드링나방 등 검역성 유해생물 기술훈련반’에

참여시켰다. 이 기술훈련반은 중국과학원, 서북농림과학기술대학 등으로부

터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모니터링 기본 기술과 방법에 대하여 강의한

다. 관련 간부들과 기술자 30여명은 감숙성 코드링나방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방제상황을 현장방문·조사하고, 사진, CD, 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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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링나방의 형태 및 특징, 발생규칙, 조사방법, 유인 모니터링 등에 대한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등 전면적인 훈련을 진행하였다.

셋째, 식물검역의 강화: 코드링나방 등 검역성 유해생물의 유입을 엄격

히 차단하기 위하여 각급 식물검역기구는 반입·반출되는 사과묘목과 과일

에 대하여 검사와 재검을 전면 강화하였다. 특히 코드링나방이 발생한 지

역의 과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코드링나방 발생지역의

과수 및 그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며 기타 농산물 및 포장물에 대하여 엄격

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성 정부의 비준을 얻은 26곳의 도로식물검역소는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수입식물 및 그 제품의 검역검사 업무를 강화

하고 코드링나방 등 검역성 유해생물의 유입을 엄격히 차단한다.

넷째, 과일 병해충 무발생지역에 대한 홍보: 각급 정부 부처와 많은 과수

재배자(과일제품생산자)들이 병해충 무발생지역 건설의 중대한 의의를 이

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섬서성은 라디오, TV, 신문, 인터넷 등 신문매체 및

홍보책자 발행, 벽보, 홍보차량 등을 활용하여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에

대한 관련 지식을 홍보한다. 또한 해외 병해충 무발생지역 건설의 성공적

인 경험과 사과 병충해 무발생지역 건설 방법 및 장점을 소개함으로써 병

해충 무발생지역 건설을 위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산동 연대시(烟台市) 양벚 병해충 무발생지역

양벚(cherry)은 19세기 연대에 무역항이 열리면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되

었으며, 지부구(芝罘區) 일대에서 가장 먼저 재배되기 시작하여 현재 연대

시 전체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연대의 양벚은 140년의 재배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대시의 전통이 있는 특산물이다. 현재 연대 양벚의 재배면적은 30

여 만 무(畝)이고, 생산량은 20만 톤에 달한다. 양벚 재배면적은 전국 총

재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생산량 또한 전국 총생산량의 50% 이

상을 차지한다. 연대시의 양벚산업은 연대의 고효율 농업, 비교우위 산업,

특색 과수업(特色果業)으로서 ‘연대 사과’에 이은 제2의 과일산업이 되었

고, 현지 농업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단위면적당 수입은

식량작물의 10배 이상, 사과 수입의 2～5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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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양벚의 일본, 한국 등에 대한 수출 작업은 이미 6년이 되었다. 2007

년 4월 연대시 천원식품회사(泉源食品公司)는 2kg의 양벚을 영국에 수출

하였다. 이는 연대 양벚 수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이다. 같은 해 5월,

연대시의 내양준걸식품(萊陽俊傑食品)은 2,500kg의 양벚을 태국에 판매하

였다. 검역검사부서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연대시는 5,000kg의 양벚을

태국, 인도네시아, 영국 등 나라에 수출하였다. 1990년대 독일에 이은 세계

제2위의 양벚 수입국인 일본은 품질 좋고 값도 저렴한 연대 양벚을 수입하

고자하는 의사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일본정부의 정책적 제지를 받

아왔다. 한국 또한 한국정부의 엄격한 기술장벽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양

벚 등 각종 과일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결국 양벚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외에 연대 양벚의 탄생지인 지부구(芝

罘區)에서는 2000년부터 연대시 대진식품, 격륜신농업(格潤新農業) 등 양

벚기지화 생산기업 2곳은 검역검사부서와 농업부서의 지원 아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결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농업부는 1991년 국가코드링나방 연구협력팀을 설립하고, 중국농업대학,

국가동식물검사검역국, 농업부 식물검역소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을 조직

하여 3년간 전국의 77개 현(시), 177개 모니터링 상황실, 5,000ha에 달하는

과수원 면적에 대하여 코드링나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조사결

과, 신강과 감숙 서부를 제외하고 산동성 및 전국 기타 성(시)는 모두 코드

링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무발생지역으로 판명이 났다. 1995년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조직인 영연방 농업부(CAB)는 전세계에 중국의 코드링나방 발

생분포지역을 확인시켰다. 그러나 일본의 중국 양벚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는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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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중 소비자의 상대국 농산물에 대한 인식 변화

5.1. 중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 소비자 인식조사

5.1.1. 설문조사 개요

중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전망하기 위하여, 세 가지 차별적인 소비자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그룹(A)은 국내 일반 소비자이

며, 두 번째 그룹(B)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중 한국인이고, 세 번

째 그룹(C)은 식당17을 운영하고 있는 식당경영주이다.

표 4-13. 한국 소비자 설문조사 개요

설문대상그룹 A B C

표본 수 423 150 150

조사대상 국내 일반소비자(주부) 재북경 한국인

분식집(19%), 전통음식점(29%),

고기구이집(29%), 한정식집(14

%), 도시락판매점(9%) 경영주

조사방법
E-mail을 통한 웹조사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거점 면접조사 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1.9.20～9.21 2011.9.3～9.6. 2011.9.8～9.23.

조사지역 전국 북경(왕징지역) 서울

설문 내용은 그룹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세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중국 농산물에 대한 선호 여부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선호의 바탕이 되는

요인들에 관한 것이다. B그룹은 중국 농산물에 대한 직접 경험이 풍부한

점, 그리고 C그룹은 소비자의 입장보다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식자재를 구

17. 식당의 업종은 주 메뉴를 한식 및 분식으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설문에 응답

한 식당의 19%가 분식집, 29%가 전통음식점, 29%가 고기구이집, 14%가 한정

식점, 9%가 도시락 판매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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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해 A그룹과는 상이한

반응이 도출될 수 있다.

중국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 인식에 관한 질문 외에도 네 가지

대표적인 품목(쌀, 고춧가루, 사과, 쇠고기)을 설정하여 품목별 소비자 인

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중국산 쌀과 고춧가루는 현재 국내시장에 도입되

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먹어보거나 구입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인

식 및 선호가 형성된 반면, 신선 사과와 쇠고기는 검역으로 인해 중국산의

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써,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인식 및 선호가 형성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5.1.2. 설문조사 결과

가. 중국산 농산물 구입여부

A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산 수입농산물을 구입한 경험

이 있는 소비자의 비율은 56.7%였으며, 주로 구입한 품목은 나물류(고사

리, 도라지, 콩나물), 잡곡류(콩, 깨, 참기름), 채소류(마늘, 마늘종, 당근)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주부)들은 재래시장과 대형할

인매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일반 소비자의 중국산 농산물 구입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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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소비자 중에서 76.2%가 해당 품목에 대해 만족

스럽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64.5%의 소비자들이 향후 구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중국산 “농산물의 맛과 품질

이 기대에 못 미치지만, 향후에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이 53.6%에 달하기 때문이다.

B그룹은 대다수가 중국산 농산물만을 구입하고 있으나, 일부는 한국산

과 중국산을 함께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고춧가루의 경우,

한국산만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5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C그룹에 대해서는 8가지 식재료에 대해 중국산 농산물의 구입여부를 조

사하였다. 김치, 고춧가루, 마늘, 다대기, 양파의 순으로 중국산을 구입하는

식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산 수입쌀을 구입하고 있다고 응

답한 식당 경영주는 한 명에 불과하였다.

그림 4-5. 재중 한국인과 식당경영주의 중국산 농산물 구입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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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농산물에 대한 인식 변화

국내산 농산물과 비교하여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이나 식품안전성에 대

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일반소비자의 대부분(96.4%)이 중국산 농

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에 대해 불안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

중한국인과 식당경영주는 각각 72.7%와 65.3%만이 불안하게 여긴다고 응

답하였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의 강

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재중한국인보다 식당 경영자들이 중국산 농산물

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4-6.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에 대해 불안하게 여긴다고 응답한 사람

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그룹에서 “중국에서의 농식품 생산 및 가공·유통 과정이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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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위생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와 재중 한국인의 경우,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폭리를 취하

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낮은 가격의 저질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를 이유

로 선택한 사람들도 두 번째로 많았다. 식당 경영주들은 “중국에서 한국으

로 선박을 통해 운송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해

물질을 대량 살포한다”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에 따

르면, 다수의 중국 수출업자들은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무조건적으로 낮은

가격의 상품만을 요구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

다”라는 애로사항을 밝힌 바 있다.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0년 전과 비교하여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이 개선되었다고 여

기는지 여부와 향후 구매의향을 조사하였다. 일반 소비자들은 “과거와 마

찬가지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3.5%에 달한 반면, 재중한

국인은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

이 각각 46.6%, 32.7%였다. 식당 영업주는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3.1%, 9.4%였다. 국내 소비

자들에 비해 재중한국인의 중국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

하였으며, 대다수의 식당 영업주 또한 중국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이 과

거보다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농산물에 대한 구매의향에 대한 응답 결과는 대상그룹별로 상이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가격과 상관없이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일반 소비자(48.4%)와 식당 영업주(42.5%)가 많았던 반면, 재중한국인은

10%에 불과하였다. “가격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재중

한국인(57.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식당 영업주(48.3%), 일반 소비자

(45.7%) 순이다. “중국 농산물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여기지만 비슷한 가

격일 경우 국산을 구입하겠다”는 재중 한국인의 응답률(30.7%)을 고려하

면, 재중 한국인의 중국농산물 구입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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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인식 변화

다. 주요 품목별 소비자 인식 및 구매의향 조사

일반 소비자(A그룹)와 재중한국인(B그룹)을 대상으로 쌀, 고춧가루, 사

과, 쇠고기 등 4개 품목의 맛과 안전성, 그리고 중국산의 가격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향후 구매의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중국산 쌀과 고춧가루는 현재 수입되고 있지만, 검역으로 인해 수입이 금

지된 사과와 쇠고기는 국내 소비자들이 직접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맛과

안전성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응답은 경험에 따른 판단이 아닌 소비자의

인식을 나타낸다.18 반면, 재중한국인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직접 중국산을

경험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19 식당 경영주(C그룹)의 경우 현재 구입하

18. 일반 소비자 중에서 중국산 쌀과 고춧가루를 직접 구입한 적이 없거나 먹어보

지 못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예상하는 인식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중국산 쌀과

고춧가루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14.5%와 19.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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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중국산 식자재(김치, 다대기, 고춧가루, 마늘, 양파)에 한하여 맛,

안전성, 가격수준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중국산 농산물의 맛과 안전성에 대한 국내 일반소비자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에서 시판되는 쌀과 고춧가루의 가

격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품질에 비해 비싸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

면, 재중한국인은 품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중국산 농산물의 맛과 안

전성에 대해 국내 소비자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국

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쌀, 고춧가루)이나 중국 현지의 가격(사과, 쇠고기)

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적정하거나 품질에 비해 저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산 쌀에 대해 절대 다수의 국내 소비자들은 국산에 비해 맛이 없고

(93%), 안전하지 않다(98%)고 응답하였다. 맛에 비해 안전성에 대한 불신

이 더 강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중국산 쌀의 맛과 안전성에 대해 재중한

국인은 절반 정도가 국산과 비슷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재중한국인의

11%는 중국산 쌀이 국산보다 맛있다고 응답하였다. 중국산 수입쌀의 국내

가격에 대해서도 국내 소비자의 48%는 품질에 비해 비싸다고 응답하였고,

33%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재중한국인은 50%가 적정한

수준이며, 25% 이상이 품질에 비해 저렴하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반응은 중국산 쌀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식품안전성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이 쌀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춧가루의 경우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색

소를 가미한 중국산 불량제품에 대해 언론매체의 소개가 잦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재중한국인도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에 비해 부정

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 음식에는 고춧가루가 사용되지 않고, 중국

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재중

한국인도 국내 소비자와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또한 국내에 시판되지 않은 중국산 신선 사과와 쇠고기의 가격수준에 대한 질

문은 재중한국인에게만 국한하였으며, 평가대상 가격수준은 중국 현지의 가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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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고춧가루보다는 덜하지만 중국산 사과와 쇠고기의 맛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도 부정적이다. 안전성에 대해서도 사과는 쌀과 유사한 수

준으로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쇠고기는 고춧가루와 비슷한 수준으

로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재중한국인도 중국산 사과에 대해서는 맛과 안

전성에 대해 쌀과 유사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중국산 쇠

고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중국 현지

의 사과와 쇠고기의 가격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응답과 품질에 비해

저렴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식당 경영주들은 중국산 식자재의 맛과 안전성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가

대신에 “국산에 비해 맛이 없는 편이다” 또는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

준이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중국산의 국내가격에 대해서 재중한

국인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치와 고춧가루의 맛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다대기, 마늘, 양파의 맛에 대해

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른 품목에 비해 고춧가루와 김치의

안전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다대기의 가격수준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반면, 중국산 양파는 “품질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

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향후 구입의향에 대해서는 쌀과, 사과, 쇠고기의

경우 재중한국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구입의사를 표시하였다. 고춧가루는

식당경영주가 가장 많이 구입의사를 나타냈다. 국내 소비자들은 모든 품목

에 대해서 10% 이하의 낮은 구입의향을 밝혔다. 재중한국인은 사과와 쌀

의 경우 절반가량이 향후 귀국해서도 중국산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중국산 고춧가루와 쇠고기는 30% 정도만 구입의향을 나타냈다.

식당경영주는 절반 이상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쌀, 사과, 쇠고기에 대해선 국내 소비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구

입의사를 표명하였다. 식당경영주의 경우 여타 중국산 식자재의 구입의향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치의 경우 60% 가까이 구입의사를 밝혔

으며, 마늘(45%), 다대기(36%), 양파(34%)의 구입의향도 높게 나타났다.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



112 한·중 농산물 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 【일반소비자�설문� 문항】

� � � � �현재(9월�초)�국내산�홍로�사과�한�상자(5kg,�19과�내외,�上品)의�소매가격은�6

만원�수준입니다.�만약�이번�달부터�중국산�사과가�국내에�수입된다고�가정할�경우,�

귀하는�동일한�품종의�중국산�사과(5kg�한상자,�19과�내외)의�가격이�어느�정도일�

때� 구입하실� 의사가�있으십니까?

� � � �①�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구입할� 생각이� 없다.

� � � �②� 가격이� (� � � � � � � � � � )원일� 경우,�구입할� 수� 있다.

� � � � �현재(9월�초)�한우�불고기(1등급,�1kg)의�소매가격은�3만원�수준이고,�미국산�냉

장�불고기의�소매가격은�2만� 3천원,�호주산�냉장�불고기의�소매가격은�1만� 7천원

입니다.�만약� 이번� 달부터� 중국산� 냉장�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어본 결과, 대다수가 중국산의 품질과 안전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모든 품목에서 국내소비자는 안전성에 대한 불신

을, 식당경영주는 품질에 대한 불신을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선택

하였다.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모든 그룹에서 중국산의

가격을 그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중국산 식자재를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식당경영주도 가격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식당경영주들은 품질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라. 중국산 사과와 쇠고기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

국내 일반소비자(A그룹), 재중한국인(B그룹), 식당경영주(C그룹)를 대상

으로 중국산 사과와 쇠고기에 대한 구입의향 가격을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

하였다. 사과와 쇠고기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를 조사

하면서, 일반소비자와 재중한국인에게는 국산 사과와 쇠고기의 소매가격

을, 식당경영주에게는 국내시장의 도매가격20을 각각 제시함으로써 응답자

의 지불의사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 식당경영주그룹의 설문문항에는 ‘현재(9월 초), 국내산 사과 한 상자(15kg, 50과

내외, 쓰가루)의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5만 3천원이며, 한우 지육의 도매가격은

1만 3천원(1등급, 1kg) 수준’이라는 국내 도매가격 정보를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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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중국산�냉장�불고기(1kg)의�가격이�어느�정도일�때�구입하실�의사가�있으십

니까?

� � � �①�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구입할� 생각이� 없다.

� � � �②� 가격이� (� � � � � � � � � � )원일� 경우,�구입할� 수� 있다.

설문 그룹

중국산 사과 중국산 쇠고기

평균 지불의향
금액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비율

평균 지불의향
금액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비율

국내소비자

(210명)
5,295 78.1% 1,162 90.5%

재중한국인

(150명)
19,423 30.0% 6,547 46.7%

식당경영주

(150명)
14,500 49.3% 3,323 58.7%

집계된 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이 매우 높

게 나타났다. 특히, 국내소비자 그룹에서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 구입할 의

사가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모든 그룹에서 사과보다는

쇠고기에 대한 지불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불의사금액(WTP)이 0인 응답자가 많은 표본의 평균 WTP는

개별 응답자의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고려된 진

정한 WTP를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취하는

값이 특정점에서 절단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토빗모형을 활용하여, 중

국산 사과와 쇠고기에 대한 지불의사함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지불의사

함수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개별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를 재산정함으로

써 진정한 지불의사를 도출하였다.

표 4-14. 중국산 사과와 쇠고기에 대한 지불의사 설문조사 결과

중국산 사과와 쇠고기에 대한 구매의사를 표시한 응답자들은 모두 국내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중국산 사과와 쇠고기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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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며, 응답자들이 지불의사금액

을 선택할 때 설문에 함께 제시된 국내산의 가격을 준거가격으로 활용하였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응답자의 지불의사에 미치는 국내산 가격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고,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되어 종속변수인 지불의사금액(WTP)의 분산이

지나치게 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WTP 대신에 ‘국내산 준거가격

대비 중국산 사과(쇠고기)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r)’을 종속변수로 삼

은 상대적 지불의사함수를 추정하였다.


    

  

 
 i f 

  

  i f 
 ≤ 

(식 6)

(식 6)의 상대적 지불의사함수는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개별 소비자의 속

성(연령, 소득, 교육수준, 중국 거주기간, 중국에 대한 국가이미지)과 상품

에 대한 인식(중국산 수입여부에 대한 인지여부, 구매시 선택기준, 국내산

대비 중국산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를 포함하고 있

다. 연령(Age), 소득(Income), 중국거주 개월 수(Stay)를 제외한 나머지 설

명변수는 첨도변수 또는 더미변수이다. 교육수준(Edu)과 중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Image), 국산 대비 중국산 사과 및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KCsafety) 등의 변수는 5점 첨도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높은 첨도를 가진다.

0과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는 중국산 수입여부에 대한 인지여부(Info),

가격, 맛, 안전성, 원산지 등과 같은 구매시 선택기준(price, taste, safety,

origin)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예를 들어, Info의 경우, 중국산 사과와 쇠고

기가 현재 국내시장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0의 값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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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사과 중국산 쇠고기

국내소비자 재중한국인 식당경영주 국내소비자 재중한국인 식당경영주
Age 0.0106 　 -0.0074 ** 0.0004 　 0.0210 ** -0.0045 　 -0.0029 　

(0.0076) (0.0031) (0.0046) (0.0105) (0.0037) (0.0056) 　
income -0.0001 0.0000 -0.0005 *** -0.0004 -0.0001 -0.0009 ***

(0.0004) (0.0001) (0.0002) (0.0006) (0.0001) (0.0003) 　
Edu 0.1499 ** 0.0821 ** -0.0487 0.0342 0.0856 ** -0.0948 *

(0.0675) (0.0329) (0.0460) (0.0884) (0.0411) (0.0571) 　
Stay 0.0232 0.0012 ** 0.0064 -2.5085 0.0016 ** -0.0004 　

(0.0159) (0.0006) (0.0083) (0.0007) (0.0094) 　
Image 0.2265 *** -0.0134 0.1063 0.0573 0.0430 0.2704 ***

(0.0843) (0.0330) (0.0723) (0.1235) (0.0406) (0.0888) 　
Info -0.1788 0.0873 0.2491 ** 0.0176 0.0980 0.2878 ***

(0.1512) (0.0650) (0.1010) (0.1762) (0.0706) (0.1073) 　
price 0.0910 0.0564 0.1890 -0.2112 -0.0730 0.3820 **

(0.1820) (0.1077) (0.4190) (0.2428) (0.1095) (0.1764) 　
taste 0.0720 -0.0081 -0.0429 -0.3411 -0.1107 0.5518 ***

(0.1445) (0.0751) (0.0987) (0.2472) (0.0894) (0.1449) 　
safety -0.3497 -0.0609 0.2352 -0.3929 -0.2026 ** 0.0441 　

(0.2663) (0.1025) (0.1843) (0.2827) (0.0959) (0.1824) 　
origin -0.0024 0.1759 -2.8709 -0.7635 *** -0.0403 -0.1186 　

(0.2570) (0.1781) (0.2790) (0.1564) (0.1345) 　
KSsafety 0.2675 *** 0.1016 ** 0.1309 * 0.4497 *** 0.0899 * 0.0658 　

(0.0972) (0.0406) (0.0794) (0.1528) (0.0468) (0.0927) 　
상수항 -2.2715 *** -0.0804 -0.2298 -2.0367 *** -0.3980 * -0.4029 　

(0.6001) 　 (0.2025) 　 (0.3583) 　 (0.7865) 　 (0.2226) 　 (0.4320) 　

 0.1579 0.1555 0.2603 0.3007 0.1237 0.3616

L-L -91.8862 -68.9621 -83.43 -46.1586 -80.0415 -76.4586

  34.45 25.39 58.71 39.7 22.6 86.63

관찰치 210 150 150 210 150 150

Censored 164 45 74 190 70 88

Uncen-. 46 105 76 20 80 62

구매할 때 가격을 가장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는 price의 값이

1이다.

<표 4-15>는 설문그룹별로 중국산 사과와 쇠고기에 대한 상대적 지불의

사함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중국산 사과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산 대비 중국산 사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교육수

준, 소득, 중국에 대한 국가이미지, 중국산 사과의 수입여부에 대한 인지여

부 등이다. 특히, 중국산 사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모든 설문그룹에서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산과 비교하여 중국산

사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5가지 첨도로 제시)이 1단계 상승할

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5. 중국산 사과와 쇠고기에 대한 상대적 지불의사함수 추정결과

주: 종속변수 WTPr은 국내산 가격 대비 중국산 사과(쇠고기)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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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비자 그룹은 교육수준이 높거나 중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

고 있을 경우 지불의사금액이 증가하며, 재중한국인 그룹은 교육수준이 높

거나 중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불의사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식당경영주 그룹은 소득이 낮을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이 낮은 영세한 식당일수록 식자재의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경영주는 국내산 사과보다

저렴하다면 중국산 사과를 구입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

다. 한편, 중국산 사과의 수입여부를 인지하는 경영주일수록 지불의사금액

을 높게 책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산 쇠고기의 경우, 중국산 쇠고기의 상대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 소

득, 연령, 교육수준, 중국거주기간,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외에도

쇠고기를 구입할 때 소비자의 선택기준 또한 지불의사금액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소비자들은 연령이 높아지거나 중국산 쇠

고기가 국내산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길수록 더 높은 지불의사를 제시하는

반면, 원산지를 쇠고기 구매의 선택기준으로 삼을수록 더 낮은 지불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중한국인은 교육수준이 높거나 중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중국산 쇠고기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이 증가하였다. 또

한, 안전성을 쇠고기 구매의 선택기준으로 삼거나 중국산 쇠고기의 상대적

안전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더 높은 지불의사금액을 제시하였다. 식장경영

주 그룹은 소득이 낮은 경영주일수록, 중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고 있

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영주일수록 지불의사금액을 높게 책정하였다. 이

러한 반응은 사과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아가 가격이나 맛을 쇠고기 구매

의 선택기준으로 삼는 경영주들은 중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

은 지불의사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은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응답자별로 중국산 사과와 쇠고기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산출한 후 설문그룹별 평균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한

것이다. 상대적 지불의사함수로 추정된 사과의 지불의사금액 비율(국내산

사과가격 대비)은 소매가격으로 응답한 재중한국인이 27%로 가장 높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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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쇠고기의 지불의사금액 비율은 도매가격으로 응답한 식당경영주가

16.5%로 가장 높았다. 국내소비자는 사과와 쇠고기 모두 지불의사금액 비

율이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4-16. 중국산 사과와 쇠고기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와 실제 거래가격 비교

설문 그룹

중국산 사과 중국산 쇠고기

설문조사표
산술평균

지불의사함수
추정결과

설문조사표
산술평균

지불의사함수
추정결과

지불

의사

금액

국내소비자

(소매가격)

5,295원/5kg

[8,8%]

619원/5kg

[1%]

1,162원/kg

[3.9%]

173원/kg

[0.6%]

재중한국인

(소매가격)

19,423원/5kg

[32.4%]

16,146 원/5kg

[26.9%]

6,547원/kg

[21.8%]

3,534원/kg

[11.8%]

식당경영주

(도매가격)

14,500원/15kg

[27.4%]

9,376원/15kg

[17.7%]

3,323원/kg

[25.6%]

2,148원/kg

[16.5%]

실제

가격

중국 도매가격 18,000원/15kg 7,000원/kg

한국 도매가격 53,000원/15kg 13,000원/kg

한국 소매가격 60,000원/5kg 30,000원/5kg

주 1. [ ]안은 국내가격(설문조사시 준거가격) 대비 지불의사금액의 평균비율을 나타냄.

2. 한국과 중국의 도소매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가격통계(http://www.kati.net)

에 제시되어 있는 국내 도소매가격(평균)과 중국 신발지시장 도매가격(월별 평균)

임. 원-위완화 환율은 20011년 9월 설문조사 당시의 환율인 175원을 적용하였음.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국의 도매가격(신발지 시장)과 비교할 경우, 중국산

사과와 쇠고기의 국내시장 진입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식물

병해충과 동물전염병으로 인해 각각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중국산 신선 사

과와 쇠고기의 검역장벽이 해소될 경우, 국내 가정이나 식자재 수요처인 식

당의 지불의사금액이 중국 현지 도매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중

국산 사과와 쇠고기의 수입이 단기간에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가 이미 치열하

게 경쟁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의 육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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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고려하면 중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여지는 작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산 사과와 쇠고기를 직접 경험해 본 재중한국인과 수익 극대

화가 목적일 수밖에 없는 식당경영주의 지불의사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중국산 사과와 쇠고기를 접해볼 기회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장기에는 중국산 사과와

쇠고기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과를 포함한

과일의 경우, 중국의 산동성을 중심으로 국내산과 동일한 품종을 재배하여

국내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의 인식도 빠르게 개선

될 여지가 크다.

5.2. 한국 농산물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인식조사 및 시사점21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57%가 한국산 농식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

고 응답했다. 구매 요인으로는 맛(66%), 안전성(16%), 국내산 구입의 어려

움(6%), 포장 디자인(4%), 규격화(3%) 등으로 응답하였다. 중국 소비자들

이 수입농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맛(59%)과 안

전성(18%)으로 나타나 한국산 농식품이 중국 소비자의 구매 행태에 맞는

가치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시장에 한국산 농식품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산 농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원인으로 주변에 구

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0.2%로 높게 나와 중국 시장 진출

시 현지 유통망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한국산 농식품은 70여 종에 이르는 것으

21.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1.3.9～

3.18 동안 북경시, 상해시, 광주시, 중경시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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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주요 한국산 농식품

으로는 쌀, 떡, 김치, 소고기, 팽이버섯, 인삼, 고려삼, 보리차, 유자차, 조미

료(된장 등), 음료, 주류 등이다. 실제 자주 구매하는 품목은 김치, 불고기

(소고기)를 비롯해 음료, 주스, 유자차, 해산물, 주류, 라면, 인삼, 고려삼 등

이 구매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정보를 주로 식품매장(39%)에서

얻지만 드라마(18%), 친구소개(13%), 인터넷(12%), TV/라디오광고(12%)

도 중요한 정보 제공원으로 밝혀졌다. 한류가 중국 소비자의 한국산 농식

품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 중 한국에서 직접 수입한 농식품과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유

사농식품을 구별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절반(5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유사 한국산 농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이다.

실제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내 조선족업체들이 생산하여 한글 라벨을 부착

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대상자의 64%가 맛(51%), 안전성(16%), 국내산 구입의 어려움

(12%) 때문에 한국산 농식품이 국내산이나 기타 수입산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한 품목은 김치, 인삼, 차류(유자차, 보리차, 대추차, 홍차, 인삼차 등),

과일, 음료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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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농업구조 변화 비교

1.1. 농업 투입 및 산출 성장

1.1.1. 생산요소 투입 변화

우리나라 농업은 토지와 노동의 투입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이다.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지면적은 1970년 229.8

만 ha에서 2009년 173.7만 ha로 단조 감소하였다. 경지이용면적도 동기간

326.4만 ha에서 187.3만 ha로 감소하였다. 농림어업취업자 수는 484.6만

명에서 164.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노동과 토지의 상대적 부존도를 나타

내는 농업취업자밀도(ha당 취업자 수)도 1970년 1.48명에서 2009년 0.88명

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원적 투입요소들과 달리 경상재 및

자본재 투입은 1970년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점차 토지 및 노동절약적인 기술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화학비

료와 농약의 투입 증대는 토지 감소를 대체하였고, 농기계 투입 증대는 노

동력 감소를 대체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상재와 자본재의 증투율

이 대폭 완화되거나 투입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화학비료와 농약의

경우 1990～2009년 동안 각각 연평균 -4.1%, -0.7% 감소하였다. 농기계보

유대수도 같은 기간 연평균 -0.96%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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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한국과 중국의 농업생산요소 투입 변화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农业部.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중국 농업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토지와 노동의 투입에서 커다란 차이

가 있다.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지면적

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실제 파종면적인 경지이용면적은 1978년

1억 5,010만 ha에서 1985년 1억 4,363만 ha로 완만하게 감소한 후 다시 증

한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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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세를 보였으며 2009년 1억 5,864만 ha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림어업취업자 수는 1978년 2억 8,318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 3억 9,098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노동 투입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농림어업취업자 수는 2억 9,708만 명으로 1980년대 초반 수준이다.

노동과 토지의 상대적 부존도를 나타내는 농업취업자밀도(ha당 취업자 수)

도 1978년 1.89명에서 1990년 2.62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

으며 2009년에는 1.87명으로 감소했다.

중국 농업의 경상재 및 자본재 투입은 개혁개방 이후 단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현대적 투입요소인 경상재와 자본재 투입이 급격히 증

가한 후 점차 증투율이 완화되거나 투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단조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는 중국 농업과 우리나라 농업의 성장단계

의 차이, 시간상의 성장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중국 농업의 토지와 노동 투입이 완만하게 감소하

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노동

투입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농업기술도 점차

노동절약적인 기술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농업

기술은 2000년대 초반까지 화학비료 증투, 농약 사용 등 생물화학적

(Bio-Chemical) 기술의 발전에 크게 의존했다면 2000년대 초반 이후 노동

투입의 감소 추세가 현저한 가운데 기계공학적(Mechanical) 기술의 발전이

두드러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1.1.2. 농업 산출의 성장

우리나라의 농림어업부가가치(2005년 불변가격)는 1970～2009년 동안

연평균 2.25% 성장하였다. 그러나 성장 과정을 보면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성장률 변동이 심하고 불안정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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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1970년대에는 전반기 고성장(4.91%), 후반기 저성장(-3.98%),

1980년대에도 전반기 고성장(4.5%), 후반기 저성장(-0.66%), 1990년대에도

역시 전반기에는 고성장(2.5%), 후반기에는 저성장(0.55%)의 성장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전반기 저성장(0.57%) 기조에서 후반기

에는 고성장(2.1%)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5-2. 한국과 중국의 농림어업 부가가치 성장 추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农业部.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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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림어업부가가치는 1970～2009년 동안 연평균 4.05% 성장하였

다.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에 비해 중국 농업이 빠

른 속도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혁개방 전후로 구분해서 보면 신중

국 성립 이후 1952～2009년 동안 연평균 3.43%, 개혁개방 이후 1979～

2009년 동안 연평균 4.54% 성장하였다.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연평균 9.9%의 속도로 성장한 것을 두고 흔히 “중국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중국 농업의 성장 실적도 “중국 농업의 기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중국 농업의 성장 과정은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정한 성

장 추세를 보인 우리나라와 달리 198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성

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 1981～85년 동안 8.6%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후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3.0～4.5%의 비

교적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그림 5-3. 한국과 중국의 농림어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农业部. 2010中国农业发展报告

한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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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농업 모두 농업총생산

액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중간투입재에 대

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농림어업의 부가가

치 비중이 1997년 65.2%에서 2009년 49.5%로 감소하였다. 중국은 1983년

71.3%에서 2009년 58.4%로 감소하였다. 양국 모두 농업부문별로는 임업,

재배업, 어업, 축산업 순으로 부가가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2. 한 중 농업생산구조 변화의 특징

1.2.1. 농업총생산액의 구성 변화

우리나라와 중국의 농업은 모두 성장 과정에서 농림어업 부가가치(농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재배업의 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축산업의 생산

비중이 증가하는 공통된 추세를 보였다.

그림 5-4. 한국과 중국의 농림어업 생산구조 변화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农业部.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한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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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비해 중국에

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1980～2009년 동안 중국의 농림어업 총생산

액에서 재배업의 비중은 75.6%에서 50.7%로 감소하였다. 반면 축산업의

비중은 18.4%에서 32.3%로 증가하였다. 재배업이 중국 농업의 성장을 주

도하던 구조에서 ‘재배업+축산업’이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을 6대 농업지역으로 세분해서 보아

도 농림어업 총생산액 구성에서 재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축산업의 비중

이 증가하는 추세는 예외 없이 관찰되었다. 특히 동북3성이 재배업의 비중

감소와 축산업의 비중 증가 추세가 가장 뚜렷하다. 반면 전통적인 재배업

지대인 장강중하류지역의 축산업 비중 증가 추세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황하중하류지역은 동북3성에 이어 축산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

이다.

표 5-1.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총생산액 중 재배업과 축산업 비중 변화

농업지역
1980년 2009년

재배업(%) 축산업(%) 재배업(%) 축산업(%)

동북3성 72.3 22.5 43.3 42.9

황하중하류 81.0 14.3 55.6 31.8

장강중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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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총생산액(재배업과 축산업만 포함)의 품목별 구

성 변화를 보면 곡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원예작물과 돼지, 가금류 등 축산

품목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곡물의 비중은 1995년 31.6%에서 2009년

18.4%로 감소하였다. 채소류는 1985년 8.0%에서 2009년 17.6%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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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22.5%로 증가, 가금류는 같은 기간 2.7%에서 10.0%로 증가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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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농업총생산액의 품목별 구성비를 보

면 그동안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던 곡물을 제치고 돼지가 단일 품

목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5-5. 중국의 농업총생산액 품목별 구성비(2009년)

자료: 農業部. 2010中国农村统计年鉴

우리나라 2009년 농업생산액의 품목별 구성비를 보면 쌀이 21.0%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돼지 13.2%, 한육우 9.9%, 한우 9.2%, 닭

4.9%, 우유 4.2%, 계란 3.3%, 오리 3.0%, 고추 2.4%, 인삼 2.3% 순이다.

이들 상위 10위 품목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7%이며 이 가

운데 축산물의 비중이 47.7%에 달한다.

1.2.2. 재배업 작부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탄성치(수요측 요인)와 수익성(공급측 요인)이 낮은 식량작물의

재배면적 비중은 감소하였다. 반면 소득탄력적이고 수익성이 높아 비교우

위가 있는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경제작물)의 재배면적 비중은 증가하



한·중 농업구조의 변화와 농산물 교역 129

였다. 우리나라는 채소류의 비중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이며 중

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특용작물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5-6. 한국과 중국의 농작물 작부구조 변화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农业部.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중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세분해서 살펴보아도 개혁개방 이후 대부분의

농업지역에서 농작물 재배면적 중 식량작물의 비중이 줄고, 채소류, 과일

류, 경제작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구체적인 양상은 다소간 차이가 관찰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

은 동북3성이다. <그림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북3성은 예외적으로 식

량작물의 비중이 1980년 82.8%에서 2009년 87.8%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동북3성을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선정하여 식량작물의

생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가 발전한 남

부연해지역은 식량작물 재배면적 비중 감소 추세가 6개 지역 가운데 가장

뚜렷하다. 채소류와 과실류의 비중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한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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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중국의 농업지역별 재배업 작부구조의 변화

� 황하중하류� 동북3성

� 남부연해� 장강중하류

� 서북청장고원� 서남내륙

자료: 国家统计局. 2010中國统计年鉴 ;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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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것은 2004년 이후 중국 정부가 강력한 식량증산정책을 실

시함에 따라 대부분지역에서 식량작물의 재배면적 비중이 증가 추세로 전

환되었다는 것이다(남부연해, 서남내륙지역은 예외). 중국 정부는 2004년

이후 식량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식량작물 소득보전직불제(식량직불제

및 농자재종합직불제), 투입재보조(우량종자보조, 농기계구입보조), 가격보

조(식량 최저수매가격제) 등 식량생산 농가의 생산의 적극성을 견인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제도적 요인은 농

업생산구조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작물 작부체계는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전히 60% 이상의 높은 비중

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농업생산구조가 동북아지역 재배업 작부구

조의 특성을 구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6개 농업지역별 식량작물

의 비중은 동북3성 87.8%, 황하중하류 64.8%, 서남내륙 61.3%, 서북·청장

고원 60.3%, 장강중하류 60.0% 순이다. 중국의 주요 수도작지대였던 남부

연해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식량작물의 비중이 1980년 79.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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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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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는 1.2%에서 16.5%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2.3. 식량작물 작부구조의 변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작물 작부체계는 쌀, 밀, 기타 곡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옥수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대부분의 농업지역에서 예외 없이 관찰되었다. 중국 경제의 고속성

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로 육류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축산

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사료작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

여 사료용 옥수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옥수수

이외의 기타 곡물 두류 서류의 비중은 대폭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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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한국과 중국의 식량작물 작부구조 변화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农业部.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그림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식량작물 작부구조는 쌀 위

주의 단일한 작부체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맥류, 두류, 서류, 잡곡의 비중

은 대폭 감소하였다. 쌀이 전체 식량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62.2%에서 2009년 87.1%로 증가하였다. 식용 위주의 쌀을 제외하고 식품

가공 및 사료용의 밀과 옥수수는 생산기반이 대부분 붕괴된 상태이다.

2009년 기준 쌀은 자급률이 101.1%로 자급이 가능하지만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0.5%, 1.0%에 불과하다. 두류의 자급률도 10.7%로 수입의존도가

높고, 보리의 자급률도 45.8% 수준이다.

<그림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세분해서 살

펴보면 식량작물 작부구조의 변화에서 차이가 관찰된다. 특히 동북3성은

다른 지역과 달리 옥수수 비중 증가와 함께 쌀과 대두의 비중도 동시에 증

가하는 추세가 눈에 띈다. 이는 중국에서 중단립종 쌀 수요가 크게 증가하

고, 재배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중단립종 쌀 재배의 최적지역으로 평가되

는 동북3성에서 쌀 재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두도 국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적지역으로 평가되는 동북3성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 한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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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중국의 농업지역별 식량작물 작부구조의 변화

� 황하중하류� 동북3성

� 남부연해� 장강중하류

� 서북청장고원� 서남내륙

자료: 国家统计局. 2010中國统计年鉴 ;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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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중하류지역은 밀과 옥수수의 주산지로 옥수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밀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 식량증산

정책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1980년 약 20%의 비중을 차지

했던 기타 곡물 두류 서류는 재배면적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

다. 장강중하류지역은 쌀과 밀의 주산지이며 두 작물 모두 재배면적이 감

소하는 추세였으나 식량증산 정책의 영향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남

부연해지역은 쌀 주산지였으나 재배면적 감소 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

저하다. 서남내륙지역은 쌀과 옥수수, 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주산지였으

나 재배면적이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이다. 서북청장고원은 밀과 옥수수 주

산지로 옥수수 재배면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밀은 감

소 추세가 뚜렷하다.

2.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 요인

2.1. 생산요소 가격 변화

2.1.1. 농업노동임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노동임금22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5-10>은 중국 농업의 자가노동임금 및 각 품목류별 고용노동임금의

상승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가노동임금은 개

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22. 중국의 생산비 통계는 노동비용(人工成本)을 자가노동임금(家庭用工折價)과

고용노동임금(雇工費用)으로 구분하며 자가노동임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자가노동임금=전년도 농촌주민 1인당 평균소득×(향·촌 인구수/향·촌 노동자

수)÷연간 노동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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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부문의 자가노동임금은 1978∼2009년 동안 1.2위안/일/10a에

서 37.2위안/일/10a로 31배가 상승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1996년 이후

2003년까지 임금 상승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의 생산비

통계에서 자가노동임금이 전년도 농촌주민 1인당 평균소득에 기초하여 계

산되기 때문이다(각주 19 참조). 이런 까닭에 1997∼2003년 동안 농촌주민

1인당 평균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5% 이하여서 자가노동임금도 낮게 평

가되었으나 2004년 이후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6%를 초과하여 자가노

동임금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노동임금은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당해년도 농업부문 고용노동자 일

당 또는 농민공 일당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전년도 농촌주민 1인당 평균소

득에 기초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고용

노동임금과는 일정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자가노동임금의 계산 방

법을 개선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韓俊. 2011)

그림 5-10. 중국의 농업노동임금 상승 추이

자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编.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 2005년도, 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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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부문의 고용노동임금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

는 추세이다. 품목류별로 보면 1998～2009년 동안 3대 식량작물(쌀, 밀, 옥

수수 평균)은 2.9배, 채소류는 3.1배, 과실류(사과)는 3.6배, 유지작물(땅콩,

유채 평균)은 1.8배, 경제작물(면화, 담배 평균)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동기간 해당 품목의 총생산비가 각각 1.6배, 1.8배, 2.9배, 1.5배,

1.9배 증가한 것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3대 식량작물

의 고용노동임금 일당은 2007년 이후 농민공(农民工) 일당 수준을 초과하

였으며 2009년 각각 53.7위안과 47.2위안으로 나타났다(韩俊. 2011)

고용노동임금의 상승으로 농산물 생산비에서 고용노동비용의 비중이 증

가하는 추세이다. 1998∼2009년 동안 3대 식량작물의 생산비 중 고용노동

비용의 비중은 11.6%에서 27.6%, 채소류는 6.0%에서 14.3%, 과실류(사과)

는 4.0%에서 57.4%, 경제작물은 9.2%에서 11.8%로 증가하였다.

한편 농업노동임금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중 노동비용의 증가는 자본의

노동 대체를 유발하여 농기계사용 증가로 인한 자가노동 고용일수가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8∼2009년 동안 자가노동 고용일수는 3대 식

량작물이 33.3일에서 6.9일, 유지작물(땅콩, 유채 평균)이 33.1일에서 9.04

일, 경제작물(면화)이 60.5일에서 20.3일로 감소하였다. 채소류는 1998년

48.4일에서 2009년 34.8일, 과실류(사과)는 1991년 60.4일에서 2009년 25.6

일로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 노동밀집형 작물의 고용노동 고용일수는 꾸준

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8～2009년 동안 채소류는 2.08일에서 3.24일, 과

실류(사과)는 1.4일에서 16.75일로 각각 증가하였다.

2.1.2. 토지용역비 상승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 통계에서 토지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 이는 주로 자가토지의 기회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중국

의 생산비 통계는 2003년까지는 생산비 비목에 토지용역비 비목이 없이

임차지에 대한 지불지대에 해당하는 토지도급비(土地承包费)만을 포함하

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토지용역비(土地成本) 비목을 신설하고 임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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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자가토지에 대한 기회비용도 토지용역비에 포함하여 생산비

를 산출하고 있다.

1998～2009년 동안 3대 식량작물의 생산비 중 토지용역비의 비중은

13.6%에서 19.1%로 증가했다. 그리고 토지용역비 중 자가토지용역비의 비

중은 동기간 83.9%에서 90.1%로 증가했다. 동기간 품목류별 토지용역비의

비중 증가 추이를 보면 채소류는 4.0%에서 9.8%, 유지작물(땅콩, 유채 평

균)은 11.9%에서 16.9%, 경제작물(면화)은 10.9%에서 15.0%로 증가했다.

단, 과실류(사과)는 12.6%에서 5.9%로 감소했다.

한편 토지용역비 중 자가토지용역비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채소류는

동기간 61%에서 64.2%, 과실류(사과)는 63.1%에서 91.9%, 유지작물(땅콩,

유채 평균)은 82.9%에서 95.5%, 경제작물(면화)은 69.7%에서 92.7%로 증

가했다.

2.1.3. 경상투입재가격 상승

<그림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경상투입재 가격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6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가격이 하락

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재배업 생산비 비목 중 중요 경상투입재인 화학비료비와 농기계

작업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1978～2009년 동안 중국의 재배업 주

요 품목별 화학비료비 증가폭과 직접생산비 증가폭을 보면 3대 식량작물

은 16.6배와 11.9배, 유지작물(땅콩, 유채 평균)은 26.6배와 11.6배, 경제작

물(면화)은 18.2배와 11.4배로 화학비료비의 증가폭이 직접생산비 전체의

증가폭보다 크다. 채소류도 1998～2009년 동안 전체 직접생산비가 1.5배

증가한 반면 화학비료비는 2.2배 증가하였다. 단, 과실류(사과)는 전체 직

접생산비가 5.6배 증가한 반면 화학비료비는 5.2배 증가하였다.

화학비료비의 증가로 직접생산비 중 화학비료비의 비중도 증가하여

1978～2009년 동안 3대 식량작물은 29.0%에서 40.5%, 유지작물(땅콩, 유

채 평균)은 17.4%에서 40.0%, 경제작물(면화)은 24.1%에서 38.3%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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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화학비료비의 비중도 증가하여 3대 식량작

물은 12.2%에서 19.6%, 유지작물(땅콩, 유채 평균)은 6.5%에서 16.5%, 경

제작물(면화)은 8.6%에서 12.9%로 증가하였다. 채소류도 1998～2009년 동

안 화학비료비는 직접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에서 29.6%, 총생

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에서 9.7%로 증가하였다.

그림 5-11. 중국 농업의 경상투입재 가격 변화 추이

자료: 农业部. 2010中国农业发展报告

2.2. 농산물가격의 변화

중국의 농산물 생산자가격지수는 1980년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1990

년대 초반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급격히 상승한 후 다시 하

락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생산자

가격 변화 패턴은 식량작물, 과실류, 채소류, 유지작물, 축산물 등 모든 농

산물에서 모두 예외 없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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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이후 식량작물을 포함해 모든 농산물의 생산자가격이 빠

른 속도로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유지작물, 축산물 및 채소류의 가격이 급

등하는 추세이다. <그림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3년 대비 품목별 가

격변화를 보면 식량작물에 비해 채소류와 축산물, 유지작물 가격이 큰 폭

으로 상승하였다. 1983∼2009년 동안 채소류와 축산물, 유지작물(대두) 가

격은 각각 연평균 9.0%, 7.0%, 6.9%(7.0%) 상승하였다. 반면 3대 식량작물

인 쌀, 옥수수, 밀은 각각 5.9%, 5.5%, 4.9% 상승하였다. 과실류는 가격 상

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평균 상승률이 3.4%에 불과하였다.

그림 5-12.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가격지수 변화 추이

주: 2000년 이전 지수는 수매가격지수를 나타냄.

자료: 农业部. 2010中国农业发展报告

농산물 가격변화는 농작물 작부구조에 영향을 미쳐 생산자가격 상승폭

이 가장 큰 채소류는 1980년대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큰 폭으로 증

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가격하락 국면에

서도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채소류와 더불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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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가격 상승폭이 큰 축산물도 사육두수와 육류 및 가금육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식량작물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가격상승 국면에서 재배면적과 생

산량이 증가했으나 이후 가격하락 국면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1998년

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로부터 생

산자가격의 변화와 생산량 감소 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과

실류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생산자가격의 상승폭이 크지

않음에도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크게 증가했다. 1990년대 중반 가격하락

국면에서도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증가하였다.

그림 5-13. 중국의 주요 농산물 10a당 현금수익 변화 추이

자료: 农业部. 2010中国农业发展报告

한편 작물의 재배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그림 5-1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채소류와 과실류는 단위면적당 수익이 다른 작물에 비해 월등히 높았

다. 높은 수익성은 농민들의 재배의 적극성을 자극하여 작목선택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농작물 작부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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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중반 최고 가격상승 국면에서 3대 식량작물과 사과의 수익 격차는 약

5배 정도였다. 2000년대 초반 최고 가격하락 국면에서도 약 5배의 차이가

났다. 채소류와는 약 10배의 수익 차이가 발생하였다. 식량작물에 비해 채

소류와 과실류의 수익성 증대는 결과적으로 이들 품목의 재배면적 확대를

초래했고 생산량 증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2.3. 농산물 소비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소비 패턴도 소득탄력성이 작은 곡류의 소비

가 감소하고 육류와 채소, 과일 등의 소비는 크게 증가하였다. 1985～2009

년 동안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은 농촌지역은 257kg에서 189.3kg, 도시지

역은 134.8kg에서 81.3kg으로 감소하였다. 채소 소비량은 농촌지역의 경우

감소 추세이지만 도시지역은 1990년대 말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후 2000

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일 소비량도 도시지역의 경우

41.1kg에서 57kg으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육류 소비는 도시지역의 경우 지

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가금육 소비는 도시와 농촌 모두 증가 추세이다.

채소, 과일, 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이들 품목의 생산 증대를 촉진하

여 결국 농작물 작부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육류, 채소, 과

일 등의 1인당 소비량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지속적인 경

제성장과정에서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 증대는 앞으로도 중국의 농작물 작부구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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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 목표와 주요 내용

개

혁

개

방

이

후

￭ 주요 문건

․[농업발전 가속화에 관한 약간문제의 결정關於加快農業發展若幹問題的決

定](1979.9.28,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통과)

․[국가농업위원회 <농촌의 경영다양화 적극 발전에 관한 보고> 하달轉發<關

於積極發展農村多種經營的報告>](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1981.3.30)

￭ 구조조정의 목표: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확립 및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작

부체계 조정

￭ 주요 내용

․농가토지도급경영제와 시장화 개혁 추진

표 5-2.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 1인당 식품소비량 변화 추이

단위: kg/년

연도
곡류 채소(과일) 식용유 육류 가금육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1985 257.0 134.8 131.1 144.4(41.1) 4.0 5.8 11.0 18.7 1.0 3.2

1990 262.1 130.7 134.0 138.7 5.2 6.4 11.3 21.7 1.3 3.4

1995 260.1 97.0 104.6 118.6 5.8 7.6 11.3 19.7 1.8 4.0

2000 249.5 82.3 112.0 114.7 7.1 8.2 14.6 20.1 2.9 7.4

2005 208.8 77.0 102.3 118.6 6.0 9.3 17.1 23.9 3.7 9.0

2009 189.3 81.3 98.4 123.2(57.0) 6.3 10.3 15.3 24.2 4.2 10.5

주: 식용기준이며 괄호 안은 과일 소비량, 육류는 돼지고기, 양고기, 소고기를 포함함.

자료: 农业部. 2010中国农业发展报告

2.4. 정책적 요인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농업의 발전단계에 맞게 농업구조조정정책을 전

개하였으며 농업생산구조의 조정은 주요한 정책추진과제였다. <표 5-3>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시기별로 추진한 농업구조조정정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3. 중국의 시기별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목표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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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 목표와 주요 내용

․국가의 식량 등 농산물 계획수매 범위 축소 및 1985년까지 계획수매제도

폐지 →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기초적 역할 발휘

․개혁개방 이전의 단일한 농업생산구조 조정: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농업구

조, 특히 생산구조(작부체계)의 조정 → 식량작물 및 경제작물의 동시 발

전,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의 동시 발전 추구

1990

년대

초반

이후

￭ 주요 문건

․[다수확, 고품질, 고효율 농업의 발전에 관한 결정關於發展高產優質高效農

業的決定](국무원, 國發[1992]56호, 1992.9.25)

￭ 농업구조조정의 목표: 1980년대 양적성장을 토대로 총량 증대, 품질 제고

￭ 주요 내용

․농산물의 상품화.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농업생산구조의 조정 및 업그레이드

․유통을 중심으로 유통 가공 생산 일체화 경영체제 확립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다수확, 고품질, 고효율 농업의 발전

․농업표준체계 및 검사체계 확립. 농업에 대한 투입 확대

․다수확, 고품질, 고효율 농업의 생산조건 개선. 농업부문 대외개방 확대

․다수확, 고품질, 고효율 농업 심사제도 확립

1990

년대

말

이후

￭ 주요 문건

․[농업 농촌업무의 약간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關於農業農村工作若幹重大問

題的決定](1998.10.14, 중국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통과)

․[2001년 농업 농촌업무를 잘할 것에 관한 의견關於做好2001年農業和農村工

作的意見](공산당중앙위원회 국무원, 中發(2001)2호, 2001.1.11)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약간 정책에 관한 의견關於促進農民增加收入

若幹政策意見](공산당중앙위원회 국무원, 中發(2004)1호, 2003.12.31)

￭ 농업구조조정의 목표: 농산물의 수급균형 유지 및 농산물 잉여 축적의 기

초 위에서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가운데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한 전략적

구조조정

￭ 주요 내용

․품질제고와 수익증대를 핵심 목표로 하여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과학기술

에 의존하여 품종 및 품질 고급화, 비교우위에 기초한 작물의 지역배치 및

가공률 제고

․식량생산능력의 보호 및 향상을 전제로 다수확, 고품질, 고효율, 친환경, 안

전성 요구에 따라 집약화, 산업화 촉진 → 농민소득 증대 촉진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작물의 생산지역 배치 조정 → 구역화

․농업기술 보급, 품질안전관리체계 구축

자료: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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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개혁개방 이전의

단일한 농업생산구조를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구조로 전환하는데 주력하

여 식량작물과 경제작물(특용작물)의 동시 발전,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였다. 최근에는 농산물의 수급균형 유지 및 농산물

잉여 축적의 기초 위에서 지역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작물의 생산지역 배치

를 조정하고, 다수확, 고품질, 고효율, 친환경, 안전성의 요구에 따라 집약

화, 산업화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농업성장 단계별로

추진된 농업구조조정정책은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농작물 작부구조에서 원예작물(특히 채소류)의 비중이 증가한 것

은 1990년대부터 농업구조조정책과 함께 추진된 ‘채람자공정’이 커다란 역

할을 하였다. 중국 농업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곡물을 제외한 육우와 채

소, 과일류 등 부식물의 공급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988년 부식물의

생산증대와 수급안정을 목표로 채람자공정(Vegetable Basket Projects)을

추진하였다. 1988년 이후 제1기(1988∼1994년), 2기(1995∼1999년), 3기

(2000∼2009년)에 이어 2010년부터 4기 채람자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1998～2003년 동안 식량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연속적으로 감소

한데 자극을 받아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식량증산정책은 감소 추세에

있던 식량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증가 추세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

여하였다. 중국 정부는 농민들의 식량생산의 적극성을 유인하기 위해 식량

직불제, 농자재종합직불제 등 소득보조정책과 함께 식량최저수매가격제도

를 실시하여 식량증산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식량안보중장기계획요강(2008∼2020년)’을 제정하여 95%

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제시하고 경지면적을 최소한 1.2억 ha 이상 유지하며

식량성장(省長)책임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전국 5,000

만 톤 식량증산능력계획(2009∼2020년)’을 제정하여 2020년까지 5,000만

톤의 식량을 증산하고, 경지면적을 1.2억 ha 이상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

하였고, 목표 실현을 위해 핵심지역(동북지역, 황회해지역, 장강유역), 대규

모 식량생산 현(县), 예비지역, 기타지역을 지정하여 생산량 달성 목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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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한편 식량증산에 대한 성장(省長)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

련의 조치들은 식량작물의 재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농업생산

구조의 변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3. 한·중 농업구조의 변화와 농산물 교역23

무역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요소부존도는 생산구조에 반영되고, 다시

생산구조의 차이가 무역패턴의 차이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농업생

산구조는 농산물 교역구조(교역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생산구조는 소득탄성치(수요측 요인)와 수익

성(공급측 요인)이 낮은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득탄력적이고 수

익성이 높아 비교우위가 있는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경제작물)의 재배

면적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농업총생산액에서 곡물 생산

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한 반면, 돼지, 가금류 등 축산물과 채소류 생산

액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수출입 농산물 품목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의 변

화된 농업생산구조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HS 03류(어패류)를 제외한 HS 01류～24류 품목군 중 최대의 수

출 품목군은 HS 07류(채소)로 2001년 17.5억 달러에서 2010년 74.8억 달

러로 4.3배 증가하였다. <그림 5-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HS 07류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WTO 가입 이전 13.6%에서 2010년 19.3%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이후 HS 16류(육·어류조제품)을 제치고 최대 수출

품목군으로 부상하였다.

23.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 및 수출구조는 제3장과 제7장에서 언급하고 있으므

로 여기서는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농산물 교역구조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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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중국의 HS 01류∼24류(HS 03류 제외) 수출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종류 2001 2002 2004 2006 2008 2010

비중

01 산동물 345 344 330 333 507 454 1.2

02 육과 식용설육 842 666 705 747 798 996 2.6

04 낙농품·조란·천연꿀 192 194 234 302 622 405 1.0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653 650 975 995 1,366 1,358 3.5

06 산수목·꽃 35 43 64 105 149 206 0.5

07 채소 1,750 1,883 2,536 3,715 4,223 7,477 19.3

08 과실·견과류 436 555 917 1,281 2,105 2,680 6.9

09 커피·차·향신료 543 552 864 989 1,314 1,657 4.3

10 곡물 1,034 1,651 740 1,039 673 539 1.4

11 제분공업제품 107 118 170 236 541 551 1.4

12
채유용 종자, 공업용·

약용 식물, 사료
914 940 1,197 1,326 2,044 2,048 5.3

13 식물성엑스 67 77 72 155 443 647 1.7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43 44 43 53 66 64 0.2

15 동식물성 유지 118 108 158 391 595 370 1.0

16 육·어류 조제품 2,046 2,327 3,489 5,492 6,038 5,865 15.1

17 당류 및 설탕과자 156 227 252 463 678 1,060 2.7

18 코코아 및 그 제품 28 36 70 124 200 213 0.5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

과 빵류
413 455 653 861 993 1,160 3.0

20 채소·과실 조제품 1,499 1,761 2,578 3,784 5,847 5,546 14.3

21 기타 조제식료품 400 460 612 912 1,240 1,562 4.0

22 음료, 주류 및 식초 574 597 743 1,091 861 995 2.6

23 조제사료 296 408 502 516 1,618 1,954 5.0

24 담배 386 434 514 566 743 1,020 2.6

합 계 12,877 14,530 18,418 25,476 33,664 38,827 100.0

자료: 中國海關總署編. 中國海關統計年鑒 각 연도.

채소류의 수출 증대와 함께 HS 08류(과실·견과류)의 수출액도 2001년

4.4억 달러에서 2010년 26.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출액 증가 속도

에서는 오히려 채소류를 능가하였다. HS 08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중 농업구조의 변화와 농산물 교역 147

2001년 3.4%로 전체 23개 품목군 중 10위였으나 2010년에는 6.9%로 4위

를 차지하였다. 한편 HS 20류(채소·과실 조제품)도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

농식품으로서 2001년 이후 수출액 순위 3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

데 수출액 비중은 같은 기간 11.6%에서 14.3%로 증가하였다.

그림 5-14. 중국의 HS 01류∼24류 중 주요 품목군의 수출액 비중 변화 추이

자료: 中國海關總署編. 中國海關統計年鑒 각 연도.

채소류, 과실·견과류, 채소·과실조제품에 이어 중국의 최대 수출농식품

품목군에 포함되는 것은 HS 16류(육·어류조제품)이다. 수출액이 2001년

20.5억 달러에서 2010년 58.7억 달러로 2.9배 증가했다. 그러나 채소류, 과

실·견과류, 채소·과실조제품에 비해서는 수출액 증가 속도가 느려 전체 수

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5.9%에서 2006년 21.6%로 크게 증가

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하여 2010년 15.1%를 차지하였다.

<그림 5-14>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농산물 중 가장 대표적인 3대 수

출품목군은 채소류(HS 07류), 육·어류조제품(HS 16류), 채소·과실조제품

(HS 20류)으로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41.1%에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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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8.6%로 증가하였다. 여기에 과실·견과류(HS 08류)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44.5%에서 55.5%로 증가하여 이들 품목군의 수출집중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HS 10류(곡물)와 HS 02류(육과 식용설육)의 수출액

비중 감소 추세이다. 이 중 HS 10류는 2001년 수출액이 10.3억 달러로 전

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로 4위를 차지했던 대표적인 수출품

목군이었다. HS 10류의 수출은 2007년까지 연도별 수출액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이후 수출액이 감소하여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4%에서 2010년 1.4%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7년

세계곡물위기 상황에서 2007년 말 중국 정부가 곡물수출을 제한하는 조치

를 실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의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1998년 1억 1,379만 ha를 기록한 후 2003

년 9,941만 ha로 5년 연속 감소하였고, 생산량도 같은 기간 5억 1,230만 톤

에서 4억 3,069만 톤으로 연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식

량작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78.6%에서 1998년 68.8%, 2003년

60.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식량안보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강력한 식량증산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식량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모두 7년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식량작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63.5%로 다시 증가한

상태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몇 개 연도를 제외하고 수

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였지만 이후 곡물 순수출국이 되었다. 2000년대 들

어서도 연도별 곡물 순수출량의 변동이 심하긴 했지만 2004년을 제외하고

는 곡물 순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식량작물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추세를 반영하

여 중국의 곡물 수출은 2007년 이후 순수출량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

를 보였으며 2009년에는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2004년 이후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이 다시 증가하고는 있지만 매년 증가

속도가 완화되고 있어 농작물 작부구조상 식량작물의 비중이 과거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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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구조를

반영하여 앞으로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곡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

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농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축산업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소

비자들의 소득향상에 따른 축산물 소비의 증가로 수출의 증가는 미미한 반

면 수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HS

02류(육과 식용설육)와 HS 04류(낙농품·조란·천연꿀)의 수출액은 2001년

10.3억 달러에서 2010년 14.0억 달러로 증가폭이 크지 않는 반면, 수입액

은 같은 기간 8.2억 달러에서 42.2억 달러로 5.2배 증가하였다. 중국은

2001년 이후 HS 02류와 HS 04류의 교역에서는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

며, 순수입량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5-5>에서 보듯이 HS 03류(어패류)를 제외한 HS 01류～24류 품목군

중 최대의 수입 품목군은 HS 12류(채유용 종자, 공업용·약용 식물, 사료)

로 2001년 33.4억 달러에서 2010년 270.5억 달러로 8.1배 증가하였다.

<그림 5-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HS 12류가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WTO 가입 이전 39.7%에서 2010년 47.8%로 증가하였다. 이 중

HS 1201(대두) 수입액은 250.8억 달러(수입량은 5,480만 톤)로 전체 HS

12류 수입액의 92.7%를 차지한다. 수입 대두는 주로 식용유와 식품단백질

사료 제조에 사용된다.

중국은 고속 경제성장으로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전통

적인 식문화의 영향으로 식용유의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두

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04년까지 다른 식량작물에 비해 완만한 증가세

를 보이다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

두의 순수출국이었으나 1996년 이후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매년 총소

비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수입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3년 이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국

내 생산량을 초과하였다. 2009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은 무려 2.84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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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중국의 HS 01류∼24류(HS 03류 제외) 수입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종류 2001 2002 2004 2006 2008 2010

비중

01 산동물 36 53 220 63 104 269 0.5

02 육과 식용설육 597 626 475 686 2,320 2,224 3.9

04 낙농품·조란·천연꿀 219 272 448 565 874 2,000 3.5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173 188 249 193 255 417 0.7

06 산수목·꽃 22 33 51 70 91 103 0.2

07 채소 210 194 405 756 583 1,515 2.7

08 과실·견과류 367 378 619 737 1,237 2,139 3.8

09 커피·차·향신료 21 23 32 54 101 150 0.3

10 곡물 607 482 2,219 821 699 1,501 2.7

11 제분공업제품 81 95 189 247 235 452 0.8

12
채유용종자, 공업용·약

용 식물, 사료
3,344 2,777 7,349 8,118 23,183 27,051 47.8

13 식물성 엑스 32 36 58 75 111 121 0.2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65 44 88 99 79 201 0.4

15 동식물성 유지 776 1,579 4,204 3,924 10,808 8,884 15.7

16 육·어류 조제품 14 19 26 45 79 100 0.2

17 당류 및 설탕과자 376 280 336 617 424 1,033 1.8

18 코코아 및 그 제품 80 80 136 183 313 437 0.8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93 144 195 359 717 1,222 2.2

20 채소·과실 조제품 85 114 142 198 301 462 0.8

21 기타 조제식료품 181 179 475 325 464 682 1.2

22 음료, 주류 및 식초 146 148 261 586 1,138 1,646 2.9

23 조제사료 639 772 946 1,298 1,865 3,234 5.7

24 담배 268 243 292 463 788 791 1.4

합 계 8,432 8,759 19,415 20,482 46,769 56,634 100.0

자료: 中國海關總署編. 中國海關統計年鑒 각 연도.

HS 12류 다음으로 수입액이 많은 품목군은 HS 15류(동식물성 유지)로

2008년 108.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0년 88.8억 달러로 약간 감

소하였다.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25.5%까지 증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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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5.7%로 감소한 상태이다. 2001년 이후 HS 12류와 HS 15류 두 품

목군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9%에서 63.5%로 증가하여

수입 품목의 집중도가 심화되었다. HS 08류(과실·견과류), HS 12류, HS

15류, HS 22류(음료, 주류 및 식초) 등은 2001～2010년 동안 5배 이상 수

입이 증가하였다.

그림 5-15. 중국의 HS 01류∼24류 중 주요 품목군의 수입액 비중 변화 추이

자료: 中國海關總署編. 中國海關統計年鑒 각 연도.





중국의 농산물 수급 전망과 파급 영향 제6장

1. 중국의 농산물 수급 동향

1.1. 식량 수급 동향

중국의 식량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998년 각각 1억 1,379만 ha, 5억

1,230만 톤을 기록한 후 2003년 각각 9,941만 ha, 4억 3,069만 톤으로 5년

연속 감소하였다. 2004년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증가 추세로 전환

되어 2009년 각각 1억 899만 ha, 5억 3,082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은 5년 연속 식량 감산으로 식량안보의 위기감을 느

낀 중국 정부가 강력한 식량증산 정책을 실시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2004

년부터 식량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득보조(식량직불제, 농

자재종합직불제), 투입재보조(우량종자보조, 농기구구입보조) 등 보조금 정

책과 가격지지정책인 최저수매가격제도는 농민들의 식량생산의 적극성을

유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품목별 생산 동향을 보면 <그림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쌀과 밀은

1998년 이후 5년 동안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2004년부

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쌀의 품종별 생산동향을 보면, 중단립종은

1980년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장립종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다 2004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

로 전환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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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는 1980년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다. 대두는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2004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모두 감

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1. 중국의 식량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 추이

자료: 中國糧食發展報告編輯委員會. 2010中國糧食發展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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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작은 식량의

식용소비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1990～2009년 동안 1인당 연간

식량소비량(식용)은 도시지역이 131kg에서 81.3kg, 농촌지역이 262kg에서

189.3kg으로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도시가구 1인당 연간 소비량을 보면

1997～2009년 동안 쌀은 49.7kg에서 42.5kg, 밀가루는 20.7kg에서 12.5kg

로 감소하였다. 도시가구의 식품소비 지출액 중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11.6%에서 2009년 7.5%로 감소하였다. 한편 1990～2009년 동안

농촌가구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쌀(조곡)은 135.0kg에서 105.7kg, 밀은

80.0kg에서 59.6kg, 대두는 2.28kg(1995년)에서 1.69kg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6-2. 중국의 식용작물 품목별 소비용도 비중(2010년)

자료: 中國糧食發展報告編輯委員會. 2010中國糧食發展報告

<그림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량작물 품목별 소비용도를 보면 곡물

전체적으로는 식용 55.0%, 사료용 28.1%, 가공용 15.3%, 종자용 1.5%로

식용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쌀과 밀은 식용소비 비율이 각각 85.6%,

75.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옥수수는 식용 비중이 8.6%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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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료용과 가공용이 각각 61.4%와 29.2%를 차지한다. 한편 대두는 착유

용 비중이 84.8%(이 중 중국산 7.4%, 수입산 7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식용 및 가공용 소비 비중은 14.1%에 불과하다.

그림 6-3. 중국의 식량 순수입량 변화 추이

자료: 中國糧食發展報告編輯委員會. 2010中國糧食發展報告

중국은 식량 수입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연도별 수입량과 수출량의 변동

이 큰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그림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수출량의 연도별 변동은 여전히 크지만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03년 이후 식량 순수입국이 되었다. 순수입량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는 대두의 수입량이 1996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 이전에는 중국의 식량 순수입량이 곡물 순수입량의

변화와 궤적을 같이 하였으나 1996년 이후에는 대두의 순수입량 변화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식량작물 중 곡물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1980년 이후 1990년대 중반까

지는 몇 개 연도를 제외하고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였다. 1990년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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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후 중국은 곡물 순수출국이 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순수출량의

연도별 변동이 심하긴 해도 곡물 순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

나 2007년 이후 순수출량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9년에는 곡

물 순수입국이 되었다. 중국의 곡물 생산량 대비 수입 물량의 비중은 1980

년대에 4～5% 수준이었으나 2000～2009년 동안 평균 0.5%로 감소하였다.

식량작물의 품목별 수출입 동향을 보면 밀은 1980년 이후 대표적인 순

수입 품목으로서 1996년까지 수입 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순수입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4년과 2005년을 제외하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였다. 2007년 이후 순수출량이 줄어들어 2009년에는

다시 순수입국이 되었다. 중국의 밀 생산량 대비 수입 물량의 비중은 1980

년대 평균 14.9%에서 1990년대 7.1%, 2000년대 1.6%로 감소하였다.

옥수수는 1980년 이후 중국의 대표적인 순수출 품목으로 순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1,639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4부터 순수출량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09년에는 5만 톤 수준

으로 줄어들었다. 쌀은 옥수수에 비해 양은 적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순수

출 품목이다. 그러나 1996～2003년 기간에 순수출량(연평균 240만 톤)이

크게 증가했으나 2004년 이후 15～85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곡물 수

출입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리로 수출 실적 없이 1994년 이후 매년 100만

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보리는 2006년 이후 곡물 가운데 최대 수입 품

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대두 순수출국이었으나 국내 소비 증가로

1996년 이후 수입량이 급증하여 순수입국이 되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대두 수입국으로 1996년 111만 톤에서 2009년 4,403만 톤으로 무려 39배

증가하였다. 2003년 이후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을 초과하여 수입량 대비

국내 생산량의 비율이 2003년 134.7%에서 2009년 284.0%로 급증하였다.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대두의 영향으로 중국은 2003년 이후 식량 순수

입국이 되었으며 순수입량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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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중국의 최근 주요 곡물 및 대두 수급 추이

단위: 백만 톤(곡물전체), 만 톤

양곡

연도

총공급량
총소비량

A-B국내소비
수출량 합계(B)

생산량 수입량 합계(A) 소계 식용 사료용 가공용 종자용

곡물 전체

07/08 447.6 0.59 448.2 432.1 243.9 120.1 61.0 7.19 4.6 436.8 11.5

08/09 470.3 0.67 470.9 433.8 250.4 117.5 58.8 7.14 1.2 435.0 36.0

09/10 474.2 3.21 477.4 457.5 256.4 126.0 67.9 7.18 1.08 458.6 18.8

10/11 488.2 2.50 490.7 481.5 262.4 137.6 74.3 7.19 0.8 482.3 8.4

11/12 502.8 4.70 507.5 499.0 267.8 146.0 78.0 7.22 0.71 499.7 7.8

쌀(정곡)

07/08 13,022 37 13,060 12,655 10,640 1,162 770 83 128 12,784 276

08/09 13,433 25 13,458 12,823 10,955 1,050 735 83 69 12,892 566

09/10 13,657 38.7 13,696 13,208 11,305 1,085 735 83.3 65.2 13,273 423

10/11 13,703 49.0 13,752 13,580 11,585 1,141 770 84.0 49.0 13,629 123

11/12 14,105 49.0 14,154 13,888 11,830 1,133 840 85.4 42.0 13,930 224

밀

07/08 10,929 2 10,930 10,520 7,800 1,350 900 470 225 10,745 186

08/09 11,246 26 11,271 10,438 8,000 970 1,000 468 0.8 10,439 833

09/10 11,512 136.2 11,648 10,609 8,050 1,050 1,040 469 0.1 10,609 1,039

10/11 11,518 79.5 11,598 11,049 8,150 1,350 1,080 469 0.0 11,049 549

11/12 11,679 100.0 11,779 11,619 8,300 1,700 1,150 469 1.0 11,620 159

옥수수

08/09 16,592 4.7 16,597 14,623 1,385 9,280 3,830 128 17.2 14,640 1,956

09/10 16,397 129.6 16,527 16,270 1,440 10,000 4,700 130 15.1 16,285 242

10/11 17,725 100.0 17,825 17,700 1,540 10,780 5,250 130 10.0 17,710 115

11/12 18,450 300.0 18,750 18,441 1,580 11,280 5,450 131 10.0 18,451 299

대두

양곡

연도
생산량 수입량 합계(A) 소계

식용

가공용

착유용
종자용 수출량 합계(B) A-B

중국산 수입산

07/08 1,273 3,781 5,045 4,745 820 350 3,500 74.5 45.2 4,790 264

08/09 1,555 4,110 5,664 5,121 800 150 4,100 71.1 40.0 5,161 503

09/10 1,498 5,034 6,532 5,970 900 400 4,600 70.0 18.4 5,998 544

10/11 1,508 5,200 6,708 6,519 950 500 5,000 69.0 20.0 6,539 169

11/12 1,350 5,600 6,950 6,945 980 400 5,500 65.0 30.0 6,975 -25.0

주 1. 곡물은 쌀(조곡), 밀, 옥수수를 포함하며, 양곡연도는 밀은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해 5월,

나머지는당해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쌀(정곡)은 정곡환산율 70%를 적용하였음.

2. 2009/10년～2011/12년 수치는 국가식량국 국가양유정보중심(國家糧油信息中心)의

2011년 10월 예측치임.

자료: 国家粮食局 国家粮油信息中心. 食用谷物市场供需状况月报 第118期(2009.11.11),

第141期(2011.10.12); 饲用谷物市场供需状况月报 第141期(2011.10.12); 油脂油

料市场供需状况月报 第139期(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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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은 최근 중국의 주요 곡물 및 대두의 수급 추이를 나타낸 것이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곡물 자급률은 100% 이상 유지되고 있

다. 1998～2003년 동안 곡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탓

에 2003 양곡연도에 곡물 자급률이 88%까지 하락한 적이 있으나 2004년

이후 곡물 생산량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중국의 곡물 수급은 기본적으로

국내생산으로 국내소비를 충족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아도 쌀, 밀, 옥수수

모두 자급률이 100% 이상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대두는 연도별 생산량의

변화가 큰데다 소비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자급률이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 6-4. 중국의 식량작물 도매시장가격 변화 추이(1998.1～2011.9)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그림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이후 중국의 주요 곡물 도매시

장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품목별로 보면 2010년 이후 중단

립종과 장립종 쌀은 가격 상승 폭이 큰 반면, 밀, 옥수수, 대두는 상대적으

로 가격 상승 폭이 작다. 2003년 후반 시작된 농산물가격 상승기에 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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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의 가격이 밀, 옥수수보다 높게 형성되었으며 점차 가격 격차가 확대되

는 추세이다. 쌀도 품종별로 보면 중단립종과 장립종 쌀 가격 격차가 확대

되는 추세이다. 식량작물의 품목별 톤당 도매시장가격은 동북미(東北米),

만생 중단립종쌀, 대두, 만생 장립종쌀, 조생 장립종쌀, 옥수수, 밀 순이다.

1.2. 채소류 수급 동향

개혁개방 이후 1980～2009년 동안 중국의 채소류 재배면적은 361만 ha

에서 2,075만 ha로 5.7배 증가하였다.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2.4%에서 12.1%로 증가하였다. 채소류 생산량은 1996～

2009년 동안 3억 3,591만 톤에서 6억 9,973만 톤으로 2.1배 증가하였다.

그림 6-5. 중국의 채소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 추이

주: 중국의 농업통계는 과채류(果菜类; 瓜果类)를 과실로 분류하여 채소류 통계에 포함하

지 않고 있음. 여기서는 중국 농업통계상의 채소(蔬菜) 통계에 과채류를 추가하여 계

산하였음.

자료: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 農業部. 中國农业年鉴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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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채소류 관련 통계는 구체 품목에 대한 시계열이 제공되지 않아

품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中國農業年鑒2010 이 처음으로 채소류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생산

량 통계를 수록하여 중국 채소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

다.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채소류 가운데 재배면적과 생산

량의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배추, 수박, 무, 오이, 토마토, 양배추, 마늘, 가

지, 파 등이다. 우리의 대 중국 주요 수입 품목인 마늘, 파, 당근 등은 중국

에서도 역시 중요한 품목임을 알 수 있다.

표 6-2. 중국의 채소류 주요 품목별 재배면적과 생산량(2009년)

품목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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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치 633.7 3.1 파 2,075.4 3.0

꼬투리콩(채두) 575.4 2.8 마늘 1,790.0 2.6

셀러리 562.1 2.7 시금치 1,753.8 2.5

청경채 555.4 2.7 당근 1,505.7 2.2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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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農業部. 中國農業年鑒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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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탁연구기관이 제공한 자료(표 6-3)에 따르면 대 중국 주요 수

입품목으로서 우리의 관심 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는 내수와 수출 증가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추 재배면적은 1990년 21만 ha

에서 2009년 70만 ha로 증가, 생산량은 328만 톤에서 1,478만 톤으로 약

4.5배 증가하였다. 마늘 재배면적은 1990년 35만 ha에서 2009년 77만 ha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생산량도 392만 톤에서 1,79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양파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95만 ha와 2,105만 톤으로 1990년

보다 약 4배 증가하였다.

표 6-3. 중국의 주요 양념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 추이

단위: 천 ha, 천 톤

1990 1995 2000 2005 2009

고추
재배면적 211 336 538 649 704

생 산 량 3,279 5,667 9,648 12,770 14,780

마늘
재배면적 347 402 652 774 773

생 산 량 3,923 5,374 12,357 16,541 17,900

양파
재배면적 248 376 666 901 948

생 산 량 5,031 8,205 14,105 19,054 21,047

자료: 위탁 연구기관(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제공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1인당 신선채소류 소비량은 도시와 농촌 모두

감소하였다. 농촌지역은 1990년대 초반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완만

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다시 감소하여 2009년 연간

98.4kg를 소비하고 있다(표 5-2 참조). 도시지역은 역시 1990년대 초반까

지 큰 폭으로 감소한 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다

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2009년 동안 도시지역의 1인당 연간 채소

소비량은 114.7kg에서 123.2kg으로 증가하였다(표 5-2 참조). 2000년 이

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1인당 연간 채소류 소비량 격차는 2000년 2.7kg

에서 2009년 24.8kg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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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중국의 주요 양념채소류 총소비량 변화 추이

단위: 천 톤

1990 1995 2000 2005 2009

고추 3,279 5,663 9,645 12,735 14,725

마늘 3,806 5,233 11,994 15,386 16,304

양파 5,028 8,173 13,968 18,523 20,538

자료: 위탁 연구기관(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제공

<표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양념채소류의 총소비량 추이를 보면,

2009년도 고추, 마늘, 양파의 총소비량은 각각 1,473만 톤, 1,630만 톤,

2,054만 톤으로 각각 1990년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림 6-6. 중국의 채소류(HS 07류) 수출입 변화 추이

자료: 中國海關總署編. 中國海關統計年鑒 각 연도.

노동집약형 농산물인 채소류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경쟁우위 품목으

로 농수산물(HS 01류～24류) 수출액에서 어패류(HS 03류) 다음으로 커다

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채소류



164 중국의 농산물 수급 전망과 파급 영향

(HS 07류) 수출액은 WTO에 가입한 2001년 17.5억 달러에서 2010년 74.8

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HS 01류～24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11.3%에서 15.7%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주요 수입품목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추, 마

늘, 양파의 수출 추이를 보면 1990～2009년 동안 고추는 1천 톤에서 6만

톤, 마늘은 11.7만 톤에서 160만 톤으로 급증하였다. 양파 수출량은 1990

년 2만 톤에서 2005년 57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53만 톤으

로 감소하였다.

표 6-5. 중국의 주요 양념채소 수출입 동향

단위: 천 톤

1990 1995 2000 2005 2009

고추
수 입 량 0.4 0.5 1.8 4.3 3.8

수 출 량 1.1 4.5 5.3 39.4 59.2

마늘
수 입 량 0.0 0.0 0.1 0.4 0.1

수 출 량 117.0 141.1 362.9 1,155.6 1,595.6

양파
수 입 량 14.8 25.1 31.1 39.6 17.0

수 출 량 17.7 56.9 168.5 570.7 526.2

자료: 위탁 연구기관(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제공

1.3. 과실류 수급 동향

개혁개방 이후 1980～2009년 동안 중국의 과실류 재배면적은 178.3만

ha에서 1,114.0만 ha로 약 6배 증가하였다.24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차

24. 중국의 농업관련 통계에서 과실류 재배면적은 과수원 면적을 의미하지만 생

산량 통계는 과수원 생산량만 포함하는 통계와 과수원 이외의 생산량까지 포

함하는 통계가 구체적인 설명없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필요

하다. 여기서는 재배면적은 과수원(果园)면적, 생산량은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과실의 생산량 통계를 사용하였다. 2009년의 경우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의

생산량 1억 2,246만 톤은 과실 전체 생산량 2억 396만 톤의 60.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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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2%에서 6.5%로 증가하였다. 중국 최대의 과일

인 사과 재배면적은 1996년 최고치인 299만 ha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 이후 200만 ha 내외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귤

류와 포도는 198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감귤류

의 재배면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한편 배는 2000년대까지 빠른 속

도로 증가한 후 100만 ha 내외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6-6. 중국의 주요 과일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 추이

단위: 천 ha, 천 톤

1990 1995 2000 2005 2009

사과
재배면적 1,633 2,953 2,254 1,890 2,049

생 산 량 4,319 14,008 20,431 24,011 31,681

배
재배면적 481 859 1,015 1,112 1,074

생 산 량 2,353 4,942 8,412 11,324 14,263

포도
재배면적 123 153 283 408 493

생 산 량 859 1,742 3,282 5,794 7,941

감귤
재배면적 1,061 1,214 1,272 1,717 2,160

생 산 량 4,855 8,225 8,783 15,919 25,211

과일

전체

재배면적 5,179 8,091 8,932 10,035 11,140

생 산 량 18,744 42,146 62,251 88,355 122,464

자료: 农业部编. 新中国农业60年统计资料 ; 農業部. 中國农业年鉴2010

2009년도 과실류의 품목별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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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배, 감귤류(밀

감柑, 귤橘(桔), 오렌지橙, 유자柚), 포도 등 4대 과일의 점유율이 1980년

80.9%에서 2009년 51.8%로 감소하였다. 특히 사과의 점유율이 41.7%에서

18.4%, 배의 점유률이 16.8%에서 9.6%, 포도의 점유율이 7.8%에서 4.4%

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감귤류는 14.6%에서 19.4%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과실류 생산량은 1980년 679.3만 톤에서 2009년 1억 2,246만 톤

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단조 증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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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0～2009년 동안 생산량 증

가 속도(연평균 10.5%)가 재배면적 증가 속도(연평균 6.5%) 보다 빨랐으며

이는 단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2009년도 품목별 생산량 비중은 사과

25.9%, 감귤류 20.6%, 열대·아열대과일 11.8%(바나나 7.2%, 파인애플

0.9%, 여지 1.4%, 용안 1.02%), 배 11.7%, 복숭아 8.2%, 포도 6.5%, 대추

3.5%, 감 2.3%, 키위 0.7% 순이다.

개혁개방 이후 과실류의 품목구조가 다양화된 가운데 1980～2009년 동

안 사과, 배, 감귤, 포도 4대 품목의 생산량 점유율이 68.5%에서 64.7%로

소폭 감소하였다. 특히 사과의 점유율이 34.8%에서 25.9%, 배의 점유율이

21.6%에서 11.7%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감귤류는 10.5%에서 20.6%,

포도는 1.6%에서 6.5%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 6-7. 중국의 주요 과일 총소비량 변화 추이

단위: 천 톤

1990 1995 2000 2005 2009

사과 4,355 13,913 20,159 23,220 30,561

배 2,312 4,852 8,266 10,956 13,800

포도 873 1,742 3,334 5,828 7,901

감귤 4,855 8,095 8,645 15,547 24,302

자료: 위탁 연구기관(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제공

개혁개방 이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득 탄력적인 과일의 도시가구 1인

당 평균 연간 소비량은 1985년 41.1kg에서 2009년 57kg로 증가하였다. 과

일의 소비는 60～70%가 신선과일 형태이며, 가공용 소비는 전체 과일 생

산량의 10% 정도이다. 주요 품목의 총소비량 추이를 보면 포도는 소비 증

가폭이 가장 큰 품목으로 1990년 87만 톤 수준에서 2009년 790만 톤까지

약 9배 증가하였다. 배의 총소비량은 2009년 1,380만 톤으로 1990년 대비

6배 증가하였다. 소비량이 가장 많은 사과의 총소비량은 2009년 3,056만

톤으로 1990년 대비 7배 증가하였다. 감귤 총소비량도 1990년 486만 톤에

서 2009년 2,430만 톤으로 약 2,000만 톤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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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중국의 과실류(HS 08류) 수출입 변화 추이

자료: 中國海關總署編. 中國海關統計年鑒 각 연도.

WTO 가입 후 2001～2010년 동안 중국의 과실류(HS 08류) 수출입이 크

게 증가했다. 수출은 동기간 4.4억 달러에서 26.8억 달러, 수입은 3.7억 달

러에서 21.4억 달러(주로 열대 과일)로 증가하였다. HS 01류～24류 수출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2.8%에서 5.6%로 증가하였다. 2009년도 점

유율은 HS 03류(어패류) 18.5%, HS 07류(채소) 15.7%, HS 16류(육·어류

조제품) 12.3%, HS 20류(채소·과실조제품) 11.6%에 이어 5위의 실적이다.

4대 과일 품목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표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는

수입량이 감소하는 반면 사과, 포도, 감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4개 품목 모두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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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중국의 주요 과일 수출입 변화 추이
단위: 천 톤

1990 1995 2000 2005 2009

사과
수 입 량 98.0 13.7 25.5 33.2 54.1

수 출 량 62.4 108.9 297.7 824.1 1,174.2

배
수 입 량 3.6 0.2 0.6 0.1 0.0

수 출 량 44.3 90.1 146.4 368.3 463.2

포도
수 입 량 14.4 5.0 53.2 68.8 101.5

수 출 량 0.7 4.9 1.6 34.6 141.5

감귤
수 입 량 0.0 2.2 53.3 53.9 76.9

수 출 량 0.0 131.8 191.4 426.1 986.2

자료: 위탁 연구기관(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제공

1.4. 축산물 수급 동향

중국의 가축 사육두수는 1980년 5.9억 마리에서 2009년 8.8억 마리로

1.5배 증가하였다. 2009년 축종별 사육두수 비중은 돼지 53.5%(4.7억 마

리), 양 32.4%(2.9억 마리), 소 12.2%(1.1억 마리) 순이다. 가금류 사육두수

는 1980년 9.4억 마리에서 2009년 53.3억 마리로 약 5.7배 증가하였다.

육류 생산량은 1980년 1,205.4만 톤에서 2009년 7,649.7만 톤으로 연평

균 6.6% 증가하였다. 2009년 축종별 생산량 비중은 돼지고기 63.9%, 가금

육 20.8%, 쇠고기 8.3%, 양고기 5.1% 순이다. 1980～2009년 동안 축산물

생산구조의 조정으로 돼지고기의 비중이 줄고 가금육, 소고기 및 양고기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돼지고기의 비중은 94.1%(1,134.1만 톤)에서 63.9%

(4,890.8만)으로 감소한 반면 가금육의 비중은 1985년 8.3%(160.2만 톤)에서

2009년 20.8%(1,594.9만 톤)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쇠고기의 비중은 2.2%

(26.9만 톤)에서 8.3%(635.5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우유 생산량은 1980년

114.1만 톤에서 2009년 3,518.8만 톤으로 약 31배 증가하였다. 특히 2000

년대 들어 연평균 17.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8년 멜라민 파동의

영향으로 2008년 3,553.8만 톤에서 2009년 3,518.8만 톤으로 생산량이 감

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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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중국의 주요 가축·가금 사육두수 및 육류 생산량 변화 추이

자료: 農業部 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소비량도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이다. 1981～2009년 동안 도시지역의 1인당 평균 연간 육류

소비량을 보면 돼지고기는 16.9kg에서 20.5kg, 쇠고기·양고기는 1.7kg에서

3.7kg 증가했으며, 가금육은 1.9kg에서 10.5kg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난(卵)류 소비량도 동기간 5.2kg에서 10.6kg으로 크게 늘었다. 우유소비량

은 1991년 4.63kg에서 2004년 18.8kg으로 최고치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

하여 2009년 14.9kg로 줄었다.

농촌지역의 1인당 평균 연간 육류 소비량을 보면 돼지고기는 8.2kg에서

14kg, 쇠고기·양고기는 0.5kg에서 1.4kg, 가금육은 0.7kg에서 4.2kg으로 증

가하였다. 또한 난(卵)류 소비량도 동기간 1.3kg에서 5.3kg으로 늘었다. 우

유 소비량은 1991～2009년 동안 0.7kg에서 3.6kg로 증가하였다.

<표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주요 육류 총소비량은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2009년 돼지고기 소비량은 4,832만 톤으로 1990년 대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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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증가하였다. 쇠고기와 양고기 소비량은 각각 539만 톤과 348만 톤으

로 1990년에 비해 각각 약 5배, 18.6% 증가하였다.

표 6-9. 중국의 주요 축산물 총소비량 변화 추이

단위: 천 톤

1990 1995 2000 2005 2009

돼지고기 20,772 24,843 35,978 44,273 48,316

쇠고기 1,160 1,819 3,655 4,322 5,391

가금육 2,777 6,258 11,010 13,850 15,816

양고기 934 1,214 2,328 2,930 3,476

자료: 위탁 연구기관(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제공

중국은 축산물(HS 01류, HS 02류, HS 04류, HS 05류 합계)의 순수출국

이었으나 2008년부터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증

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축산물 수출액은

2001년 20.3억 달러에서 2010년 32.1억 달러로 증가한데 비해 수입액은

10.3억 달러에서 49.1억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HS 01류～24류 수

출액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13.1%에서 6.7%로 지속적으

로 감소한 반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에서 2004년 6.4%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 8.0%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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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중국의 축산물 수출입 변화 추이

주: HS 01류～24류 중 HS 01류(산동물), HS 02류(육과 식용설육), HS 04류(낙농품·조란·

천연꿀), HS 0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의 합계임.

자료: 中國海關總署編. 中國海關統計年鑒 각 연도.

표 6-10. 중국의 주요 육류 수출입 변화 추이

단위: 천 톤

1990 1995 2000 2005 2009

돼지고기
수 입 량 0 4 238 200 156

수 출 량 433 652 112 386 251

쇠고기
수 입 량 49 74 39 8 25

수 출 량 182 106 34 55 31

가금육
수 입 량 68 264 871 170 21

수 출 량 51 306 390 465 35

양고기
수 입 량 13 18 18 41 66

수 출 량 4 2 4 30 33

자료: 위탁 연구기관(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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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육류와 가금육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표 6-10>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돼지고기와 쇠고기 수출량은 2000년대 들어 감소 추세이다. 쇠고기 수

입량도 1990년대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0년대

들어 대폭 증가 후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금육 수출입량도

2000년대 초중반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양고기는 소비

증가로 수입량도 늘고 있지만 수출량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2. 중국의 중장기 농산물 수급 전망

2.1. CAPSiM 모형구조25

CAPSiM(China's Agricultural Policy Simulation Model)은 중국 농업과

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IAED/CASS)가 1989년 개발에 착수하여 지속적

으로 자료 갱신과 보완을 하며 운용하고 있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농업부

문 균형모형으로서 각종 정책과 외부 충격이 농산물 품목의 생산, 소비, 가

격, 시장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중국 농산물의 공급, 수

요, 무역 및 시장가격 변동 추세를 예측하는 계량경제모형이다.

CAPSiM 모형은 국내 생산(공급)모형, 국내 수요모형, 재고모형, 무역모

형, 시장균형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공급)모형은 농작물모형과 축산

물모형으로 구분된다. 수요모형은 도시소비모형과 농촌소비모형으로 구분

된다. 이는 도시소비자의 소비는 가격과 소득의 영향을 받지만 농촌소비자

에게는 가격과 소득 외에도 시장발육 정도가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수요모형에서 식량소비는 직접소비(식용 소비)와

간접소비(사료용 소비, 가공용 소비 등)로 구분된다.

25. 모형의 자세한 구조는 어명근 외. 중국의 농산물수급 중장기 전망(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535, 2006.11의 제2부 제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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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CAPSiM 모형의 구조

� 상품� 가격�
� 투입물� 가격
� 투자:
-R&D
-수리(⽔利)�
기후·환경

� 기타

수입
인구

소비습관�
변화
가격
기타

면적

단수

식용소비

사료용

종자용

공업용

총생산

가격

총공급

총수요

저장

수입

수출

축산물

거시정책

자료: 중국 위탁연구기관(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제공자료

수요모형의 탄성치행렬은 이론적 제약을 부가한 준이상수요체계(AIDS;

almost ideal demand system)을 적용하여 추정된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그리

고 농산물의 공급탄력성은 Epstein(1981)에 의해 유도된 동태방정식(dynamic

dual model)에 대해 2차 함수 형태를 적용하여 추정된다. 파라미터 추정을

위해 동태방정식을 사용한 것은 노동력과 식부면적 등 생산요소가 동태적

으로 조정되는 양을 계측할 수 있고, 가격 및 다른 외생변수들의 변화에

대한 반응을 계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APSiM 모형은 수요와 공급의 내생적, 외생적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공급방정식들은 국내가격의 영향 이외에도 일련의 기술진보(국가의 과학

기술 투자 정책), 자원 환경(자원 및 환경보호 정책), 고정투입물(경지면적

혹은 파종면적, 노동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지보호 정책, 토지재산권

제도, 토지시장 정책, 노동력시장 등의 요소)과 제도혁신 등을 고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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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되는 수요방정식들은 가격의 영향 이외에도 인구

증가(산아제한정책), 소득증대, 도시화, 시장발육 및 기타 요인들에 대한

반응 등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농산물 수급이 세계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국(large

country)으로서 국내 농산물 수급균형의 미미한 변화도 국제농산물 가격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중국의 식

량수출입 및 국내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이 국제농산물시장

에서 가격순응자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중국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상호

관계는 CAPSiM 무역모형 내에 반영되어 있다.

생산(공급)모형은 농작물 12개, 축산물 6개, 수산물 1개를 포함하고 있

다. 12개 농작물은 쌀, 밀, 옥수수, 고구마, 감자, 기타 잡곡, 대두, 면화, 유

지작물, 당료작물, 채소 및 기타 농산물이 포함된다. 6개 축산물은 돼지고

기, 소고기, 양고기, 가금육, 계란류, 유제품, 수산물에는 물고기·새우가 포

함된다. 수요모형에서 소비 품목은 쌀, 밀, 옥수수, 고구마, 감자, 기타 잡

곡, 대두, 면화, 식용유, 설탕, 채소,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가금육, 계

란류, 우유류, 물고기·새우, 기타 식품, 비식품의 20종류로 분류된다.

CAPSiM 모형의 예측 변수는 각종 농작물의 파종면적, 단수 및 총생산

량, 각종 소비품의 소비량과 생산량 및 기타 소비량(종자수요, 공업수요,

생산 후 손실 등), 각종 농산물의 수입량 및 수출량, 각종 농산물의 생산자

가격과 소비품의 소매가격 등이다.

2.2. 중국 양념채소 및 과일 모형 구조

CAPSiM은 채소와 과일의 경우 품목별 모형이 구축되지 않았으며 그룹

으로 구성된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양념

채소로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입이 많은 고추, 마늘, 양파와 중국의 4대

과일인 사과, 배, 포도, 감귤을 대상으로 개별 수급모형을 구축하였다. 양

념채소와 과일의 품목별 개별 수급모형은 주요 거시변수 전망부문(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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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소득 R2 D-W

마늘
-0.34

(-3.8)

0.25

(18.6)
0.98 2.22

고추
-0.41

(-4.6)

0.45

(9.9)
0.99 2.74

양파
-0.36

(-14.6)

0.42

(17.5)
0.99 1.91

재배면적, 단수, 수입량을 포함하는 공급부문과 1인당 소비량, 수출량을 포

함하는 수요부문으로 구성된다.

표 6-11. 중국 양념채소류의 재배면적 탄력성

주: *는 Prob. ( )는 t-value이며 밀은 CAPSiM 추정 결과

먼저 고추, 마늘, 양파 예측 결과, 재배면적 탄성치는 마늘의 경우 자체

가격 탄성치가 0.22로 나타났으며, 대체 품목인 밀 가격에 대해서는 -0.10

으로 추정되었다. 고추 재배면적은 자체가격 탄성치가 0.15로 나타났으며,

양파 재배면적은 자체가격 탄성치 0.15, 밀 가격 탄성치가 -0.11로 추정되

었다. 밀 재배면적은 자체가격 탄성치 0.30, 마늘 및 양파 가격 탄성치가

모두 -0.02로 추정되었다.

표 6-12. 중국의 양념채소류 수요 탄력성

주: ( )는 t-value

마늘 수요 탄력성은 가격이 -0.34, 소득이 0.25로 나타났고, 고추는 가격

이 -0.41, 소득이 0.45로 추정되었다. 한편, 양파는 가격 탄성치가 -0.36, 소

득 탄성치가 0.42로 추정되었다.

　 마늘 고추 양파 밀 R2 LM Test

마늘
0.22

(3.03)1)
　 　

-0.10

(-1.39)
0.99

0.026

(0.88)*

고추 　
0.15

(12.5)
　 　 0.98

1.748

(0.26)*

양파 　 　
0.15

(3.85)

-0.11

(-1.60)
0.99

0.442

(0.53)*

밀
2)

-0.02 　 -0.02 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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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소득 R2 D-W

사과
-044

(-1.3)

0.38

(6.6)
0.99 1.78

배
-0.42

(-3.9)

0.45

(33.3)
0.99 2.00

포도
-0.43

(-10.6)

0.52

(49.4)
0.99 2.28

감귤
-0.40

(-7.2)

0.37

(20.3)
0.99 1.93

표 6-13. 중국의 과일류 재배면적 탄력성

　 사과 배 포도 감귤 R2 LM Test

사과
0.13

(2.49)1)
　 　 0.98

0.726

(0.41)*

배 　
0.10

(0.93)1)
　 0.94

0.003

(0.96)*

포도 　 　
0.15

(4.72)1)
0.99

0.887

(0.38)*

감귤
0.14

(4.93)
1) 0.97

0.017

(0.90)*

주: *는 Prob. ( )는 t-value.

사과, 배, 포도, 감귤의 재배면적 반응함수 추정을 위해 전기 재배면적과

전기 가격을 고려하였다. 과일류 예측 결과, 재배면적 탄성치는 사과, 배,

포도, 감귤의 전기가격 탄성치가 각각 0.13, 0.10, 0.15, 0.14로 추정되었다.

표 6-14. 중국의 과일류 수요 탄력성

주: ( )는 t-value

과일류 수요함수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자체가격, 소득, 대체재(자체 가격

을 제외한 과일류 가격을 가중 평균) 가격을 고려하였다. 사과 수요 탄력성

은 가격이 -0.44, 소득이 0.38, 배는 가격 -0.42, 소득 0.45, 포도는 가격

-0.43, 소득 0.52, 감귤은 가격 -0.40, 소득 0.37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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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급전망 결과26

2.3.1. 곡물 수급 전망

중국의 쌀 재배면적은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되며 2020년 3,184만 h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쌀 생산량도 2015

년 1억 4,857만 톤에서 2020년 1억 5,068만 톤에 달하여 2010년 이후 지속

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전체 쌀 소비량은 1억 4,892

만 톤으로 2010년 대비 11.4% 증가할 전망이며, 식량 소비량은 1억 2,392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료용 쌀 소비량은 2020년 1,504만 톤으

로 2010년보다 14.1% 증가할 전망이다. 쌀 수출량은 1998년 374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0년 62만 톤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2020년 88만 톤이 될 전망이다. 2020년 중국의 쌀

가격은 2010년 수준으로 예상된다. 도시 소비자 가격은 2010년 kg당 3.6위

안에서 2012년 3.8위안까지 상승한 후 2020년까지 3.6위안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020년 중국의 밀 재배면적은 2,547만 ha로 2010년 대비 3.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밀 단수는 2010년 ha당 4.70톤에서 2016년 4.90톤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전체 밀 소비량

은 2020년 1억 2,154만 톤으로 2010년 대비 11.8% 증가한 수준으로 2010

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식용 소비량의 경우 2010년

8,986만 톤에서 2020년 1억 88만 톤으로 1,000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밀 가격은 2020년까지 강보합세

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도시 소비자 가격은 kg당 2.7위안으로

2010년 대비 3.9% 상승할 전망이다.

옥수수 재배면적은 2011년 이후 3,300만 ha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

으로 예상되며, 2020년 3,291만 ha로 전망된다. 옥수수 단수는 2013년 ha

26. 수급 전망 결과 그래프는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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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5.96톤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옥

수수 생산량도 2013년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0

년 옥수수 총 소비량은 1억 8,616만 톤으로 2010년 대비 16.2% 증가할 전

망이다. 식량 소비량의 경우 2020년 1,078만 톤으로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료용 소비량은 1억 18만 톤으로 2010년 대비

약 1,3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 수출량과 수입량은 2010년

이후 미미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옥수수 가격은 생산량 감소

와 총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의 도시 소비자

가격은 2010년 kg당 1.9위안에서 2020년 2.4위안으로 24.3% 상승할 것으

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두 재배면적과 단수는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량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대

두 생산량은 1,965만 톤으로 2010년 대비 27.2% 증가할 전망이다. 대두 총

소비량은 2010년 7,008만 톤으로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1년

4,839만 톤까지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대두 총 소비량은 7,959만 톤으로 2010년 대비 13.6% 증가할 전망이다. 가

공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2003년 이후 생산량을 초

과하기 시작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2011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6,3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도시 소비자 가격은 2012년 kg당 5.5위안에서

2013년 5.0위안으로 하락하지만 이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도시 소비자 가격은 kg당 5.3위안으로 2010년 대비 15.3% 상승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2.3.2. 양념채소류 수급 전망

이 연구에서는 중국 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기존 CAPSiM 모형에 포함

되지 않은 주요 양념채소 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의 개별 품목 모형을 구

축하여 중장기 전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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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마늘 재배면적은 2010년 78만 ha에서 2020년 92만 ha로 18.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수도 201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되어 2020년 생산량은 2,494만 톤으로 2010년 대비 36.8%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마늘 소비량은 생산량에 비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

이면서 2020년 2,13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마늘 수입은

거의 없으며 수출량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중

국의 마늘 수출량은 363만 톤으로 2010년 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량 증가와 수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의 마늘 가격은 중장기적으

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마늘 가격은 kg당 6.4위안으로

2010년 대비 41.2%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의 고추 재배면적은 2010년 76만 ha에서 2020년 111만 ha로 4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수 증가와 함께 생산량은 2010년 1,618만 톤에

서 2020년 2,646만 톤으로 63.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추 수입량은

중장기적으로 미미한 수준이 예상되지만 수출량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

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추 수출량은 2010년 6만 톤에서 2020년 10만 톤 수

준으로 6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kg당 4.3위안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중국의 고추 가격은 2010년 3.9위안으로 하락한 이후 완

만하게 상승하여 2020년 5.2위안으로 2010년 대비 3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양파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소비 및 수출 수요

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중국의 양파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140만 ha, 3,443만 톤으로 2010년 대비 43.1%,

5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1인당 양파 소비량은 2010년

16.0kg에서 2020년 23.9kg으로 4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파 수출

량은 2010년 58만 톤에서 2020년 131만 톤으로 2배 이상 늘어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양파 가격은 비교적 완만한 상승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파 가격은 2010년 kg당 2.0위안에서 2015년

2.2위안으로 상승한 후 2020년에는 2.4위안으로 2010년 보다 20.0%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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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과일 수급 전망

중국의 사과 재배면적은 2010년 209만 ha에서 2020년 238만 ha로

1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단수는 201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

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사과 생산량은 4,732만 톤으로 2010년

대비 4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이후 사과 소비량은 지속적

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0년 4,56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사과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며, 수출량은 2020년까지 증가세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된다. 2020년 중국의 사과 수출량은 171만 톤으로 2010년 보다

43.8%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량과 수출 증가로 중국의 사과 가격은 중장기

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사과 가격은 kg당 5.9위안

으로 2010년 대비 21.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배 재배면적은 2010년 109만 ha에서 2020년 136만 ha로 2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수 증가와 함께 생산량은 2010년 1,486만 톤에

서 2020년 2,404만 톤으로 61.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중장기

배 수출량은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수출량은

2010년 48만 톤에서 2020년 98만 톤 수준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배 가격은 국내 소비와 수출 증가로 2010년 kg당 3.9위

안에서 2015년 4.1위안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4.6위안으로

2010년 대비 18.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포도 단수는 중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며 포도 재배

면적은 국내 소비 및 수출량 증가로 비교적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0

년 중국의 포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66만 ha, 1,341만 톤으로 2010

년 대비 31.3%, 6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포도 소비량은

2010년 826만 톤에서 2020년 1,332만 톤으로 6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포도 수출량은 2010년 15만 톤에서 2020년 19만 톤으로 약 4만 톤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포도 가격은 2020년까지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포도 가격은 2010년 kg당 6.2위안에서 2015

년 6.8위안으로 상승한 후 2020년에는 7.4위안으로 2010년 보다 19.4%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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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할 전망이다.

중국의 감귤 재배면적은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중국의 감귤 재배면적은 각각 309만 ha로 2010년 대비 36.1%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감귤 단수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

어 2020년 감귤 생산량은 4,326만 톤으로 2010년 대비 60.4% 증가할 전망

이다. 중국의 감귤 소비량은 2010년 2,598만 톤에서 2020년 4,164만 톤으

로 6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귤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량은 2010년 106만 톤에서 2020년 170만 톤으로

59.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소비량 및 수출량 증가로 감귤 가격

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감귤

가격은 2010년 kg당 3.7위안에서 2020년 4.6위안으로 24.8% 상승할 전망

이다.

2.3.4. 축산물 수급 전망

중국은 경제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육류 생산량과 소비량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편 2020년까지 육류 수출

량은 감소하고 수입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0년 5,071만 톤에서 2015년 5,724만 톤까

지 증가한 후 2020년에는 6,28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소비량은 2020년 6,255만 톤으로 2010년 대비 1,000만 톤 이상 증가할 전

망이다. 2020년 소고기 생산량은 814만 톤으로 2010년 대비 24.7% 늘어날

전망이며 소비량은 757만 톤으로 동기간 3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소고기 수입량은 2020년까지 10만 톤 미만에서 증가세를 보일 것

으로 예상되며, 수출량은 2010년 4만 톤에서 2020년 3만 톤 수준으로 꾸준

히 감소할 전망이다. 양고기와 가금육 생산량은 2020년 각각 452만 톤,

1,950만 톤으로 2010년 대비 13.6%, 21.9%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가금육 소비량은 생산량을 초과하면서 수입량도 크

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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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장기 축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

년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도시 소비자 가격은 각각 kg당 21.5위안, 30.9위

안에서 2020년 33.2위안, 48.0위안까지 54.2%, 55.4% 상승할 전망이다. 한

편, 2020년 양고기와 가금육 가격도 각각 kg당 48.0위안, 27.8위안으로

2010년대비 50.1%, 69.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금육의 경우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3. 한·중 농업정책시뮬레이션 모형구축 및 시뮬레이션

3.1. 모형구조

중국의 채소, 과일 수급 변화는 국내 가격 및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곡물과 축산물 수급 변화는 국제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

고 국제 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는 중국 CAPSiM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의 중장기 농산물 수급전망

(Baseline)을 실시한데 기초하여 미국 FAPRI 국제모형을 통해 중국 농산물

수급 변화에 따른 세계시장 수급 및 가격 변화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KREI-KASMO 모형에 중국 모듈을 구축하여 중국의 농산물 수급 변화가

한·중 농산물 교역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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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한 중 농업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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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파급영향 분석에 사용된 FAPRI 국제모형은 연간 다시장, 비공

간, 부분 균형 모델로 주요 곡물(밀, 옥수수, 쌀, 수수, 보리, 귀리), 유지종

자(대두, 유채, 해바라기씨, 팜 오일), 목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

고 유제품 시장에 적용된다. 주로 10년 베이스라인 전망을 실시하고 광범

위한 국내 및 무역 정책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작물과 축산물 간 상관관계는 중요하며 모형에서 정량화

되어 있다. 곡물과 단백질 식품의 사료 수요는 가축 수와 사료의 상대적

가격에 의존한다. 사료 요구량(feed ration)과 사료를 공급하는 가축 마리수

를 정량화하는 총 사료 수요 산출이 내재되어 있으며, 축산물과 곡물 간

동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재고와 도체중을 조정하는 방정식에 사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수급 변화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은 주요 곡물 및 축산물(쌀, 옥

수수, 밀, 대두 및 대두 제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채소류(고추, 마

늘, 양파), 과실류(사과, 배, 포도, 감귤)의 중국 국내 소비가 10% 증가하는

경우 이들 품목의 국제가격, 중국 국내가격과 생산 및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파급영향을 계측한다. 추가적으로 중

국의 높은 소득 수준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실질 GDP 성장

률을 10%로 가정하였다.

본 분석에서 중국의 국내 소비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순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고 가정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무

역 장벽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한 전례가 있긴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모든 추가 수요가 중국의 생산 및 수입 증대를 통해 충족될 것이라고 가정

하고 있으며, 무역 보호 수준 강화에 대한 가정은 하지 않았다.

중국의 국내 소비가 10% 증가 시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중

국이 세계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달려 있다. 9개 농축산물의 세계

소비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약 25%로 설정하였다. 이는 중

국의 전세계 인구 비율인 20%보다 약간 높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돼지고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는 중국 소비자들

이 선호하는 육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고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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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에 대한 소비 수준은 낮다. 곡물의 경우 중국의 중요도는 상대적으

로 낮고, 쌀의 비중이 3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밀은 약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2. 시뮬레이션 결과와 시사점27

3.2.1. 곡물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내 쌀 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국제 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우리나

라 쌀시장의 구조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쌀 관세화 유

예로 TRQ 이외의 수입쌀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며, 국제 쌀 가

격 상승으로 소비대체가 되는 밀 국제가격을 제외하고는 거의 영향이 없어

생산과 소비 모든 측면에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체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식용 밀 수입량과 사료비 상승에 따른 축산 두수

의 감소로 사료용 밀 수입량도 감소하여 국내 곡물 수입량은 0.1～0.2% 감

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가격은 밀, 옥수수를

중심으로 0.1～0.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 쌀 가격 상승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축종 전체를 포함하여 평균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축산업의 경영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축산업의 부가가치가 베

이스라인 대비 0.1～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의 옥수수 수요가 10% 증가하면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전망기

간 국내 옥수수 수입량은 평균 1.2% 감소하고, 국내 가격은 평균 4.9%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국제 곡물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밀, 대두 수입

27. 여기서는 국내에 미치는 파급영향만을 소개한다. 보다 자세한 시뮬레이션 결

과는 본 연구의 세부과제인 한석호 외. 2011. 한·중 농업정책시뮬레이션 모

형 구축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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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도 각각 평균 0.4%, 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가격이 각각

0.5%, 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옥수수 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축종 전체를 포함하여 평균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를 비롯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국

내 축산업의 경영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육류 생산량이 0.1∼0.6% 감

소하고, 국내 축산물 가격이 0.5～2.4%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의 옥수수

수요 증가로 베이스라인 대비 국내 재배업 생산액은 평균 0.1%, 축산업 생

산액은 평균 1.0% 증가하여 전체 농업생산액이 0.4%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경영비 상승으로 축산업 부가가치는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0.9% 감소하는 반면 재배업은 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밀 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국내 밀 수

입량이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1.8% 감소하고, 국내 밀 가격은 0.5∼1.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국제 곡물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옥수수와

대두 수입량이 0.1∼1.1% 감소하고, 국내 가격은 베이스라인 대비 각각

2.3%, 0.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내 배합사

료 가격은 축종 전체를 포함하여 평균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옥수

수 수요 증가 시나리오보다 낮게 나타났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

합사료 가격 상승은 축산업 경영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육두수를 감

소시킴에 따라 전망기간에 육류 생산량이 0.1∼0.9%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중국의 밀 수요 증가로 인한 국내 재배업의 생산액 변화는 미미하

며, 축산업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0.4% 증가하여 전체 농업생산

액이 0.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업 부가가치는 전망기간 평

균 0.1% 증가하지만, 축산업 부가가치는 경영비 상승으로 평균 2.2% 감소

하여 전체 농업부가가치가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두 수요가 10%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 국내 대두 수입량이 전

망기간 평균 3.9% 감소하고, 국내 가격은 평균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된다. 관련 곡물인 밀, 옥수수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곡물 수입량은

밀, 옥수수를 중심으로 0.1∼0.6% 감소하고, 국내 밀과 옥수수 가격은 베

이스라인 대비 0.4%, 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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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으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축종 전체를 포함하여 평균 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내 밀과 옥수수 수요 증가 시나리오보다 높게 나타났

다. 축산업의 경영비 상승으로 사육두수가 감소하여 육류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은 각각 분석기간 동안 평균 1%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스라인 대비 재배업 생산액은 0.1%, 축산

업 생산액은 0.7% 증가하여 전체 농업생산액은 평균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업 부가가치는 베이스라인 대비 0.2% 상승하지만 축산업은

1.7% 감소하여 전체 농업부가가치는 0.1% 감소할 전망이다.

3.2.2. 양념채소류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내 고추 수요가 10%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 국내 고추 수입량이 전

망기간 동안 0.8∼1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추 도매가격은

첫해에 19.9% 상승하지만 국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다음해에는 0.3%

감소하며 이후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0.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내가격 상승으로 고추 생산량은 전망기간 1.8∼10.9% 늘어나는 것으로 분

석된다.

중국내 마늘 수요가 10% 증가하면 중국의 마늘 수요 증가에 따른 중국

내 마늘 가격 상승으로 국내 수입량은 분석기간 동안 5.4∼8.8%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국내 마늘 도매가격은 첫해에 8.0% 상승한 이후 베이스라

인 대비 평균 2.0% 상승하고 이로 인해 마늘 생산량은 1.2∼2.1% 늘어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양파 수요가 10% 증가하는 경우 국내 양파 수입량은 전망기간

전체에 걸쳐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2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양파 도매가격은 분석기간 0.7∼2.2% 상승하고 이로 인해 양파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0.3∼0.6%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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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과실류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내 사과 소비가 10% 증가하면 국내 사과 수입량은 전망기간 전체에

걸쳐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과가

격은 분석기간 0.4∼1.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소비량이 베이스라

인 대비 평균 0.3% 감소하고 국내 생산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내 사과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과를 제외한 국내 과일 가격은 0.1

∼0.3% 상승하고 포도와 감귤을 중심으로 과일 수입량이 0.03∼0.18%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축산업 생산액의 변화는 없으며 재배업 생

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02∼0.06% 증가하여 전체 농업생산액이 0.01∼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업 부가가치는 전망기간 동안 평균

0.05% 증가하고 농업 전체부가가치는 0.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배 소비가 10% 증가하면 중국내 가격 상승으로 국내 배 수입량

은 전망기간 전체에 걸쳐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국내 배 가격은 2016년까지 0.1∼0.4% 상승하지만 이후 생산량이 증

가하면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내 배 가격이 상승하면서 과

일가격은 0.01∼0.10% 상승하고, 사과, 포도, 감귤을 중심으로 과일 수입량

이 0.01∼0.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2016년까지 베이스라인 대비 0.01∼0.02% 증가한 이후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전체 농업생산액과 부가가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내 포도 소비가 10%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중국내 포도 가격 상

승으로 국내 포도 수입량이 전망기간 전체에 걸쳐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내 포도 가격은 0.2∼0.6%

상승하고 소비량은 0.1∼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포도 생산량

은 2015년부터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포도 가격 상승으로 사과, 배 가격은 0.04∼0.11%, 복숭아, 감귤, 단

감은 0.03∼0.0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과일 가격 상승으로 과

일 수입량은 사과, 감귤을 중심으로 0.02∼0.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내 감귤 소비가 10% 증가하면 중국내 가격 상승으로 국내 감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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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은 분석기간 동안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5.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 국내 감귤 가격은 2016년까지 0.03∼1.47% 상승하지만, 2017∼2018년

에는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고 이후 수입량 감소폭이 커지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감귤 가격 상승으로 과일 소비량은 사과,

배, 포도를 중심으로 0.01∼0.03% 증가할 전망이다. 사과, 배, 포도 가격은

2015년까지 0.04∼0.38% 상승한 이후 감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0.01∼0.0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과일 생산량은 배와 포

도를 중심으로 분석기간 후반부터 0.01∼0.0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15년까지 재배업 생산액이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0.03% 증가하여

전체 농업생산액이 평균 0.0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업 부가가

치는 2016년까지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0.08% 상승하여 해당기간 농업 전

체 부가가치는 평균 0.06% 증가하지만 이후 국내 과일 생산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0.0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4. 축산물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내 쇠고기 소비가 10% 증가하는 경우 베이스라인 대비 국제 쇠고기

가격이 2017년까지 상승하여 해당기간 국내 쇠고기 수입량은 평균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쇠고기 가격은 2016년까지 평균 1.1% 상승

한 이후 하락하고, 생산량은 2015년 이후 0.4∼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베이스라인 대비 돼지고기

와 닭고기 수입량이 각각 평균 0.3%,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내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은 2015년까지 0.1∼0.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

다.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닭고기

생산량은 국내가격이 상승한 2015년까지 증가한 후 국내가격 하락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소고기 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상승효과는 미미한 수

준이다. 국내 곡물 가격은 옥수수를 중심으로 0.2∼0.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용 곡물 소비량은 대부분의 육류 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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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곡물 생산량은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큰 폭의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나타나지 않아 국

내 배합사료 가격은 축종 전체를 포함하여 평균 0.2% 상승에 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내 재배업 생산액 변화는 없으며 축산업 생산액 증가로 전

체 농업생산액은 0.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 부가가치는

전망기간 동안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0.3% 증가하여 농업 전체 부가가치

가 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돼지고기 소비가 10% 증가하면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2011∼

2012년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3.8∼4.4%까지 상승하고 이후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은

시뮬레이션 초기에는 거의 영향이 없으나 2014년 이후 0.2∼0.8%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기간 동안 닭고기 국제가격이 베이스라인 대비

4.4% 상승하여 국내 닭고기 수입량이 평균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망기간 전반에 걸쳐 쇠고기와 닭고기 국내 가격이 각각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1.4%, 1.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돼지고기 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효과는 쇠고기 시

나리오보다 크게 나타나 국내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은 각각 베이스라인 대

비 평균 0.2%, 4.5%, 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곡물 생산량은

옥수수, 대두를 중심으로 0.1∼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곡물

가격이 비교적 크게 상승함에 따라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베이스라인 대비

한육우, 양돈, 육계 배합사료가 각각 평균 2.3%, 2.4%, 2.2% 상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배업 생산액은 2013년까지 0.2∼0.3% 감소한 이후

평균 0.1% 증가하고, 축산업 생산액은 전망기간 동안 평균 1.0% 증가하여

전체 농업생산액은 전망기간 평균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

부가가치가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1.6% 감소하여 농업 전체 부가가치는

전망기간 동안 평균 0.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내 닭고기 소비가 10% 증가하는 경우 국내 닭고기 수입량은 0.3∼

0.6% 감소하고, 국내 닭고기 가격은 전망기간 동안 0.5∼1.0% 상승할 것

으로 예상된다. 국내가격 상승으로 닭고기 소비량은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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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소하고, 생산량은 전망기간 0.1∼0.2%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전망기간 동안 쇠고기와 돼지고기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국내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이 각각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0.1%, 0.6% 감소하고, 국내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은 각각 평균 0.6%, 0.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소고기 생산량은 2014년 이후 0.1∼0.2% 증가하며,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닭고기 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효과는 돼지고기

시나리오보다 작지만 쇠고기 시나리오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국제 곡물가

격 상승으로 국내 곡물 수입량은 0.1∼0.3% 감소하고, 생산량은 전반적으

로 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배

합사료 가격은 전망기간 동안 축종 전체를 포함하여 평균 0.5% 상승할 것

으로 예상된다. 국내 재배업 생산액 변화는 없으며 축산업 생산액은 베이

스라인 대비 0.3∼0.6% 증가하여 전체 농업생산액은 0.1∼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산업 부가가치가 전망기간 동안 평균 0.4% 증가하

고 농업 전체 부가가치는 0.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5.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중국내 곡물과 축산물의 수급 변화는 국제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 이어

지고 국제 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국의 곡물 수요 증가는 국제 곡물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곡물 수

입량 감소 및 배합사료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축산업 경영비가

상승함에 따라 축산업 부가가치와 농업 전체 부가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내 축산물 수요 증가시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하고, 축산물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축산물 수

입량은 감소하고 국내가격은 국제시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국의 채소, 과일 수급 변화는 국내가격 및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양념채소 수요 증가시 중국의 수출량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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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함에 따라 국내 수입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 생산량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내 과일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국내 과일

수입량은 감소하고, 국내가격은 상승하며, 재배업과 농업 전체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농산물 생산대국이자 소비대국인 중국내 농산물 수급변화는 세계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인구증가와 함께 농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용 농지 및 농수의 제약 등으로 농업생산기반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어

서 중국의 중장기 농산물 수급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잦아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중국의 식용 및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는 세계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둘째, 중국의 채소, 과일 수급 변화는 국내 가격 및 수급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반면 곡물과 축산물 수급 변화는 국제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국제 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내 농축산물의 수급변화가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곡물·축산물 수급 모니터링 및 중국의 중장

기 농업전망과 국내파급세계 파급영향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과 운용이 필

요하다. 중국의 농산물 수급 변화에 따른 세계시장에서의 충격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국제모형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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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량작물의 교역구조 전망

1.1. 교역구조의 특징

1.1.1. 개요

식량작물은 한·중 농산물 교역 초기인 1992/94년에 농산물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3%에 달하는 주요 교역 품목이었다. 그러나 연도별 변

동이 심한 가운데 점차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여 2008/10년에 15.0% 수

준으로 떨어졌다. 양국간 식량작물 교역액도 같은 기간 6.1억 달러에서 3.5

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림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량작물 교역액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대 중국 수입액의 절대액이나 비중이 모두 점진적으로 감소

했기 때문이다.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식량작물은 대표적인 중국의 대 한

국시장 수출특화 품목류이다. 대 중국 식량작물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

중은 1% 미만으로 수입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다만 미미하나마 교

역 초기에 비해 그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우리나라의 대 세계 농산물 교역에서 식량작물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

은 1992/94년 30.4%에서 2008/10년 23.4%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 세계 식량작물 교역액에서 중국과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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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같은 기간 36.2%에서 7.6%로 급감하여 대 중국 의존도가 점차 약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1.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식량작물의 비중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1.1.2. 수입구조

<그림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 중국 식량작물 수입은

연도별 변동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연도별 등락이

심한 가운데 수입액이 2007년 10.7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2008년 급격히

감소한 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 중국 전체 농산물 수

입액에서 식량작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2/94년 63.8%, 1997/99

년 50.0%, 2008/10년 17.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대 세계 식량

작물 수입액에서 중국산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36.3%, 16.5%, 7.6%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식량작물 교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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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식량작물 주요 품목별 대 중국 수입액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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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 식량작물 수입이 급감한 것은 식량작

물 중 최대 수입 품목이었던 옥수수의 수입이 급감한 것이 원인이다. 한·

중 농산물 교역액에서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2/94년 61.9%,

1997/99년 45.2%, 2005/2007년 30.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07

년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2007년 말 곡물수출 제

한조치28를 발표한 이후 2007년 6.1억 달러(25.8%)에 달했던 대 중국 옥수

수 수입액이 2008년 25.8백만 달러(1.3%), 2009년 77.3만 달러(0.05%)로

급감하였다. 2010년에는 3.5백만 달러(0.2%)로 소폭 증가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도가 1982년 52.6%에서 2009년 30.2%로 하락하였

는데 옥수수도 자급률이 4.9%에서 1.0%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사료용 및

가공용 수요가 많은 옥수수의 공급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

라의 농산물 교역액에서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1992년 이후 2010년까지 옥수수의 수입액 비중은 평균 15% 수준이다.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는 옥수수의 수입을 상당부분 중국에 의존하였

다. 그러나 중국이 2007년 말부터 국내사정을 이유로 곡물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수입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도 우리나라의 최대 옥수수

수입대상국은 미국으로 수입액의 84.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브라질

3.7%, 헝가리 3.5%, 아르헨티나 3.0%, 남아공 2.8%, 세르비아 1.9%, 호주

0.6%, 중국 0.2% 순이다.

한·중 식량작물 교역구조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는 ‘곡류의 비중 감소'와

‘두류의 비중 증가’이다. 1992/1994년～2008/2010년 동안 대 중국 식량작

물 수입액에서 곡류의 비중은 97.3%에서 51.8%로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옥수수의 수입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 세계 곡류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6.6%에서

4.9%로 대폭 감소하였다.

28. 중국의 곡물수출 제한조치는 수출세 환급 폐지, 수출관세 부과, 수출쿼터제

등 세 가지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형진 외. 2008. 중국농업동향 (2008년

봄호) Ⅰ. 농업정책브리핑 “곡물수출 제한조치의 파급영향 및 전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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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두류의 수입액은 1992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다 2006년부터 빠르

게 증가하여 2008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감소하였다. 대 중국 식

량작물 수입액에서 두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2/94년～2008/10년 동안

3.7%에서 47.4%로 대폭 증가하였다. 두류 중 대두의 수입액 비중이 1.1%

에서 36.8%로 대폭 증가하였다. 팥과 녹두도 동기간 각각 1.7%에서 8.2%,

0.3%에서 0.9%로 증가했다. 중국산 두류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

라의 대두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4.6%에서 22.8%로 크게

증가하여 대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두류 자급률은

1982년 37.8%에서 2009년 10.7%로 감소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류인

데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 대 중국 식량작물 수입액 상위 품목 순위(2008/10년 평균)

품목 비중 주요 세부품목

쌀 38.0 메현미(HS 1006201000) 71.7%, 멥쌀(HS 1006301000) 28.3%

대두 36.8 대두(기타, HS 1201009090) 71.8%, 대두(콩나물용, HS 1201009010) 20.1%

팥 8.2
팥(건조/종자용 이외 기타, HS 0713329000) 67.4%, 팥(탈각한 것/조제

저장처리/냉동 제외, HS 2005511000) 23.3%

보리 7.2
맥아(볶지 않은 것, HS 1107100000) 82.4%, 겉보리(HS 1003009010)

13.1%

옥수수 2.9
옥수수(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이외 기타, HS 1005909000) 64.6%, 옥

수수(사료용, HS 1005901000) 31.7%

밀리트 2.0 밀리트(기타, HS 1008209000) 88.6%, 조(기타, HS 1008201090) 11.4%

녹두 0.9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기타, HS 0713319000) 99.4%

밀 0.9 밀(사료용, HS 1001909020) 51.9%, 밀가루(HS 1101001000) 46.8%

기타

품목
3.1

비그나파세라스(0.5%), 기타콩(0.5%), 수수(0.5%), 강낭콩(0.4%), 감자(0.4%),

메밀(0.3%), 기타서류(0.2%), 고구마(0.1%), 기타 곡물(0.1%), 완두 등

합 계 100.0

주: 세부 품목은 수입액이 십만 달러 이상인 품목이며 비율은 해당 품목의 전체수입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임. 괄호안의 비율은 전체 식량작물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표 7-1>은 2008/10년의 식량작물 26개 세부품목의 대 중국 수입액 순

위가 높은 품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1992/94년에는 옥수수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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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3.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팥(1.7%), 수수

(1.6%), 밀(1.3%), 녹두(0.3%) 등이 매우 적은 비중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에 비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 동안에는 옥수수의 비중이 급감

한 탓에 쌀과 대두가 최대 수입품목으로 부상하였다. 그 뒤를 이어 팥, 보

리, 옥수수가 주요 수입품목인데 CR2, CR5가 각각 74.8%, 93.0%로 교역

초기와 마찬가지로 수입품목의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옥수수를 제외하고 주요 수입 품목은 대부분 교역 초기에 비해 수입액

규모가 증가하였다. 수입액 규모가 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은 1992/94년 8

개에서 1997/99년 7개로 감소했으나 2008/10년 14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

식량작물 중에서 대 중국 최대 수입품목인 쌀은 MMA 물량 쌀로서 1995

년부터 수입되기 시작되었다. 2004년 쌀협상에서 국별쿼터(205,200톤)의

56.6%인 116,159톤이 중국에 배정된데다 총량쿼터(MFN) 중 중국산의 수

입량도 매년 증가하여 2006년 이후 중국산 쌀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중국산 수입쌀은 메현미(HS 1006.20.1000, 가공용)와 멥쌀

(HS 1006.30.1000, 밥쌀용 백미)로 구분되며 시장접근세율은 모두 5%이

다. 중국산 쌀의 수입액은 2006년 83백만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

년 159.2백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0년 136.2백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 현미와 백미의 수입액 비중은 2010년 각각 66.6%, 33.4%로

가공용 쌀의 비중이 높다.

대 중국 식량작물 수입액 중 2위를 차지하는 대두는 2007년 이후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또는 사료용이 아닌 기타 대두(HS 1201.00.90)의 비중이

높다. 이 중에서도 기타 대두(HS 1201.00.9090)의 수입액 비중이 2008년

81.3%에 달했으나 2010년 10.2%로 급감했다. 반면 콩나물용 대두(HS

1201.00.9010)의 수입액 비중은 2007년 19.5%(16백만 달러)에서 2010년

67.5%(24.1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식량작물과 곡류의

비중은 교역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식량작물에 속한 쌀과

대두는 AG코드 570개 품목 중, 2010년도 대 중국 수입농산물 중 수입액이

1위(6.8%)와 2위(6.6%)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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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수출구조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액에서 식량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적다. 시기별 비중 변화를 보면 1992/94년 0.4%(3.4만 달

러), 1997/99년 3.5%(1.54백만 달러), 2008/10년 0.6%(2.36백만 달러)로

1990년대 말 잠시 증가한 후 감소하였다.

지난 3년 동안의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대부분 밀가루(HS 1101.00.1000)

로 대 중국 식량작물 수출액의 79.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리(볶은 것,

HS 2101.30.1000) 11.0%, 콩나물용 대두(HS 1201.00.9010) 4.8%, 감자(플

레이크, 합착 및 펠리트, HS 1105200000) 1.2%를 차지하였다.

1.2. 교역구조 전망

제3장의 분석결과에서 보듯 한·중 식량작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으로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AG코

드 식량작물 26개 세부품목 중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유일하게 밀(밀가루, HS 1101.00.1000) 한 개 품목이 우리나

라의 대 중국 시장 수출특화 품목으로 나타났지만 수출액이 미미하고 지속

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낮다. 특히 밀은 국내자급률(2009년)이

0.5%에 불과한 품목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약하여 단기간에 생산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밀가루는 대부분 수입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국내농업과의 관련성이 매우 적다. 결과적으로 한·중

식량작물의 교역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

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류와 두류의 자급률이 2009년 기준 2.1%와

10.7%에 불과하여 매년 많은 양의 식량 수입수요가 존재한다. 이들 곡류와

두류의 수입시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우선적으

로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주로 미국과 남미에 의존했던 옥수수의 수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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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중 수교를 계기로 중국으로 대체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국내사정으로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이 급격히 줄어

든 상황에서 양국간 식량작물의 교역이 다시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의 식량 수출은 국내 수급 상황과 가

격 그리고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교역의 불확실성

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1998년 이후 5년 연속 식량감산으로

식량문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세계식량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식량안보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95%의 식량자급률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국영무역 품목인 곡물의 수

출을 신중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이 세계 최대의 대두 수입국이지만 연간 약 40여만 톤을 수출

하고 있고(우리나라가 최대의 수출시장), 보리가 최대 수입곡물(2009년

174만 톤 수입) 품목임에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적인 범위에서 수급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물량인 경우 주

산지를 중심으로 공급능력이 충분한 지역의 수출기업들이 수출가격만 적

정하게 보장된다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을 하나의 지역

으로 통합하여 전국적인 수급 상황만을 고려하는 경우 자칫 이러한 가능성

을 간과하기 쉽다.

2004년 쌀 재협상 이후 수입된 MMA 물량 쌀 중 중국산이 2005년도분

14만 톤에서 2009년도분 17.2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추세에 비추어

2014년까지 의무수입물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연동하여 중국산 수

입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5년 이후 쌀 수입이 관세화로 전

환된 이후 중국산의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인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

으나 중국의 쌀 가격 상승과 높은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를 감안하

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산 쌀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실제로 MMA 물량 쌀 중 중국산에 대한 선호도

가 낮아 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중국이 국내 곡물수급 안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 중국 식량작물 수입은 곡류보다는 두류와 서류의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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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 특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팥, 녹두, 강낭콩, 완두 등은

중국의 국영무역 관리대상 식량이 아니어서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 채소류의 교역구조 전망

2.1. 교역구조의 특징

2.1.1. 개요

한·중간 농산물 교역 초기인 1992/94년에 채소류 교역액이 농산물 교역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4.8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비중

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가운데 2008/10년에는 18.5%(425.1백만 달러)

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3년 이후 비중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7-3. 한·중 농산물 교역액 중 채소류의 비중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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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그림 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소류 교역액 중 대 중

국 수입액의 절대액과 비중이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식량작

물과 마찬가지로 채소류도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 품목류로서 우리

나라의 수입액이 절대적으로 많다. 우리나라의 중국 채소류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은 교역 초기 0.5%에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

지 3～5% 수준으로 증가한 후 다시 1～2% 수준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에서 채소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94

년 3.0%에서 2008/10년 4.4%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채소류 교역액에서 중국과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7%에서 49.9%로 대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채소류 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2. 수입구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채소류 수입액은 1992/94년 34.6백만 달러에서

2008/10년 418.5백만 달러로 12배 증가하였다. 농산물 전체 수입액이 같은

기간 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채소류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산 채소류의 수입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더욱 빠르

게 증가하였다(그림 3-2 참조). 한 중 수교 후 2001년까지 22.1백만 달러에

서 92.0백만 달러로 4.2배 증가한 반면 2002～2010년 동안 95.7백만 달러

에서 531.6백만 달러로 5.6배 증가하였다.

중국산 채소류의 수입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채

소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6%에서 21.7%로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 세계 채소류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

은 기간 35.8%에서 70.1%로 증가하여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

이다. 2010년 우리나라의 채소류 수입상대국별 비중은 중국 73.9%, 미국

9.2%, 일본 3.2%, 태국 2.3%로 중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채소류 수입 품목의 수와 품목별 수입액 규모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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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AG코드 채소류 48개 세부품목 가운데 중국

으로부터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은 1992년 12개 품목에서 2010년 33개 품

목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수입액이 10만 달러 이상, 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도 각각 9개와 3개에서 30개와 22개로 증가하였다. 수입액이 천만 달

러 이상인 품목은 1개(기타 채소)에서 8개(고추, 김치, 마늘, 기타 채소, 당

근, 토마토, 파, 양파)로 증가하였다.

표 7-2. 대 중국 채소류 수입액 상위 품목 순위(2008/10년 평균)

품목 금액(비중) 주요 세부품목

김치 93.7(22.4%) 김치(조제저장처리, HS 2005991000) 100%

고추 91.2(21.8%)

고추류(냉동, HS 0710807000) 77.8%,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

않은 것, HS 0904201000) 20.2%,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것, HS 0904202000) 2.0%

마늘 48.4(11.6%)

마늘(신선/냉장/기타, HS 0703209000) 44.4%, 마늘(냉동, HS 07108

02000) 43.8%, 마늘(조제저장처리, HS 2001909060) 6.7%, 마늘(신

선/냉장/탈피, HS 0703201000) 3.3%

당근 38.1(9.1%)
당근(신선/냉장, HS 0706101000) 89.3%, 당근(건조, HS 071290204

0) 7.8%, 당근(냉동, HS 0710804000) 2.9%

토마토 14.5(3.5%)
토마토페이스트(HS 2002901000) 96.4%, 토마토케첩(HS 21032010

00) 1.9%

파 10.7(2.6%) 파(건조, HS 0712902030) 100%

양파 10.0(2.4%)
양파(신선/냉장, HS 0703101000) 67.0%, 양파(건조, HS 071220000

0) 21.1%, 양파(냉동, HS 0710801000) 10.7%

기타

채소
59.3(14.2%)

기타채소(냉동, HS 0710809000) 24.8%, 기타채소(신선/냉장, HS 07099

09000) 22.5%,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HS 0711905099) 16.4%, 기타채

소(조제조장처리, HS 2005999000) 15.2%, 기타 채소(건조, HS 07129020

99) 7.3%, 식용식물기타(조제저장처리, HS 2001909090) 6.2%, 기타 채

소혼합물 등(조제저장처리/냉동, HS 2004909000) 5.3%

기타

품목
52.6(12.4%)

채소종자(2.0%), 기타 근채류(1.8%), 꽃양배추(1.4%), 양배추(1.1

%), 딸기(1.0%), 오이(1.0%), 생강(0.9%), 무(0.7%), 결구상치(0.5%),

배추(0.4%), 채소혼합물(0.4%), 염교(0.3%), 기타 파속채소(0.3%),

상치(0.2%)

합 계 418.5(100.0)

주: 금액은 백만 달러. 세부 품목은 수입액이 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이며 비율은 해당 품

목의 전체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 채소류 수입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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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는 2008/10년의 채소류 48개 세부품목 중 대 중국 수입액 순위

가 높은 품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중간

채소류 교역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대 중국 수입품목구조가 김치와

고추, 마늘, 파, 양파 등 양념채소류 위주로 고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

김치, 고추, 마늘은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 순위가 각각 4위, 5위, 7위로 대

표적인 대 중국 수입품목이다.

<그림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치는 1996년부터 수입액이 지속적으

로 증가했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200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112.7백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소폭 감소한 후 2010

년 109.2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대 중국 채소류 수입액 중 김치의 비중은

1996년 0.02%에서 2010년 19.2%로 대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가 수입하

는 김치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어 중국산 의존도가 100%이다.

그림 7-4. 대 중국 채소류 주요 품목별 수입액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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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채소류 가운데 고추, 마늘, 파, 양파 등 양념채소

류는 대표적인 수입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2010년 대 중국 채소류 수입액

에서 각각 1위(109.2백만 달러), 3위(101.3백만 달러), 7위(11.5백만 달러),

8위(10.6백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한 중 농산물 교역 초기에 고추 수입액

은 마늘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급격히 증가

하였다. 마늘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입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

나 2009년까지 감소한 후 2010년 101.3백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파와

양파의 수입액은 비교적 완만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추, 마늘, 파, 양파 4개 품목이 2010년 대 중국 채소류 수입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각각 20.5%, 19.1%, 2.2%, 2.0%로 4개 품목을 합치면

43.8%에 달한다. 특히 고추와 마늘의 수입액 점유율이 높다. 한 중 교역

초기인 1996/98년 21.9%, 18.8%, 7.7%, 1.4%와 비교하면 마늘과 양파의

비중은 증가했지만, 고추와 파는 오히려 감소했다. 4개 품목의 수입액 점

유율도 49.8%에 비해 하락하였다. 이는 교역 초기 수입품목이 적은 상태에

서 양념채소류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수입품목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

로 비중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대 중국 채소류 수입은 교역 초기부터 수입품목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1996/98～2008/10년 동안 채소류 48개 세부품목의 수입액

순위를 기준으로 수입품목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CR2와 CR5가 각각 40.8%

에서 44.2%, 74.7%에서 79%로 증가하였다. CR10은 동기간 92.6%에서

91.3%로 다소 약화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추는 대부분 냉동고추(HS 0710.80.7000)와 건

조고추(HS 0904.20.1000)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2008/10년 대 중국 고추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7.8%와 20.2%이다. 양허기준세율은 각

각 30%와 300%로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신선/냉장 형태를 피하여 수입관

세율이 낮은 냉동고추류의 수입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마늘의 형태는 냉동(HS 0710.80.2000), 신선/냉

장/기타(HS 0703.20.9000), 조제조장처리(HS 2001.90.9060), 신선/냉장/탈

피(HS 0703.20.1000) 등 다양하다. 2008/10년 대 중국 마늘 수입액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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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중은 각각 44.4%, 43.8%, 6.7%, 3.3%이다. 양허기준세율은 각각

30%, 400%, 40%, 400%로 고추에 비해 냉동 형태가 적긴 하지만 관세율

이 낮은 냉동 및 조제저장처리 마늘의 비중이 51.1%로 절반을 넘는다.

파는 전량 건조(HS 0712.90.2030) 형태로 수입되며 양허기준세율은

60%이다. 양파는 고추, 마늘과 달리 신선/냉장(HS 0703.10.1000) 형태의

수입액 비중이 67%로 높고 다음으로 건조(HS 0712.20.0000) 21.1%, 냉동

(HS 0710.80.1000) 10.7% 순이다. 양허관세율은 각각 150%, 150%, 30%

이다. 고추, 마늘에 비해 신선/냉장 형태의 수입관세율이 낮아 양파의 수입

에서 신선/냉장 형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1.3. 수출구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채소류 수출액은 1992/94년 16.6만 달러에서 2008/

10년 656.7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액에서 채소류가 차지

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에서 1.7%로 감소하였다.

2008/10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주요 채소류 품목은 기타채소종자

(HS 1209.91.9000) 3.30백만 달러(50.2%), 토마토케첩(HS 2103.20.1000)

1.18백만 달러(18.0%), 기타식물(설탕저장처리, HS 2006.00.9090) 0.55백

만 달러(8.3%),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HS 0711.90.5099) 0.38백만 달러

(5.8%),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HS 2005.99.1000) 0.25백만 달러(3.8%),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것, HS 0904.20.2000) 0.18백만 달러(2.7%)

등이다.

2.2. 교역구조 전망

한·중간 채소류 교역은 산업간무역으로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

(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제3장의 분석결과에서 보듯 AG코

드 채소류 48개 품목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 중국시장 특화품목은 파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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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균질화채소, 후추 3개 품목에 불과하다. 그리고 양국간 교역실적이 있

는 37개 품목 가운데 산업내무역 품목은 채소종자 1개 품목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한 중간 채소류 교역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 중국 채소류 수입은 김치와 양념채소류의 비중이 높은 품목구조가 형

성되어 있다. 앞으로도 한 중 채소류 교역은 우리나라의 김치와 양념채소

류 위주의 수입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수입 품목이 다양화되면서 지속

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농산물 가공업이 빠른 속도

로 발전하고 있어 채소류 가공품의 수입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채소류 중 수입액 순위 1위, 2위를

차지하는 고추와 마늘은 국내 자급률이 48.5%와 76.8%로 매년 일정량의

수입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다. 특히 고추는 중장기 수급 전망에서 2021

년도 자급률이 42.2%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수입의존도는 더욱 심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마늘은 2021년 자급률이 81.9%로 예측되어 수

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여전히 수입 수요는 존재한다.29

제6장에서 실시한 중국의 중장기 농산물 수급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주요 수입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는 재배면적과 생산

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식량작물과 달리 양념채소

류의 특성상 가격 및 내수와 수출 증가 등 수요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여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8/10년 우리나라의

중국산 고추와 마늘의 수입량은 중국 국내 생산량의 0.9%, 0.3%에 불과하

여 중국 국내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수출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

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산 고추와 마늘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확대될 가

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채소류 수입 품목 1위인 김치는 전량 중국으로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농업전망2011(Ⅰ) ‘제25장 양념채소 수급 동향

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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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수입하고 있다. 2009년도 국내 김치 수급 상황에서는 전체 김치 생산

량 중 자가생산과 상품김치의 비중이 각각 약 50% 정도이고 상품김치의

약 11%(2009년 기준) 내외가 수입김치이다. 국내 배추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긴 하지만 전체 공급량의 10% 이상 수입수요가 존재하고, 중

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김치 수

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수입김

치의 안전성이 개선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격경쟁력을 지닌 중국산 김치

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또한 최근 잦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채소류 수급의 불안정성이 증대되

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농업생산구조도 유사한 중국은 우

리나라의 채소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가을 배추 수급 불안정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하자 배

추와 무에 각각 적용되는 수입관세 27%, 30%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중

국으로부터 배추 100톤, 무 50톤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수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장철 배추 등 채소류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향후 잦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

내 채소류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수입농산물 관세율체계가 유지되는 경우 채소류 수입시 고율관세

를 회피하기 위해 신선/냉장 형태보다는 반가공품 형태의 우회수입이 지속

적으로 선호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선농산물 수입시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바꾸어 생각하면 관세가 낮아지는 경우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농업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한·중

FTA 체결을 가정하면 신선/냉장 형태의 관세율이 낮아지고 지리적으로 가

까워 신선/냉장 형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생산농가에 직

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식품안전성은 양국간 채소류 수출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005년 한국산 및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된 사례와 같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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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는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역마찰로 확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양

국간 채소류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런 맥락에

서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위생기준, 기술표준을 적용하는 등

SPS 조치, TBT 조치를 강화하여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는 경우 교역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양국은 식물검역 조치를 통해 주요 신선 과

채류 품목의 상호간 수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채소류 교역의 확대를 제약하

고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은 모두 수출확대를 위해 특정

품목의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중국은 단호박(2005년), 우

리나라는 파프리카, 참외(이상 2007년), 딸기(2008년), 토마토(2009년)에

대해 상대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한 상태이다. 국내 검역당국의 과거

사례를 보면 수입허용 요청 국가와 대상 품목에 따라 통상 8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 수입위험평가 절차가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된

다. 한국과 중국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다른 나라의 여타 품목들도 평가 절

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국이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들에

대한 수입허가 결정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통상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들에 대한 평가 절차를 동시에 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허용되더라도 시차를 두고 한 품목씩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검역해제조치로 인해 중국산 과채류

의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양국의 동식물 검역조치는 교

역확대를 제약하는 실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한두 품목씩 수

입위험평가 절차를 거쳐 수입이 허용된다면 신선채소류의 교역이 좀 더 확

대될 것은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노동집약형 작물인 채소류는 중국의 대표적인 비교우위 농산물로서 최

대의 수출품목류이다. 이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비용과 토지비용에 기초한

낮은 생산비 그리고 저생산비 구조를 토대로 한 가격경쟁력이 수출경쟁력

을 뒷받침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에서 인력난이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에서도 노동력 부족문제가 심각해져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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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비용이 증가하고 토지용역비 등 기타 투입재가격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농작물 생산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는 수출농산물의 수출

단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제3장에서 양국간 주요 농산물의 생산비와 도매시장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중간 채소류 생산비 및 도매시장 가격 격차가 줄고

있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채소류의 생산비가 지속적

으로 상승하는 경우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토대로 수출을 확대

해왔던 전통적인 수출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과실류의 교역구조 전망

3.1. 교역구조의 특징

3.1.1. 개요

한·중간 농산물 교역에서 과실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역 초기인

1992/94년 0.7%(7.1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2008/10년 3.5%(80.0백만 달

러)로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 중간 농산물 교역액에

서 과실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교역 초기나 최근이나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은 <그림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실류 교역액 중 대 중국 수입액이

나 수출액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식량작물, 채소류와 마

찬가지로 과실류도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 품목류이고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다. 그러나 식량작물, 채소류와 달리 과실류는 39

개 세부품목 중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이 5개로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1992/94년 0.4%에서 2008/10년

39.9%로 대폭 증가하여 식량작물, 채소류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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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한·중 농산물 교역액 중 과실류의 비중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에서 과실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94

년 5.2%에서 2008/10년 5.1%로 커다란 변화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채소류 교역액에서 중국과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5%에

서 8.0%로 소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과실류 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

존도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3.1.2. 수입구조

우리나라의 대 중국 과실류 수입액은 1992/94년 7.1백만 달러에서 2008/

10년 57.2백만 달러로 8배 증가하였다. 농산물 전체 수입액이 같은 기간 2

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과실류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

다. 중국산 과실류의 수입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

게 증가했으나 2007년 72.8백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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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그림 3-2 참조). 중국산 과실류의 수입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과실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7%에서

3.0%로 소폭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 세계 과실류 수입액에서 중국

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1%에서 6.9%로 증가하여 중국 의존도

가 미미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7-3. 대 중국 과실류 수입액 상위 품목 순위(2008/10년 평균)

품목 금액(비중) 주요 세부품목

기타

과실
47.6(83.1%)

견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HS 2007999000) 41.1%, 기타 과실

(신선, HS 0811909000) 25.3%, 견과, 땅콩 외 기타의 씨류(조제저

장처리, HS 2008199000) 23.5%, 과일주스기타(HS 2009801090) 3.

5%, 기타 과실(건조, HS 0813409000) 2.3%, 잼, 제리, 마멀레이드

기타(HS 2007991000) 2.2%

사과 3.2(5.7%) 사과주스(기타, HS 2009790000) 92.4%,

기타

감귤류
2.7(4.7%) 기타 감귤류 과실(조제저장처리, HS 2008309000) 100%

복숭아 2.3(4.0%)

복숭아(설탕첨가/밀폐용기의 것, HS 2008701000) 86.8%, 복숭아주

스(건조, HS 2009801010) 8.3%, 복숭아(기타/조제저장처리, HS 200

8709000) 4.9%

버찌 0.49(0.9%) 버찌(기타방법조제, HS 2008600000) 98.0%

포도 0.37(0.6%) 포도(기타방법조제, HS 2008991000) 95.1%

나무딸기 0.29(0.5%)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건베리(냉동, HS 0811200000) 100%

기타 품목 0.29(0.5%)
캐슈넛(0.1%), 배(0.1%), 파인애플(0.1%), 과실혼합물(0.1%), 유자

(0.03%)

합 계 57.2(100.0)

주: 금액은 백만 달러. 세부 품목은 수입액이 만 달러 이상인 품목이며 비율은 해당 품목

의 전체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 과실류 수입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중국으로부터 과실류 수입품목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식물검역조치로

인해 중국산 신선과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과일을 원료로 한 조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표 7-3 참조). AG코드 과실류 39개 세부품목 가운데 중

국으로부터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은 1992년 9개 품목에서 2010년 20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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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수입액이 10만 달러 이상, 백만 달러 이상인 품

목도 각각 3개와 2개에서 8개와 4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입액이 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은 2010년 1개 품목(기타 과실)에 불과하다.

<표 7-3>은 2008/10년(3년 평균)의 과실류 39개 세부품목 중 대 중국 수

입액 순위가 높은 품목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중간 과실류 교역에서 대 중국 수입품목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기타 과

실을 원료로 한 조제품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품목의 대부분이 HS 20류(채소 과실의 조

제품)에 속하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3.1.3. 수출구조

우리나라의 대 중국 과실류 수출액은 1992/94년 2.9만 달러에서 2008/10

년 22.8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대 중국 농산물 수출액에서 과실류가 차지

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4%에서 6.0%로 증가하였다. 2008/10년 식량작물

과 채소류의 비중이 각각 0.6%, 1.7%인 것에 비하면 과실류의 대 중국 수

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식물검역조치로 우리나라의 신선과일 수입

을 금지하고 있어 수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출 품목은 모두 과일을 원료

로 한 조제품이다. 유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대표적인 과실 품목

으로 유자차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유자는 대 중국 과실류 수출액이 48.6%

로 1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대 중국 농산물 수출액 순위에서도 8위(2.9%)

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대 중국 수출 품목이다. 유자에 이어 과즙음료(HS

2202.90.2000)가 38.7%,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HS 2007.99.9000)가

5.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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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역구조 전망

한·중간 과실류 교역은 산업간무역으로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

(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제3장의 분석결과에서 보듯 AG코

드 채소류 39개 품목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 중국시장 특화품목은 오렌지,

감귤, 유자, 과실혼합물, 단일과실조제품 등 5개 품목에 불과하다. 식량작

물과 채소류가 각각 1개, 3개였던데 비해 과실류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실적이 있는 21개 품목 가

운데 산업내무역 품목은 한 품목도 없다. 결과적으로 한 중간 과실류 교역

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

은 크지 않다.

2008/10년 한·중간 과실류 교역규모는 1997/99년에 비해 4배 증가하였

다. 채소류가 동기간 6.3배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은 낮지만 식량작물,

축산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중간 과실류 교역은 신선과일의 수출입이 금지

되어 모두 과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이 수출입되는 특징이 있다. 향후 양국

의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과일조제품의 교역이 확대될 가능

성이 크다.

신선과실류가 양국의 식물검역조치로 수출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양국

모두 수출확대를 위해 상호간 수입금지 농산물의 수입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앞서 과채류의 경우와 같이 장기적으로 품목별 수입위험평

가 절차를 거쳐 수입이 단계적으로 허용되면 신선과실류의 교역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양벗(2003년), 여지, 용안, 사과, 배(이상 2004년)에

대해 우리나라에 수입금지 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양벗은 수입식물

병해충 위험분석 8단계를 완료하여 5년 만인 2008년에 수입 허용을 결정

하였다. 우리나라는 단감(2008년), 포도, 감귤(이상 2009년)을 대상으로 중

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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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산물의 교역구조 전망

4.1. 교역구조의 특징

4.1.1. 개요

한·중간 농산물 교역에서 축산물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2008/10년의 비중은 3.4%(78.9백만 달러)로 교역

초기인 1992/94년 3.2%(30.9백만 달러)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 과실류와

마찬가지로 축산물도 양국이 동물검역조치로 상대국과의 수출입을 제한하

고 있어 교역액이 많지 않은 품목에 속한다. <그림 7-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축산물 교역액 중 대 중국 수입액이나 수출액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7-6. 한·중 농산물 교역액 중 축산물의 비중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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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도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 품목류로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다. 축산물 114개 세부품목 중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

화 품목은 14개(육류 난류 3개, 낙농품 8개, 기타 축산물 3개)에 불과하다.

다만 낙농품은 전체 12개 품목 중 우리의 수출특화 품목이 8개로 축산물

중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품목이다.

한 중간 축산물 교역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앞서 양국간 과실류 교역에서

도 관찰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 중국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크게 증

가한 것이다. 1992/94년 0.3%에서 2008/10년 31.2%로 대폭 증가하였다.

4.1.2. 수입구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축산물 수입액은 1992/94년 30.9백만 달러에서

2008/10년 60.2백만 달러로 1.9배 증가하였다. 중국산 축산물의 수입은 중

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2007년 100.5백

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2 참조).

중국산 축산물의 수입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

입액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대 세계 축산물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2.0%로 낮아져 중국 의존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 중간 축산물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입품목 구조 변화의 가

장 큰 특징은 육류의 비중 증가이다. 교역 초기인 1992/94년에는 대 중국

축산물 수입액 중 기타 축산물과 육류의 수입액 비중이 각각 78.2%와

19.7%였으나 2008/10년에는 각각 38.8%와 51.7%로 기타 축산물의 비중이

줄고 육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육류 수입은 양국의 동식물검역조치

로 인해 신선육류나 신선가금육류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고 열처리가금육

만 수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육류 수입은 가금육류 수입이 대부분을 차

지하며 축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2%에 달한다.

<표 7-4>는 2008/10년의 축산물 114개 세부품목 중 대 중국 수입액 순

위가 높은 품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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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축산물 교역에서 신선 육류의 수출입이 금지된 까닭에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 품목도 HS 02류(육과 식용설육)는 없고 HS 16류(육 어류조제

품), HS 04류(낙농품 조란 천연꿀), HS 05류(기타 동물성생산품)이 대부분

을 차지한다.

표 7-4. 대 중국 축산물 수입액 상위 품목 순위(2008/10년 평균)

품목 금액(비중) 주요 세부품목

닭고기 16.8(27.9%)
닭고기(기타조제저장, HS 1602329000) 78.0%, 닭고기(밀폐용

기의 것, HS 1602321090) 22.0%

로열젤리 5.9(9.7%)
조제품기타(HS 2106909099) 90.4%, 로열젤리(HS 0410003000)

6.9%

펩톤(단백질류) 5.5(9.2%)
유리단백질(HS 3504002030) 78.3%, 기타단백질물질계(HS 350400

2090) 19.9%

기타육류 4.6(7.7%) 조제육, 설육 기타(HS 1602909000) 99.8%,

기타가금육 4.4(7.3%) 가금류의 것(기타조제저장, HS 1602399000) 100%

녹용 3.8(6.3%) 녹용(전지, HS 0507901110) 97.4%

육류스프 2.5(4.2%) 수프, 브로드, 제조품(육류의 것, HS 2104101000) 100%

젤라틴 2.2(3.7%)
동물성 글루기타(HS 3503003000) 83.6%, 젤라틴(HS 350300

1010) 16.5%

동물의건과근 2.0(3.3%) 동물의 사체(기타/비식용, HS 0511999090) 65.8%

개 1.5(2.4%) 개(HS 0106191000) 100%

영장류 1.4(2.3%) 영장류(HS 0106110000) 100%

돼지고기 1.04(1.7%)

돼지고기기타부위(밀폐용기의 것, HS 1602491000) 80.6%, 돼

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의 것, HS 1602411

000) 16.0%

조란 0.97(1.6%)
조란(껍질붙은것/신선한것이외기타, HS 0407009000) 81.6%,

조란(껍질 붙지 않은 것/건조한 것, HS 0408910000) 10.3%

합 계 52.6(87.3)

주: 금액은 백만 달러. 세부 품목의 비율은 해당 품목의 전체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괄호안의 비율은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2008/10년 우리나라의 대 중국 축산물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가금육류인 닭고기로 축산물 수입액의 27.9%를 차지하였다.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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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3개 세부품목 중 육류의 비중은 기타 육류(7.7%)와 기타 가금육

(7.3%), 돼지고기(1.7%)를 합해 44.6%를 차지하였다.

4.1.3. 수출구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축산물 수출액은 1992/94년 8만 달러에서 2008/10

년 18.8백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

액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0%에서 5.0%로 증가하였

다. 대 중국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도 31.2%로 39.2%인 과실류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1% 내외에 불과한 식량작물, 채소류과 비교하면 매

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낙농품(56.1%), 육류(22.0%), 기타

축산물부산물(18.2%)이다. 앞서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낙농품은 12

개 세부품목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이 8개로 중국산

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다. 주로 수출되는 품목류(AG코드 63개

품목류)는 조제분유(27.6%), 탈지분유(20.2%), 생우유(4.8%), 연유(1.3%)

등이다. AG코드 570개실품목으로 보면 조제분유(유아용, HS 1901.10.1010), 분

유기타(설탕·감미 미첨가, HS 0402.10.1090), 밀크와 크림(HS 0401.20.0000, HS

0401.10.0000) 등이다.

육류 중 주로 수출되는 품목류는 쇠고기(14.6%), 돼지고기(4.3%), 가금육

류(0.8%), 기타 육류(2.3%) 등이다. 570개 실품목으로는 쇠고기(냉동/기타/뼈

채절단/갈비, HS 0202.20.1000), 쇠고기(냉동/뼈 없는 것, HS0202.30.0000),

돼지고기 기타 부위(밀폐용기의 것, HS 1602.49.1000) 등이다. 기타 축산물의

부산물중에서는 로열젤리(12.5%)와 꿀(5.6%)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4.2. 교역구조 전망

한·중간 축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으로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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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제3장의 분석결과에서 보듯 AG코

드 채소류 114개 품목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 중국시장 특화품목은 14개

품목에 불과하다. 그리고 양국간 교역실적이 있는 68개 품목 가운데 산업

내무역 품목은 돼지고기 한 품목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한 중간 축산물

교역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

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와 달리 축산물 중 낙농품은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으로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낙농품 12개 세부품

목 중 우리나라는 생우우,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치즈, 발효유, 조제분

유, 우유조제품 등 8개 품목, 중국은 유당, 버터, 유장 등 3개 품목에서 우

위를 점하고 있다. 낙농품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축산물 수출의 주력 품목

으로서 최근 멜라민 분유 사건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로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낙농품을 신뢰하지 않고 수입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도

중국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중간 축산물 교역을 제약하는 최대 요인은 양국의 동물검역조치이다.

양국은 모두 축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대국에 수입허용을 요청함으

로써 동물검역조치의 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열처리

가금육의 수입허용을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축산물 수입위험평가 8단

계 중 6단계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5개월 만에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우

리나라도 2006년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이며 수입

위험평가 5단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식물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국

모두 동물검역이 일시에 해제되어 교역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

다. 다만, 양국 모두 상대국에 지속적으로 동물검역조치의 해제를 요청하

고 장기에 걸쳐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완료하면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미

국, 유럽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축산물을 대체하여 양국간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축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동식

물 유병의 지역화 개념을 도입하여 ‘가축전염병 무발생지역 시범구’ 설치

등을 통해 무역상대국과의 검역협정 및 FTA 협상시 지역화 인정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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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전체를 구제역 상시 발생지역으로

간주하여 신선육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검역당국은 우리

나라 검역당국에 지역적으로 병해충 또는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생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한중 FTA에서도 지역화문제를 제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육돈과 육계는 한 중간 생산비 격차가 다

른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계는 한

국의 생산비가 중국의 82% 수준으로 격차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축산부문의 생산비 증가는 노동비용과 토지용역비 증가에 의한 것으로 장기

적으로는 중국 축산물의 수출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5. 기타 가공농산품30의 교역구조 전망

5.1. 교역구조의 특징

한·중간 농산물 교역에서 기타가공농산품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94년 29.2%(281.9백만 달러)에서 2008/10년 59.6%(1,373.2백만 달러)

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림 7-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

가공농산품 교역액 중 대 중국 수입액의 절대액과 비중 모두 큰 폭으로 증

가했기 때문이다. 기타가공농산품도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 품목류

로서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대 중국 수입액의 증

가와 함께 수출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중국 기타가공농산

품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은 교역 초기 2.8%에서 최근 31.2%로 대폭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기타가공농산품 교역액에서 중국과의 교역액이 차지

30. AG코드 570개 농축산물 중 축산물 114개, 식량작물 26개, 채소류 48개, 과실

류 39개를 제외한 20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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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1.3%에서 13.8%로 약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기타가공농산품류의 교역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7. 한·중 농산물 교역액 중 기타가공농산품의 비중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우리나라의 대 중국 기타가공농산품 수입액은 1992/94년 274.1백만 달

러에서 2008/10년 1,046.1백만 달러로 3.8배 증가하였다. 농산물 전체 수입

액이 같은 기간 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산 채소류의 수입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그림 3-2 참조). 한 중 수교 후 2001년까지 255.1백만 달러에서

339.7백만 달러로 1.3배 증가한 반면 2002～2010년 동안 387.7백만 달러에

서 1,106.6백만 달러로 2.9배 증가하였다.

중국산 기타가공농산품의 수입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

액에서 기타가공농산품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8.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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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로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 세계 기타가공농산품 수입액에

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4.5%에서 14.4%로 변화가 없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기타가공농산품류 수출액은 1992/94년 7.9만 달러에

서 2008/10년 327.1만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액에

서 기타가공농산품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교역 초기 96.2%에 달했다. 최근

에도 이러한 국면은 유지되고 있지만 교역 초기에 비해 비중은 9.6% 포인

트 감소하였고 이 공간은 과실류가 대체하였다.

표 7-5. 대 중국 기타가공농산품 수출입액 상위 품목 순위(2008/10년 평균)

AG코드 34개 품목류

수

입

박류(21.5%), 채유종실(12.0%), 사료(8.8%), 소스류(7.1%), 기타 조제농산품(6.3%),

면류(5.6%), 당류(5.5%), 과자류(4.8%), 주류(4.0%), 음료(4.0%), 전분(3.0%), 연초류(2.

3%), 식물성 액즙(2.1%), 잠사류(2.1%), 기타 식물성물질(1.8%), 기타 곡실류(1.6

%), 식물성 유지(1.3%), 버섯류(1.0%), 효모류(0.9%), 화훼류(0.8%), 한약재(농산

물, 0.7%), 기타산식물(0.6%), 코코아류(0.5%), 커피류(0.5%), 유지가공품(0.4%), 인

삼류(0.3%), 기타 농산부산물(0.3%), 빵류 제조용(0.2%), 차류(0.1%)

수

출

당류(21.8), 면류(11.7), 과자류(11.6%), 커피류(9.3%), 기타 조제농산품(8.8%), 소스

류(6.5%), 화훼류(5.8%), 음료(5.2%), 주류(4.1%), 인삼류(3.0%), 연초류(2.9%), 식

물성 유지(2.5%), 버섯류(2.0%), 코코아류(1.1%), 식물성액즙(1.0%), 사료(0.7%),

유지가공품(0.5%), 지방성 물질(0.3%), 식물성 섬유(0.2%), 채유종실(0.2%) 등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표 7-5>는 2008/10년 기타가공농산품 AG코드 34개 품목류 중 대 중

국 수출입액 순위가 높은 품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수입액면에서

박류와 채유종실은 교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최대 수입품목의 지위를 유지

하고 있다. 박류의 세부품목별 수입액 비중을 보면 전분박 52.6%, 대두박

11.9%, 설탕박 10.7%, 채종.콜자씨박 8.5%, 양조박 8.2%, 면실유박 2.9%,

밀기울 2.8%, 옥수수박 2.0% 순이다. 이 중 전분박, 대두박, 설탕박, 채종·

콜자씨박, 양조박은 AG코드 570개 실품목 중 2008/10년 대 중국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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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 순위에서 각각 3위, 21위, 23위, 26위, 28위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

품목이다.

채유종실의 세부품목별 수입액 비중은 참깨 38.5%, 땅콩 31.3%, 들깨

22.7%, 기타 채유종실 5.4%, 해바라기씨 1.2% 순이다. 이 중 참깨, 땅콩,

들깨는 AG코드 570개 실품목 중 2008/10년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 순위

에서 각각 8위, 14위, 19위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품목이다.

대 중국 기타가공농산품류의 수입은 품목집중도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

이다. 1992/94년～2008/10년 동안 CR2는 55.1%에서 33.5%, CR5는 82.0%

에서 55.6%, CR10은 93.3%에서 79.5%로 감소하였다. 이는 수입 가공농산

품류의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타가공농산품류 34개 품목류 중 대표적인 대 중국 수출품목은 당류와

면류, 과자류, 커피류, 기타조제농산품, 소스류, 화훼류, 음료, 주류, 인삼류,

연초류이다. 이들 11개 품목류의 비중은 90.6%에 달한다. 수입품목의 집중

도가 약화되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수출품목의 집중도도 약화되고 있다.

1997/99년～2008/10년 동안 CR2는 50.9%에서 33.6%, CR5는 72.6%에서

63.2%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CR10은 86.6%에서 87.8%로 오히려 소폭 증

가하였는데 이는 상위 10위 품목류들간 집중도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5.2. 교역구조 전망

제3장의 분석결과에서 보듯 한·중간 기타가공농산품(AG코드 343개) 교

역은 산업간무역의 비중이 73.5%로 높지만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축

산물에 비해 산업내무역의 비중도 9.3%를 차지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

중국시장 특화품목이 68개에 달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이 다른

작물에 비해 압도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 중국 기타가공농

산품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교역 초기 2.8%에서 최근 31.2%까지

증가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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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한 중간 기타가공농산품 교역은 다른 품목에 비해 산업내무

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한 수입 및 수출 품목의 집중도가 약

화되는 추세에서 보듯 수출입 품목의 수와 품목별 교역액 규모도 더욱 확

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식량작물의 경우 중국의 국내수급상황과 식량

안보, 그리고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의 경우 양국의 동식물검역조치가 실

질적으로 교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기타가공농산품류는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양국간 기술 격차가 존

재하여 교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요약 및 결론 제8장

1. 요약

□ 한·중 농업의 위상 변화와 성장 특성

우리나라와 중국의 농업은 각각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에 생산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이 1980년대 중반

에 고용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이 된 반면, 중국 농업은 아직도 고용 비중

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산업구조 변화에서 생산구조와

고용구조 변화의 차이가 현저한 이른바 ‘고용구조의 비전형화(非典型化)’

현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표

방하고 있는 중국의 독특한 호적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중국 체제의

특수성은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그

러나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발전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가 표준패턴에 부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농업의 요소생산성은 시간상 격차가 있긴 하지만 모두

토지생산성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더 빠르게 성장하였다. 노동생산성에 영

향을 미치는 토지/노동 비율은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 중국은 1990년

대 초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편 토지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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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당 비료와 농약 투입 비율도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증가했지만 중국

의 증가율이 더 높다. 다만 화학비료와 농약의 단위면적당 투입은 우리나

라가 1990년대 이후 감소(정체)한 반면, 중국은 아직도 증가 추세이다.

중국 농업은 1990년대 초반 이후 토지/노동 비율 증가가 노동생산성 향

상에 크게 기여하여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토지생산성 증가율를 상회하는

단계로 전환하였고, 이 시기에 ‘Yamada의 아시아형 농업성장경로’상 3단

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우리나라 농업은 1970년대 중반을 전

환점으로 토지/노동 비율이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 시

기에 3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농

업의 성장은 약 20여 년의 시간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중 농산물 교역의 분업 및 경쟁구조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은 곡류의 비중이 감소

하고, 채소류 및 기타가공농산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수

입농산물 시장에서 중국산의 비중은 2007년(23.5%)까지 크게 증가하였으

나 중국의 곡물수출 제한조치로 최대 수입품목이었던 옥수수 수입이 급감

함에 따라 점유율도 하락하였다. 그러나 채소류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비

중은 크게 증가하였으며(2010년 73.9%), 주요 양념채소류인 고추, 마늘, 양

파, 파는 중국산 의존도가 모두 95% 이상이다. 대 중국 수입 채소류의 형

태는 커다란 관세율 격차로 인해 신선/냉장 형태보다 냉동/조제처리 등 단

순가공을 거친 반가공품 형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중국은 2009년 이

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2의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그

러나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 원료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한 가공식품류

로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매우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한·중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쌀(중단립종), 감자,

배추, 양배추, 토마토(시설), 오이(시설), 사과, 감귤, 육우, 돼지, 육계 등 11

개 품목의 양국 생산비와 도매시장 가격을 비교하였다. 양국 모두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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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가 상승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는 완만한 상승세, 중국은 가파른 상승세

를 보이고 있다. 양국간 생산비 격차는 대체적으로 경종작물에 비해 축산물

이 작은 것이 특징이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다.

양국간 경종부문의 생산비 격차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요인은 양국

의 농업노임 상승이다. 분석 결과 2004년을 전후로 관찰되는 구조단절이

양국간 생산비 격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격히 상승한 원-위안화 환율과 중국의 토지임차료 상승은 농업노임 상승

과 더불어 양국간 생산비 격차 축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축산

부문에서는 중국의 농업노임 및 생산자물가 상승, 직접생산비 비중 증가가

양국간 생산비 격차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2004년 이후에는 중국의 생산

자물가 상승과 원-위안화 환율의 상승이 크게 기여하였다.

한·중 주요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과 도매가격의 차이도 축소되는 추세

이다. 경종부문은 생산비, 농가순수익, 도매유통비용이 유사한 비율로 양국

간 도매시장 가격 격차 축소에 기여하였다. 반면 축산부문은 생산비의 차

이가 양국간 도매시장 가격 격차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G코드 570개 농산물 품목을 대상으로 한·중 무역특화지수(TSI)를 계

측하여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중국 농산물의 한국시장에 대한 수출특화가

점차 심화되어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

리나라 농산물의 대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은 매우 적고 주로 가공농산품

과 낙농품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Grubel-Lloyd 지수(G-L지수)를 활용하여

한·중 농산물 교역의 분업관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간무역이 더욱 심화되어

보완관계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

고 있고 확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기타가공농산품류에 불과하다.

□ 한·중 농산물 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WTO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2009년도 수입농산물 평균 MFN 관세율

(HS-6단위, 단순평균)은 15.6%로 우리나라의 48.6%에 비해 낮다. 중국은

고율관세 품목의 비중도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적고 100% 이상의 고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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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품목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8.3%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 품

목을 대상으로 냉동/조제저장처리 등 반가공품 형태로 수입할 때보다 신선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차별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들어 WTO/SPS 및 WTO/TBT 위원회에 새롭게 시행하는

위생검역기준이나 기술표준과 같은 조치들을 통보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중국의 SPS 조치, TBT 조치 및 통관절차와 관련한 불투명한 제도운영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농산물분야 비

관세장벽은 수량제한 등 직접적 조치도 포함하고 있어 비관세장벽 수단이

직간접적인 수단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한·중 동식물 검역조치는 양국의 농산물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가

장 대표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양국 모두 상대국에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

기 위해 수입금지 농산물의 수입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후 우리나라에 양벚(2003년), 여지, 용안, 사과, 배, 열처리 가금

육(2004년), 단호박(2005년)의 수입허용을 요청하였다. 양벚과 열처리 가금

육은 각각 2008년과 2004년 허용되었고, 여지와 단호박은 8단계의 수입위

험평가 절차 중 각각 4단계와 2단계를 완료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열처

리 가금육(삼계탕용, 2006년), 파프리카, 참외(2007년), 단감, 딸기(2008년),

포도, 감귤, 토마토, 쌀(2009년)의 수입허용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파프리카

에 대해서만 3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양자간 검역협상의 관례에 따르면 여지(한국)와 파프리카(중국)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가 결정이 난 다음에 다른 품목에 대한 검토가 차례대로 진

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에 개별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한

다른 나라의 여타 품목들도 평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국이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들의 수입허가 결정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농산물 수출 확대와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동물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무발생지역 육성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국내적으로 가축전염병

이나 식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발생하도록 통제가

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 ‘무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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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 협상을 강화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중국은 FTA 협상에서도 지역화 인정을 위해 노력하여 싱가포르, 뉴질랜

드, 페루 등과 맺은 FTA에서 지역화 인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었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일

반소비자는 재중한국인과 국내 식당경영주에 비해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

이나 식품안전성에 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국내 일반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크게 변

하지 않은 반면, 재중한국인과 식당경영주는 긍정적인 인식이 크게 증가하

였다. 그런데 조사에 응한 일반소비자들 중 중국산 농산물을 실제로 구입

한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주로 언론매체 등 간접 정보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내 일반소비자들도 다양한 중국산 농산물의 소비 횟수가 늘어날

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국산 수입농물

의 대량 소비처인 식당의 경영주들이 중국산 식자재에 대해 비교적 높은

구매의사를 표시한 것은 향후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산 농식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으며, 맛과 안전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국 소비자들이 수입

농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맛과 안전성으로 한국

산 농식품이 중국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맞는 가치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시장에 한국산 농식품

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산

농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 중 주변에서 쉽게 구입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중국시장 진출시 유통망구축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 한·중 농업구조의 변화와 농산물 교역

우리나라와 중국 농업은 투입측면에서 경상재와 자본재의 투입은 지속

적으로 증가했지만, 본원적 요소인 토지와 노동의 투입패턴은 시간상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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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토지 및 노동 투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재배면적) 투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완

만하게 증가하고, 노동 투입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

다. 중국 농업의 노동 투입이 감소 추세로 전환한 것은 중국의 농업기술이

점차 노동절약적인 기계공학적(mechanical)기술의 발전이 두드러지는 국면

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70년 이후 40년 동안 우리나라와 중국의 농림어업부가가치는 각각 연

평균 4.05%, 2.25% 성장하였다. 우리나라 농업이 연도별 성장률 변동이

심한 불안정한 성장 추세를 보인 반면, 중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안정적

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농업 모두 농업총생산액

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농업은 모두 성장 과정에서 농림어업부가가치(또는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재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축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농작물 작

부구조도 양국 모두 소득탄력성이 낮은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득

탄력적이고 노동밀집형인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경제작물)의 비중이 증

가하였다. 2004년 이후 중국 정부가 강력한 식량증산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식량작물의 비중이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식량작물 작부체계는 쌀, 밀, 기타 곡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축산업 발전에

따른 사료작물의 수요 증가로 옥수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였다. 우리나라는 쌀 위주의 단일한 작부체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산물 가격 변화는 농작물 작부구조에 영향을 미

친 중요한 요인이다. 농산물 가격은 식량작물에 비해 채소류, 축산물, 유지

작물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들 품목의 재배면적(사육두수) 확

대에 기여하였다. 작물의 재배 수익성에서도 채소류와 과실류는 단위면적

당 수익이 다른 작물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재배면적 확대를 유인하였다.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

소비 패턴도 소득탄력성이 작은 곡류의 소비가 감소하고 육류와 채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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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등의 소비는 크게 증가하였다. 채소, 과일, 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이들 품목의 생산 증대를 촉진하여 작부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단일한 농업생산구조를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구

조로 전환하는데 주력하여 식량작물과 경제작물(특용작물)의 동시 발전,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였다. 농업성장 단계별로

추진된 농업구조조정정책은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본격 추진된 ‘채람자공정’은 채소류,

과실류의 생산 증대를 촉진하였고,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식량증산정

책은 감소 추세에 있던 식량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증가 추세로 전환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는 농산물의 무역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중

국은 농산물 수출에서 채소류의 비중이 매우 높은 무역구조를 형성하였다.

노동집약형 농산물인 채소류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경쟁우위 품목으로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09년 17.3%).

또한 중국 농업은 구조변화를 통해 축산업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재

배업과 더불어 중국의 농업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축산업의 성장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 중국의 농산물 중장기 수급 전망과 파급 영향

중국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1998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한 후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품목별로 보면 쌀과 밀은 동일한 생산 패턴을 보

인 반면, 옥수수는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두는 2004

년 최고 생산량을 기록한 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쌀의 품종별 생산 추이를

보면 중단립종 쌀은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장립종 쌀은 감소 추

세가 이어지다 2004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지만 정체 상태이다.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작은 곡물의

1인당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구 증가로 식용소비 총

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곡물자급률은 100% 이상이고,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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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반 이후 곡물 순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순수출량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9년에는 곡물 순수입국이 되

었다. 중국의 대두 자급률은 약 20% 수준이며, 1996년 이후 수입량 급증으

로 인해 중국은 2003년 이후 식량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채소류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주요 수입 품목으로서 최대 관심 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는

내수와 수출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동집약형 농산물인 채

소류는 중국의 대표적인 경쟁우위 품목으로 수출액이 1위를 차지한다.

중국의 과실류 생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과실류의

품목구조가 다양화된 가운데 사과와 배는 생산량 점유율이 감소한 반면 감

귤류와 포도는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과실

의 1인당 소비량과 총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실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육류 생산량은 1980년 이후 30년 동안 연평균 6.6% 증가하였다.

축종별 비중은 돼지고기(63.9%), 가금육(20.8%), 쇠고기(8.3%), 양고기

(5.1%) 순이다. 축산물 생산구조의 조정으로 돼지고기의 비중이 줄고 가금

육, 소고기 및 양고기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유 생산량은 1980년

이후 30년 동안 약 31배 증가하였다.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

에 따라 축산물 소비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축산물 순수출국이었

던 중국은 국내 수요 증가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점차 무역수지 적

자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국 CAPSiM 모형과 본 과제 연구진이 구축한 양념채소류 및 과실류 수

급 모형을 활용하여 중국의 중장기 농산물 수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전망

결과 분석기간 동안 중국의 쌀과 밀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생산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는 재배면적 증가 추세가 주춤하여 생산

량도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는 재배면적과 단수가 완만하게

증가하여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양념채소류, 과실류,

축산물도 모두 국내 소비와 수출 수요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은 수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요약 및 결론 233

중국의 농산물 수급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중국 CAPSiM 모형, 미국 FAPRI 국제모형, 우리나라 KREI-KASMO을

연계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품목별로 중국내 소비가 10% 증가

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파급영향을 계측하였다. 계측 결과 중국내 곡물

과 축산물의 수급 변화는 국제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국제 가

격 변동에 따라 국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채소류와 과실류의 수급 변화는 국내 가격 및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 중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전망

한·중 식량작물 교역은 산업내무역 품목이 없는 산업간무역으로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가 압도적인 일방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쌀을 제외한 곡류와 두류의 자급률이 매우 낮아 이들 품목에 대한 수

입수요가 매우 크다.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는 부족한 곡물(특히 가공

용·사료용 옥수수)의 수입을 중국에 크게 의존했으나 2007년 말 중국이 곡

물수출 제한조치를 실시한 이후 급감한 상태이다. 곡물의 대 중국 수입이

감소한 대신 두류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대 중국 식량

작물 수입은 옥수수의 비중이 급감하고 쌀과 대두 두 품목의 집중도가 약

75%에 달하는 품목구조를 형성하였다.

쌀은 2014년까지 MMA 물량 쌀의 증가와 연동하여 중국산 수입량도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두도 중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채유용·탈지대두박용 또는 사료용이 아닌 기타 용도(주로 콩나물콩

용)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수입 확대에 커다란 제약요인은 없다. 우

리나라의 식량작물 수입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예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인

지의 여부는 옥수수의 수입량에 달려 있다.

한·중 채소류 교역은 산업내무역 품목이 1개(채소종자)에 불과한 산업간

무역으로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가 압도적인 일방무역구조를 형성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채소류 수입은 품목 수와 수입액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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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 중국 채소류 수입은 김치와 고추,

마늘, 파, 양파 등 양념채소류의 비중이 높은 품목구조를 형성하였다. 김치,

고추, 마늘은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위, 5위,

7위에 해당하는 대표적 수입품목이다. 김치는 연간 공급량의 10% 이상 수

입수요가 존재하고, 국내 자급률이 낮은 고추(48.5%)와 마늘(76.8%)도 매

년 수입수요가 존재하여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수

입이 유지 및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한·중 채소류 교역은 김

치와 양념채소류 위주의 수입품목 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채소류 가공

품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잦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채소류 수급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

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농업생산구조도 유사한 중국으로부터 채소

류 수입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반면 식품안전성은

양국간 채소류 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예측하지 못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양국간 채소류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양국이 SPS 조치, TBT 조치를

강화하여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는 경우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도 높다.

한·중 양국은 식물검역 조치를 통해 대부분 신선 과채류 품목의 상호간

수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채소류 교역의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1개 품목(단호박), 우리나라는 4개 품목(파프리카, 참외, 딸기, 토마토)에

대해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한 상태이나 양자간 검역협상의 관례상 수입허

가 결정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단기

간에 중국산 과채류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과실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로 미

미하다. 한·중 과실류 교역은 산업내무역 품목이 없는 산업간무역으로 중

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가 압도적인 일방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다

만 식량작물, 채소류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이 많

아 대 중국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중 과실류 교역은 품목 수와 금액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양국이 식

물검역조치로 신선과일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교역품목의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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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20류(채소·과실의 조제품)에 속하는 과일을 원료로 한 조제품이다. 향

후 양국의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과 함께 과일조제품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은 4개 품목(여지, 용안, 사과, 배), 우리나라는 3개

품목(단감, 포도, 감귤)에 대해 상대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한 상태이

다. 과채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역해제 조치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중국

산 과일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축산물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이다.

축산물도 양국이 동물검역조치로 상호간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역액

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한·중 축산물 교역은 산업내무역 품목이 1개에 불

과한 산업간무역으로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가 강한 무역구조를 형

성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 중 낙농품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

을 지니고 있는 품목이다. 과실류와 마찬가지로 대 중국 수입액 대비 수출

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낙농품은 대 중국 주력 수출품목이다.

최근 멜라민 분유 사건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로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낙농품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여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다.

대 중국 축산물 수입품목 중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육류,

그 중에서도 열처리 가금육으로 중국이 2005년 수입허용을 요청하여 수입

결정이 완료된 품목이다. 우리나라도 2006년 중국에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이며, 모든 평가 절차를 완료하고 수입금지가 해제

되면 대 중국 열처리 가금육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축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동식물 유병의 지역화 개념을 도입

하고 관련 정책을 통해 양자간 검역협정 및 FTA 협상시 지역화 인정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중 축산물 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중국 검역당국이 우리나라 검역당국에 지역적으로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생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신선육류가 수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중간 농산물 교역에서 기타가공농산품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

역 초기 약 30%에서 최근 약 60%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중 기타가공농산

품 교역은 산업간무역 품목의 비중이 높지만 산업내무역 품목의 비중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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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 중국시장 특화품목도 상당수(68개)에

달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이 다른 작물에 비해 압도적인 것은 아

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 중국 기타가공농산품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

중도 약 31%로 증가하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 중간 기타가공농산품 교역은 다른 품목에 비해 산업내무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한 수입 및 수출 품목의 집중도가 약화되는 추세에

서 보듯 수출입 품목의 수와 품목별 교역액 규모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식량작물의 경우 중국의 국내수급상황과 식량안보, 그리고 과

채류, 과실류, 축산물의 경우 양국의 동식물검역조치가 실질적으로 교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기타가공농산품류는 이러한 제약으로부

터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양국간 기술 격차를 토대로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교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 결론: 전망 및 시사점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절대적

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산업간무역은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방무

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양국 농업이 보완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은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축산

물 품목은 거의 없고 기타가공농산품에서 일부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 품목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산업내무역이 교역 초기(1997/99년 3.4%)에 비해 최근(2008/10년 7.8%)

확대되었지만 기타가공농산품을 제외한 품목류에서는 산업간무역이 오히

려 확대되었다.

양국간 농산물 교역의 경쟁력에서도 중국 농산물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

한 수출특화가 압도적이다. 다만, 교역 초기에 비해 중국의 수출특화 품목



요약 및 결론 237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품목류별로 보면 채소류와 낙농품의 경쟁력 약화

가 눈에 띄며, 특히 낙농품은 우리나라의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특화가 점

차 뚜렷해지는 대표적인 품목이 되었다.

양국간 농산물 교역의 분업·경쟁관계 분석에 근거할 때 앞으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방무역이 압도적인 산업간무역 구조가 쉽게 변화될 가

능성은 크지 않다. 추세적으로 산업내무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해도

단기간에 일방무역구조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기타가공농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를 전제로 할 때 무역자유화를 의미하

는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양국간 농산물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대표적인 무역이론인 비교우위론에 근거하여 비교열위에

처한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

할 수 있다. 물론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농업의 파급 영향과 양국간

교역구조의 변화는 농산물 양허품목의 범위와 동식물 검역조치의 해제 정

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한·중 농산물 교역을 제약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은 차치하고, 본래

관세장벽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FTA의 취지에 따라 관세철폐만

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현행 농산물 수입관세율이 중국에 비해 높다는 점

에서 FTA 체결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

성이 높다. 특히 곡물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 중국 수입품목인

양념채소류의 경우 그동안 신선 채소 수입시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채

소산업를 보호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품목을 양허품목에 포함하는

경우 관세철폐(인하)에 따른 채소류의 수입 증가와 이로 인한 채소 생산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 수교 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는 식량작물의 교역액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채소류와 가공농산품의 교역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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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은 가

공농산품류와 채소류(주로 김치와 양념채소류) 위주의 품목구조가 더욱 심

화되고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식량작물의 경우 중국 국내 수급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른 교역의 불확실성이 크고, 신선 과채류, 과실류 및

신선 육류는 양국간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동식물 검역조치가

그동안의 양자 검역협상의 관례상 수입허용 요청품목 모두를 대상으로 단

기간에 해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관례상 한 품목 당 5～10년 소요).

채소류의 경우 김치는 연간 국내공급량의 10% 이상 수입수요가 존재하

고, 국내 자급률이 낮은 고추(48.5%)와 마늘(76.8%)도 매년 수입수요가 존

재하여 김치와 양념채소류 위주의 수입품목 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채

소가공품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 초기에 비해 대 중국 농

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내외로 감소한 식량작물은 쌀과

대두 위주의 수입품목 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비국영무역 품목인 팥,

녹두, 강낭콩, 완두 등의 수입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가공농산품은 우리나

라의 대 중국 최대 수입품목인 동시에 주력 수출품목이기도 하다. 기타가

공농산품은 양국간 산업내무역이 가장 활발한 품목으로서 지속적인 교역

확대가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 동식물 검역 조치, 농산물 경쟁력 격차,

농산물 수급 상황 변화 등은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앞서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서 중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일방무역구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이러한 요인

들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전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충

분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양국간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몇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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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국 농업의 성장과 구조 변화

중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중국 농업은 생산과 고용 양 측면에서 위상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에서도 경제성장의 일반법칙이 예외없이 관철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 농업은 아직도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남아 있어 고용구조상 비전형화(非典型化)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

에서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산업구조 변화의 양상과 농업구조의

변화에도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를 예

측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

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농업의 성장과 구조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찰

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넓은 국토면적과 다양한 기후 토양 지형 조건으로 인해 농

산물의 생산과 소비에서 지역 간 차이가 크다. 그리고 지역별로 사회경제

조건도 상이하여 농업 성장과 구조변화 패턴의 지역간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중국을 단일 지역으로 통합하여 인식하게 되면 자

연지리조건, 자원부존조건, 사회경제조건이 상이한 다양한 지역들이 동질

화되고 지역간 차이도 평균화되어 자칫 중국의 농업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

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

고 있는 중국 농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 능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동질성을 지닌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농업특성을 전면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해서 보면 고용구조의 비전형화 현상이 뚜

렷하지만 지역을 구분해서 보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동부지역, 또

는 장강중하류, 남부연해지역)에서는 고용구조상 변환점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간 농업성장의 시간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상품식

량 생산기지로 선정한 동북3성지역의 경우 고용구조의 변환이 생산구조

변환에 비해 늦게 나타나는 문제를 넘어 오히려 농림어업취업자 수가 증가

하는 일반적인 구조변화 패턴과는 괴리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에서도 대부분 지역에서 재배업의 생산 비중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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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축산업의 생산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농작물 재배면적 중 식량작물

의 비중이 줄고, 채소류, 과일류, 경제작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공통된 변화

추세가 나타난다. 그러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은 지역간 차이가 크다.

중국 농업과의 연계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농업의 입장에서 중국 농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현실에 기초하여 국내 농산물 수

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심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과 지역(주산

지)을 연계하여 수급 동향 및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지역·품목 모니터

링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우리의 관심 품목군과 지역을 연계해보면 곡물은 동북3성(주로 흑룡강성

과 길림성), 채소류는 황하중하류(주로 산동성과 하북성)와 서북지역(내몽

고자치구), 과일류는 황하중하류(주로 감숙성과 산동성), 축산물은 서남내

륙(사천성) 지역이다.

둘째,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 운용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에서 제도 정책은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농민들이 토지사용권

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토지제도에 기인한다.

농촌 토지제도의 예와 같이 중국 사회경제체제의 특성이 작용하여 농업

부문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 패턴이

선진국이 경험한 표준패턴과 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경제

사회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일반법칙이 예외없이 관철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우 구

조변화의 방향을 잘못 예측하고 대응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 농업의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차이를 고려

하여 농촌 현장의 실제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를 통해 제도 변화의 방향성에도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농업은 우리나라 농업과 비교하여 요소생산성의 변화와 요소

대체관계 그리고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방향이 시간 격차를 두고 대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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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국 농업은 자원부존 조건과 성

장 단계상의 차이로 인해 경쟁력 격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한 중 농산

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압도적이고 보완구조의 형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서 중국의 비교우위에 의한 일방무역구조를 다소나

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농업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여 양국의 농업성

장 격차를 반영할 수 있는 분업구조의 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으로는 중국이 원료 및 기초 농산물 또는 노동 및 토지집약형 농식품 수출

에 특화하고, 우리나라는 가공농식품이나 기술 및 자본집약형 농식품 수출

에 특화하는 분업구조의 형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국내 공급 부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중국산 농산물, 특히 수입액

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양념채소류의 경우 국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저

가의 중국산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따

라서 이들 품목은 국내 수급 물량의 일정 부분을 중국산이 충당한다는 전

제하에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을 억제하

는 무역장벽을 강화하기보다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성 제고

에 초점을 맞춘 수입농산물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한·중 농산물의 경쟁력 격차

중국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대체관계의 변화는 중국 농업이 전통농

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 중이며, 토지/노동 비율의 확대를 통한 노동생

산성의 향상 추세는 향후 노동투입이 농업성장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부

상함으로써 생물화학적(BC) 기술진보 못지않게 기계공학적(M) 기술진보

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국 농정에서 농업의 기계

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업경영의 규모화와 이를 위한 농촌토지제도의 개혁

이 점차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 크다. 만약 M-기술진보의 속도가

더뎌 기계에 의한 노동 대체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노동비용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전제하면 생산비 상승을 동반하여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약화

를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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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은 성장 단계상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

하고 있고,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비용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농업노동임금, 토지용역비 그리고 경상투입재 가격

의 가파른 상승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중국 통계당국이 2004년 생산비 통

계 작성 기준을 변경하여 이전과 비교하여 시계열상 구조절단 현상이 나타

나지만 기준 변경 이후에도 농업노동임금과 토지용역비는 지속적으로 상

승하는 추세이다. 또한 비료비와 농약비, 사료비 등 중간투입재비의 상승

도 이어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농업의 성장단계가 좀 더 고도화되

면서 본원적인 생산요소이든 경상투입재이든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 절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생산비 구조가 고착화되면, 중국 농산물이

저렴한 노동비용과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농산

물 시장가격 격차도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특히,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육

계와 비육돈의 경우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으로 보인다. 추세적으로만 보면 양국의 농산물 경쟁력 격차가 더욱 축소

될 가능성이 크지만 환율, 양국의 물가지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쉽

게 속단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을

활용하여 품목별로 국내 생산비 절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격차의

축소를 가속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3.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국의 농산물 수입관세율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다. 고율관세 품목

의 비중도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적고,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이 없

는 반면 우리나라는 곡류, 인삼류, 양념채소류 품목에 고율관세를 적용하

고 있다. 채소류의 경우 냉동/조제저장처리 등 반가공품 형태로 수입할 때

보다 신선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채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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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건조(HS 0904.20.1000, HS

0904.20.2000), 신선/냉장(HS 0709.60.1000, HS 0709.60.9000) 고추의 양허

관세율이 270%인 반면 중국은 각각 20%와 13%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냉동

(HS 0710.80.7000) 고추의 양허관세율이 27%인 반면 중국은 13%로 역시 낮

은 수준이다. 마늘의 경우에도 신선/냉장(HS 0703.20.1000, HS 0703.20.9000)

마늘은 양허관세율이 360%로 매우 높지만 중국은 모두 13%로 훨씬 낮다.

이와 같은 양국의 농산물 관세체계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는 경우 적

어도 농업분야에서는 관세철폐로 인한 효과가 중국에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중 FTA의 범위와 관련하여 모든 품목을 양허대상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로 추진되는 경우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들이 모두 양허대상 품목이 되어 농업분야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협상 당사국들이 상대국에 비해 취약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들을 대상으로 양허함으로써 FTA의 대상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제한

적 FTA’로 추진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제한적

FTA’의 추진 사례가 있고, 중국이 체결한 사례도 있으므로 협상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 체결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양허범위에 의

해 결정된다. 따라서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국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큰 농산물을 중심으로 민감품목을 선정하여 농업부문 내부적으로 충

분한 논의를 거쳐 양허제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감품목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에 앞서 품목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 쉽게 예상되므

로 합리적인 조정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양국 정부는 현재 한·중 FTA 공식협상 개시 전에 민감성 처리방안에 대

한 상호이해와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간 사전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산·

관·학 공동연구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전협의 단계에서도 제한적 양허

입장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급적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차후 공식

협상에서도 민감품목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양허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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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들어 WTO/SPS 및 WTO/TBT 위원회에 새롭게 시행하는

위생검역기준이나 기술표준과 같은 조치들을 통보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중국의 SPS 조치, TBT 조치 및 통관절차와 관련한 불투명한 제도운영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농산물분야 비

관세장벽은 수량제한 등 직접적 조치도 포함하고 있어 비관세장벽 수단이

직간접적인 수단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업체들이 경험하는 중국의 농산물분야 비관세장벽은 수출품목,

수출업체의 규모, 통관지역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비관세장벽

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국에 해소를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WTO 체제 하에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s)는 ‘각국의 관

세조치를 제외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 조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WTO의 대부분의 협정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비관세조치를 각종 위원회에

통보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은 개념적으로 비관세조치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

고 다만 비관세조치 가운데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 의도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세계적으로 무역당사국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SPS, TBT 조치 등 비관세조치를 종종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도 최근들어 SPS, TBT 조치를 적극적으로 비관세장벽으로 활

용하는 사례가 많다.

한·중 FTA를 추진하는 경우 최근 중국이 많은 무역상대국들로부터 비

관세장벽의 철폐를 요구 받고 있는 상태여서 FTA 협정문에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명시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FTA

협정문에 비관세장벽 관련 사안을 반영한다고 해도 기체결된 FTA 사례들

을 보면 규정이 대체적으로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는 많은 경우 법규와 실제적으로 이

루어지는 관행 사이의 불일치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FTA를 통해 실질

적으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가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강

력하게 요청할 경우 동등성 차원에서 우리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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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PS 조치와 관련하여 GAP, 친환경인증제

도 등의 식품안전관리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동등성 확보를 요구하여 이루

어지는 경우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식품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겠지만, 반대로 가격경쟁력을 지닌 중국의 유기농산물 수입

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에게 직

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급 및 교역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동식물 검역 조치와 지역화 인정

중국은 농산물 수출 증대 및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동물전염병 및 식

물 병해충 무발생지역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방제작업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가축질병이나 식물 병해충 무

발생 실적을 기초로 대외 협상을 통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구축 작업은 1998년 23개 성을 대상으로 시작하

였고, 2001년부터는 산동성, 요녕성, 사천성, 중경시, 길림성, 해남성 등을

동물전염병 무발생 시범구로 지정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시범구는 지

리적 위치가 질병 및 병해충 유입 및 방제에 유리하고 주변에 해양, 강이

나 하천, 산맥 등 천연방벽이 있는 곳으로 청정지역화에 유리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해남도의 동물전염병은 무발생지역 수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사과, 감귤, 배 등 과일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국 농업부는 2001

년부터 병해충 무발생지역 육성의 계획과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유해병

해충 무발생지역의 건설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단계는 2008년

까지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 100만 ha를 건설하는 것이고, 2단계는 2010

년까지 감귤 병해충 무발생지역 50만 ha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의 전략

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을 선택하여 투자확대,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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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의 유입 차단 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가축 전염병이나 식물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거나 일

정 수준 이하로 발생하도록 통제가 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 ‘무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 협상을 강화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검역협상을 통

해 2007년 양벚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검역조건이 까다로운

호주에 사과를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중국은 FTA 협상에서도 지역화 인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중

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페루 등과 맺은 FTA에서 지역화 인정에 대한 명

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이 FTA 협상이나 동식물검역 관련 양자 협상

을 통해 농산물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 중국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지역화 인정에 대한 규정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국이 뉴질랜드와 맺은 FTA 협정과 유사한 수준

즉, 수출국 내 일부 지역이 병충해 무발생지역 혹은 저발생지역임을 객관

적으로 밝힐 경우 수입국의 평가와 인정을 거친 후 양국은 이 지역의 위생

상황을 인정할 것, 지역화 관련 원칙, 기준, 절차 등을 양국이 공동으로 제

정할 것 등을 상정할 때 검역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의 유지에 상당한 부담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산동성, 요녕성, 길림성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지역이 ‘무발생지역’ 시범구로 지정되어 수출 농산물 생산 기지화 되고 있

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 신선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은 검역이다.

축산물과 과일류의 관세는 곡물류나 양념채소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쇠고기 40%, 냉동 돼지고기 25%, 사과, 배, 등 대부분의 과일

45% 등). 중국이 지역별로 청정지역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

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할 경우 FTA에 의한 관세철폐는 한국 농업에 한-

미 FTA 이상의 충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FTA에서 검역

관련 협상이나 관세철폐 협상 모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진행한 FTA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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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른 차원의 대책과 전략이 요구된다.

병해충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협상 기간이 소요된다. 양자간 검역협상의

관례에 따르면 여지(한국; 4단계)와 파프리카(중국; 3단계)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가 결정이 난 다음에 다른 품목(중국이 요청한 용안, 사과, 배, 단호박

과 한국이 요청한 참외, 단감, 딸기, 포도, 감귤, 토마토, 쌀, 열처리가금육)

에 대한 검토가 차례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에 개별

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한 다른 나라의 여타 품목들도 평가 절차를 기다리

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국이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들에 대한 수입허

가 결정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수출국을 중심으로 위험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거나

공통의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검역 협상의 순서와 기간에 정치·외교적 요인이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 특정 품목이 수입될 가능성에도 대비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국이 과학적으로 ‘무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중국의 관련 정책 및 국제기

구로부터의 지위 획득여부 등과 관련된 정보 수집과 분석에 보다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5.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인식

우리나라 소비자의 중국산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중국산 농산

물의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산 소비가 많은 식당경영주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산 농산물

을 접할 기회가 많은 중국 거주 한국인들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

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일반소비자들도 다양한 중국산 농산물의 소비 횟수

가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시간을 두고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조사에 응한 일반소비자들 중 43.3%는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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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일반소비자의 경우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직접경험보다는 간접적인 정보에 의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지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

되면서 식당경영주들이 중국산 식자재의 구입여부나 구입의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산 식자재에 대

해 비교적 높은 구매의사를 표시하였다. 식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주 수요층이 식당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중국으로부터

의 농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시

사한다.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중국 소비자들

이 한국산 농식품에 대해 ‘맛이 있고 안전하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은 한국산 농식품의 중국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준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농산물의 수출확대에는

가격이나 동식물검역 등의 제도적 제약요인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의 공장’으로부터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시장과 지리

적으로 인접한 장점을 활용하여 ‘중국시장의 내수시장화’라는 목표하에 농

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수출품목 개발과 시장진출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

화할 필요가 있다.

2.6. 중국의 농산물 수급 변화와 파급 영향

세계 농산물 생산대국이자 소비대국인 중국내 농산물 수급변화는 세계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농산물 수급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인구증가와 함께 농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용 농지 및 농수의 제약 등으로 농업생산기반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어

서 중국의 중장기 농산물 수급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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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농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구조가 형성되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식량작물 중 쌀, 대두, 팥, 보리 그리고 채

소류 중 김치와 주요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파, 양파), 축산물 중 돼지고

기, 닭고기, 소고기 등은 대 중국 수입액 비중이 큰 품목들로서 국내 수급

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농산물 수급에 직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해당 품목의 중국내 주산지를 연계하여

정책,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중국농업지역·품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산함으로써 정책적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주요 농산물의 작황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가 농산물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배추 파동에서 보듯이 신

선채소류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단기간 출하물량 감소로 인해 국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채소류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의

수급 불균형 발생시 ‘중국농업지역·품목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하여 부족

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시급

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채소류와 과실류 수급 변화는 우리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반면, 사료용 곡물의 경우 중국의 수급 변화는 국제시장을 통해 간접적

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농업에 파급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수

급변화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계측하고 그 결과를 적시

에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한편 정책적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

농업전망모형의 개발 및 운용이 시급히 요구된다. 중국 농정연구기관과 중

국농업전망모형과 관련한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제고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전망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대응능력

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 1

중국의 중장기 농산물 수급 전망 결과

자료: 중국농업과학원 CAPSiM 전망치

그림 2. 중장기 밀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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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농업과학원 CAPSiM 전망치

자료: 중국농업과학원 CAPSiM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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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내 음식점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인식 조사표

1. 전 반 적 인  사 업 체  정 보

1. 귀 식당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체인점 ② 단독 점포 ③ 기타 ( )

2. 귀 식당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분식집 ② 전통음식점(일반 한식점, 기사식당 등) ③ 고기구이집

④ (고급)한정식점 ⑤ 도시락판매점 ⑥ 기타 ( )

3. 귀 식당의 연매출액 규모는 작년을 기준으로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① 5천만원미만 ② 5천만-1억원미만 ③ 1억-2억원미만 ④ 2억-5억원미만

⑤ 5억-10억원 미만 ⑥ 10억원 이상

4. 다음중귀식당에서식재료로구입하고있는품목은무엇입니까? 해당되는품

목에 모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1 쌀 ( ) 4-2 김치 ( ) 4-3 다대기 ( ) 4-4 고추가루 ( )

4-5 마늘 ( ) 4-6 양파 ( ) 4-7 사과 ( ) 4-8 쇠고기 ( )

5. 위에서 표시한 품목들의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5-1 쌀 ( ) 5-2 김치 ( ) 5-3 다대기 ( ) 5-4 고추가루 ( )

5-5 마늘 ( ) 5-6 양파 ( ) 5-7 사과 ( ) 5-8 쇠고기 ( )

① 국산 ② 중국산 ③ 중국 외 다른 국가 ④ 기타 ( )

6. 귀 식당에서 식재료로 쓰이는 품목을 주로 어떻게 조달하고 계십니까?

6-1 쌀 ( ) 6-2 김치 ( ) 6-3 다대기 ( ) 6-4 고추가루 ( )

6-5 마늘 ( ) 6-6 양파 ( ) 6-7 사과 ( ) 6-8 쇠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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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구입(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② 직접구입(대형할인마트) ③ 직접구입(재래시장)

④ 직접구입(직거래) ⑤ 납품업체에서 구입 ⑥ 위탁업체에서 구입

⑦ 기타 ( )

7. 귀 식당에서 식재료로 쓰이는 품목을 구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

항은 무엇입니까?

7-1 쌀 ( ) 7-2 김치 ( ) 7-3 다대기 ( ) 7-4 고추가루 ( )

7-5 마늘 ( ) 7-6 양파 ( ) 7-7 사과 ( ) 7-8 쇠고기 ( )

①가격 ② 상표 ③맛 ④생산연도(유통기간)

⑤ 외형(모양·색깔·크기) ⑥ 식품안전성(무농약, 친환경 등) ⑦ 생산지(원산지)

⑧ 기타( )

2. 중 국 산  수 입  농 산 물 에  대 한  인 식

8. ‘수입농산물’은국내산농산물에비하여품질이나식품안전성측면에서신뢰정

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신뢰롭지 못하다. ② 신뢰롭지 못한 편이다.

③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비슷하다).

④ 신뢰로운 편이다. ⑤ 매우 신뢰롭다.

9. 평소귀하가느끼시는중국이라는국가에대한전반적인이미지는어떠합니까?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정적인 편이다.

⑤ 매우 부정적인 편이다.

10. 10년 전과비교해서 (전반적인) 중국농산물의품질및안전성에대한귀하의

인식은 어떠하십니까?

①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뢰하지 않으며,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 구입할 생각이 없다.

②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뢰하지 않지만, 가격에 따라 구입할 수도 있다.

③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느끼지만, 구입할 생각은 없다.

④과거보다조금나아졌다고느끼기때문에, 적당한 가격일경우구입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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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여기지만 국산과 비슷한 가격일 경우 중국산보다는 국산을

구입하겠다.

⑥상당히개선되었다고여기기때문에국산과중국산을구별하지않고구입

하겠다.

11. ‘중국산 농산물’이여타다른국가들로부터수입되는농산물에비하여품질이

나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신뢰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신뢰롭지 못하다. ② 신뢰롭지 못한 편이다.

③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비슷하다).

④ 신뢰로운 편이다. ⑤ 매우 신뢰롭다.

▶ 다음 문항은 11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를 선택하신 경우에만 응답해주십시오.

12. 중국산 농산물이 품질이나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

유는 다음 중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중국에서의농식품생산및가공·유통과정이안전하거나위생적이지않다.

② 중국에서 자국의 수출 농산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검역하는 기

관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

③중국에서한국으로선박을통해운송하는과정에서농산물의신선도를유

지하기 위해 유해물질을 대량 살포한다.

④상당량의중국농산물이정상적인교역이아닌비정상적인경로로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⑤한국의수입업자들이폭리를취하기위해중국으로부터낮은가격의저질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⑥ 국내 검역 당국이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우려하여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사·검역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다.

⑦ 기타 ( )

▶ 다음 문항은 4번 문항에서 선택한 품목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3. 현재국내시장에시판되고있는중국산의가격과구입방법(장소)을알고계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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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국산 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 중국산 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1. 맛

① 국산에 비해 너무 맛이 없다.

② 국산에 비해 맛이 없는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맛이 있는 편이다.

⑤ 국산보다 확연히 맛이 더 있다.

16-1. 맛

① 국산에 비해 너무 맛이 없다.

② 국산에 비해 맛이 없는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맛이 있는 편이다.

⑤ 국산보다 확연히 맛이 더 있다.
15-2. 식품안전성

① 국산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② 국산에 비해 불안한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안전한 편이다.

⑤ 국산보다 매우 안전하다.

16-2. 식품안전성

① 국산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② 국산에 비해 불안한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안전한 편이다.

⑤ 국산보다 매우 안전하다.

13-1 쌀 ( ) 13-2 김치 ( ) 13-3 다대기 ( ) 13-4 고추가루 ( )

13-5 마늘 ( ) 13-6 양파 ( ) 13-7 사과 ( ) 13-8 쇠고기 ( )

① 가격과 구입방법(장소)을 모두 알고 있다.
② 가격만 알고 있다.
③ 구입방법(장소)만 알고 있다.
④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⑤ 정확히 모르겠다.

▶ 다음 문항은 4번 문항에서 선택한 품목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4. 해당 품목의 경우, 귀식당의 식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국산 수입품’을 구입

해 본 경험이 있으며, 향후 중국산 수입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14-1 쌀 ( ) 14-2 김치 ( ) 14-3 다대기 ( ) 14-4 고추가루 ( )

14-5 마늘 ( ) 14-6 양파 ( ) 14-7 사과 ( ) 14-8 쇠고기 ( )

① 중국산을 구입한 적은 있으나, 향후 구입할 의향은 없다.

② 중국산을 구입한 적이 있으며, 향후에도 구입할 의향이 있다.

③ 중국산을 구입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구입할 의향은 없다.

④ 중국산을 구입한 적이 없지만, 향후에는 구입할 수도 있다.

▶ 다음 문항은 14번 문항에서 중국산 수입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품목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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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가격수준

①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싸다.

②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다.

③전반적인품질로볼때적정한수준이다.

④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⑤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16-3. 가격수준

①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싸다.

②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다.

③전반적인품질로볼때적정한수준이다.

④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⑤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17 중국산 다대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 중국산 고추가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1. 맛

① 국산에 비해 너무 맛이 없다.

② 국산에 비해 맛이 없는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맛이 있는 편이다.

⑤ 국산보다 확연히 맛이 더 있다.

18-1. 맛

① 국산에 비해 너무 맛이 없다.

② 국산에 비해 맛이 없는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맛이 있는 편이다.

⑤ 국산보다 확연히 맛이 더 있다.

17-2. 식품안전성

① 국산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② 국산에 비해 불안한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안전한 편이다.

⑤ 국산보다 매우 안전하다.

18-2. 식품안전성

① 국산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② 국산에 비해 불안한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안전한 편이다.

⑤ 국산보다 매우 안전하다.

17-3. 가격수준

①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싸다.

②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다.

③전반적인품질로볼때적정한수준이다.

④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⑤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18-3. 가격수준

①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싸다.

②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다.

③전반적인품질로볼때적정한수준이다.

④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⑤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19 중국산마늘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20. 중국산 양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1. 맛

① 국산에 비해 너무 맛이 없다.

② 국산에 비해 맛이 없는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맛이 있는 편이다.

⑤ 국산보다 확연히 맛이 더 있다.

20-1. 맛

① 국산에 비해 너무 맛이 없다.

② 국산에 비해 맛이 없는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맛이 있는 편이다.

⑤ 국산보다 확연히 맛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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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식품안전성

① 국산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② 국산에 비해 불안한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안전한 편이다.

⑤ 국산보다 매우 안전하다.

20-2. 식품안전성

① 국산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② 국산에 비해 불안한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안전한 편이다.

⑤ 국산보다 매우 안전하다.
19-3. 가격수준

①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싸다.

②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다.

③ 전반적인품질로볼때적정한수준이다.

④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⑤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20-3. 가격수준

①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싸다.

②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다.

③전반적인품질로볼때적정한수준이다.

④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⑤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 다음 문항은 14번 문항에서 향후 중국산 수입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21. 다음의중국산품목을귀식당의식재료로구입할의향이있다면가장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1 쌀 ( ) 21-2 김치 ( ) 21-3 다대기 ( ) 21-4 고추가루 ( )

21-5 마늘 ( ) 21-6 양파 ( ) 21-7 사과 ( ) 21-8 쇠고기 ( )

① 가격 ② 품질(맛·신선도) ③ 외형(모양·색깔·크기) ④ 식품안전성(무농약·친환경)
⑤ 기타( )

▶ 다음 문항은 14번 문항에서 향후 중국산 수입품을 구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22. 다음의중국산품목을귀식당의식재료로구입할의향이없다면가장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1 쌀 ( ) 22-2 김치 ( ) 22-3 다대기 ( ) 22-4 고추가루 ( )

22-5 마늘 ( ) 22-6 양파 ( ) 22-7 사과 ( ) 22-8 쇠고기 ( )

①가격 ②품질(맛·신선도) ③외형(모양·색깔·크기) ④식품안전성(무농약·친환경)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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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 국 산  수 입 농 산 물 에  대 한  가 격 민 감 도

23. 국내에서판매되는중국산 쌀(20kg 1포대)의 가격에대하여다음각항목별

로 귀하가 느끼시는 하나의 가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현재경기미 20kg 상품의도매가격은 4만원수준이며, 2011년에도입

한 중국쌀 20kg의 시판가격은 2만원 수준입니다.)

가격(원/20kg)

중국산 쌀

1
0
0
0
0

1
2
5
0
0

1
5
0
0
0

1
7
5
0
0

2
0
0
0
0

2
2
5
0
0

2
5
0
0
0

2
7
5
0
0

3
0
0
0
0

3
2
5
0
0

3
5
0
0
0

3
7
5
0
0

4
0
0
0
0

가격이너무낮아서품질이의심된다.

가격이 다소 낮은 편이다.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다.

가격이 너무 높은 편이다.

24. 국내에서판매되는중국산 고춧가루(1kg 한 봉지)의 가격에대하여다음각

항목별로 귀하가 느끼시는 하나의 가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국산 고추가루 1kg 상품의 소매가격은 4만원 수준이며, 중국산

고추가루 1kg 상품의 소매가격은 1만원 수준입니다.)

가격(원/1kg)

중국산 고추가루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
0

9
0
0
0

1
0
0
0
0

1
1
0
0
0

1
2
0
0
0

1
3
0
0
0

1
4
0
0
0

1
5
0
0
0

1
6
0
0
0

1
7
0
0
0

1
8
0
0
0

1
9
0
0
0

2
0
0
0
0

가격이너무낮아서품질이의심된다.

가격이 다소 낮은 편이다.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다.

가격이 너무 높은 편이다.

25. 현재(9월초), 국내산사과한상자(15kg, 50과내외, 쓰가루)의 가락시장도매

가격은 5만 3천원 수준입니다. 만약, 이번 달부터 ‘중국산 사과’가 국내에 수

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귀하의 식당에서는 동일한 품종의 중국산 사과(15kg

한상자)의 가격이 어느 정도일 때 구입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 구입할 생각이 없다.

② 가격이 ( )원일 경우,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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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현재(9월 초), 한우 지육의 도매가격은 13,000원(1등급, 1kg) 수준입니다.

만약, 이번달부터 ‘중국산 냉장 쇠고기’가국내에수입된다고가정할경우, 귀

하의식당에서는중국산냉장쇠고기(1kg)의 가격이어느정도일때구입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 구입할 생각이 없다.

② 가격이 ( )원일 경우, 구입할 수 있다.

4. 응 답 자  특 성
D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D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세

D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중졸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석사이상

D4. 귀하의 식당 주소지는 무엇입니까? 시 구

D5. 귀하의 총 사업장 면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____ ㎡ (평)

D6. 귀하는지난 10년 동안중국에거주했거나 1개월이상머물렀던경험이있으

십니까?

① 있다. ( 년 개월)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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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한국인의 중국 농산물에 대한 인식 조사표

1. 전 체 적 인  상 품  구 입 행 태

1. 다음의 품목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1-1 쌀 ( )

1-2 고추가루 ( )

1-3 사과 ( )

1-4 쇠고기 ( )

① 동네슈퍼(정육점) ② 한국식품점 ③ 대형할인매장 ④ 백화점

⑤ 한국의 친지 ⑥ 인터넷 주문 ⑦ 기타 ( )

2. 해당 품목을 구입할 때 위 장소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쌀 ( )

2-2 고추가루 ( )

2-3 사과 ( )

2-4 쇠고기 ( )

① 품질을 믿을 수 있어서 ② 다른 곳보다 싸게 살 수 있어서

③ 교통편이 편해서 ④ 직접 배달해 주므로

⑤ 다른 상품과 함께 구입할 수 있어서 ⑥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어서

⑦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⑧ 기타 ( )

3. 해당 품목을 구입할 때 중국 현지 생산품을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산 수입

품을 구입하십니까?

3-1 쌀 ( )

3-2 고추가루 ( )

3-3 사과 ( )

3-4 쇠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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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국산만 구입한다. ② 한국산만 구입한다.

③ 중국산과 한국산을 함께 구입하고 있다. ④ 기타 ( )

4. 해당 품목을 구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4-1 쌀 ( )

4-2 고추가루 ( )

4-3 사과 ( )

4-4 쇠고기 ( )

① 가격 ② 상표 ③ 맛 ④ 생산연도(유통기간) ⑤ 외형(모양·색깔·크기)

⑥ 식품안전성(무농약, 친환경 등) ⑦ 생산지(원산지) ⑧ 기타( )

2. 중 국  농 산 물 에  대 한  인 식

5. 평소귀하가느끼시는중국이라는국가에대한전반적인이미지는어떠합니까?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정적인 편이다.

⑤ 매우 부정적인 편이다.

6.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에 비하여 품질이나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더

불안하다고 여기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

④ 중국산 농산물이 더 신뢰가 간다.

7. 중국산 농산물이 여타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에 비하여 품질이나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더 불안하다고 여기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

④ 중국산 농산물이 더 신뢰가 간다.

8. 중국에거주하시기 전(또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전반적인) 중국 농산물의품

질 및 안전성에 대한 귀하의 인식은 어떠하십니까?

① 과거와마찬가지로신뢰하지않으며, 아무리싼가격이라도구입할 생각이없다.

②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뢰하지 않지만, 가격에 따라 구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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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느끼지만, 구입할 생각은 없다.

④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일 경우 구입할 수도 있다.

⑤상당히개선되었다고여기지만국산과비슷한가격일경우중국산보다는국산을구입하겠다.

⑥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국산과 중국산을 구별하지 않고 구입하겠다.

<다음 문항은 6번과 7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를 선택하신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9. 중국산농산물을품질이나식품안전성측면에서신뢰하기어려운가장큰이유

는 다음 중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국에서의 농식품 생산 및 가공·유통 과정이 안전하거나 위생적이지 않다.

② 중국에서 자국의 수출 농산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검역하는 기관

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

③중국에서한국으로선박을통해운송하는과정에서농산물의신선도를유지

하기 위해 유해물질을 대량 살포한다.

④ 상당량의 중국 농산물이 정상적인 교역이 아닌 비정상적인 경로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⑤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낮은 가격의 저질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⑥ 국내 검역 당국이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우려하여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

사·검역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다.

⑦ 기타 ( )

10. 해당 품목의경우, 현재 중국산이수입되어국내시장에서판매되고있는지여

부를 알고 계십니까?

10-1 쌀 ( )

10-2 고추가루 ( )

10-3 사과 ( )

10-4 쇠고기 ( )

① ‘수입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②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③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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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산 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현재 경기미 20kg 상품의국내 소매

가격은 4만 5천원 수준이며, 중국쌀 20kg의

소매가격은 2만원 수준입니다)

12 중국산고추가루에대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현재 국산 고추가루 1kg 상품의 국내

소매가격은 4만원 수준이며, 중국산 고추가루

1kg 상품의 소매가격은 1만원 수준입니다)
11-1. 중국 쌀의 맛

① 국산에 비해 너무 맛이 없다.

② 국산에 비해 맛이 없는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맛이 있는 편이다.

⑤ 국산보다 확연히 맛이 더 있다.

12-1. 중국 고춧가루의 맛

① 국산에 비해 너무 맛이 없다.

② 국산에 비해 맛이 없는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맛이 있는 편이다.

⑤ 국산보다 확연히 맛이 더 있다.
11-2. 중국 쌀의 안전성

① 국산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② 국산에 비해 불안한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안전한 편이다.

⑤ 국산보다 매우 안전하다.

12-2. 중국 고춧가루의 안전성

① 국산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② 국산에 비해 불안한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안전한 편이다.

⑤ 국산보다 매우 안전하다.
11-3. 한국시장에서 중국 수입쌀의 가격수준

①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싸다.

②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다.

③전반적인품질로볼때적정한수준이다.

④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⑤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12-3. 한국시장에서 중국산 고추가루의 가격수준

①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싸다.

②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다.

③ 전반적인 품질로 볼 때 적정한 수준이다.

④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⑤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13. 중국산 사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중국산 쇠고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1. 중국 사과의 맛

① 국산에 비해 너무 맛이 없다.

② 국산에 비해 맛이 없는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맛이 있는 편이다.

⑤ 국산보다 확연히 맛이 더 있다.

14-1. 중국 쇠고기의 맛

① 국산에 비해 너무 맛이 없다.

② 국산에 비해 맛이 없는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맛이 있는 편이다.

⑤ 국산보다 확연히 맛이 더 있다.

13-2. 중국 사과의 안전성

① 국산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② 국산에 비해 불안한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안전한 편이다.

⑤ 국산보다 매우 안전하다.

14-2. 중국 쇠고기의 안전성

① 국산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② 국산에 비해 불안한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안전한 편이다.

⑤ 국산보다 매우 안전하다.

<다음 문항은 귀하께서 중국에 거주하시면서 경험하신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의견을 말씀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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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중국 시장에서) 중국 사과의 가격수준

①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싸다.

②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다.

③전반적인품질로볼때적정한수준이다.

④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⑤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14-3. (중국 시장에서) 중국 쇠고기의 가격수준

①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싸다.

②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다.

③ 전반적인 품질로 볼 때 적정한 수준이다.

④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⑤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15. 향후 귀하께서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게 될 경우 중국산 수입품을 구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5-1 쌀 ( )

15-2 고추가루 ( )

15-3 사과 ( )

15-4 쇠고기 ( )

① 구입할 의향이 있다. ② 구입할 의향이 없다.

<다음문항은 15번문항에서향후중국산수입품을구입할의향이있다고응답한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16. 다음의중국산품목을구입할의향이있다면가장중요한이유는무엇입니까?

16-1 쌀 ( )

16-2 고추가루 ( )

16-3 사과 ( )

16-4 쇠고기 ( )

① 가격 ② 품질(맛·신선도) ③ 외형(모양·색깔·크기) ④ 식품안전성(무농약·

친환경) ⑤ 기타( )

<다음문항은 15번문항에서향후중국산수입품을구입할의향이없다고응답한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17. 다음의중국산품목을구입할의향이없다면가장중요한이유는무엇입니까?

17-1 쌀 ( )

17-2 고추가루 ( )

17-3 사과 ( )

17-4 쇠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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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격 ② 품질(맛·신선도) ③ 외형(모양·색깔·크기)

④ 식품안전성(무농약·친환경) ⑤ 기타( )

3. 중 국 산  수 입 농 산 물 에  대 한  가 격 민 감 도

18.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쌀(20kg 1포대)의 가격에 대하여 귀하가 아래의 4

가지 경우처럼 느끼시는 하나의 가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현재경기미 20kg 상품의소매가격은 5만원수준이며, 2011년에도입

한 중국쌀 20kg의 소매가격은 2만원 수준입니다)

가격(원/20kg)

중국산 쌀

1
0
0
0
0

1
2
5
0
0

1
5
0
0
0

1
7
5
0
0

2
0
0
0
0

2
2
5
0
0

2
5
0
0
0

2
7
5
0
0

3
0
0
0
0

3
2
5
0
0

3
5
0
0
0

3
7
5
0
0

4
0
0
0
0

가격이너무낮아서품질이의심된다.

가격이 다소 낮은 편이다.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다.

가격이 너무 높은 편이다.

19. 국내에서판매되는중국산고춧가루(1kg한봉지)의가격에대하여귀하가아

래의 4가지경우처럼느끼시는하나의가격에 (√) 표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국산 고추가루 1kg 상품의 소매가격은 4만원 수준이며, 중국산

고추가루 1kg 상품의 소매가격은 1만원 수준입니다)

가격(원/1kg)

중국산 고추가루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
0

9
0
0
0

1
0
0
0
0

1
1
0
0
0

1
2
0
0
0

1
3
0
0
0

1
4
0
0
0

1
5
0
0
0

1
6
0
0
0

1
7
0
0
0

1
8
0
0
0

1
9
0
0
0

2
0
0
0
0

가격이너무낮아서품질이의심된다.

가격이 다소 낮은 편이다.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다.

가격이 너무 높은 편이다.

<다음 문항들은 응답자께서 현재 한국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가정하고 응답해주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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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현재(9월 초) 국내산 홍로 사과 한 상자(5kg, 19과 내외, 上品)의 소매가격은

6만원 수준입니다. 만약 이번 달부터 중국산 사과가 국내에 수입된다고 가정

할경우, 귀하는동일한품종의중국산사과(5kg 한상자, 19과내외)의가격이

어느 정도일 때 구입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 구입할 생각이 없다.

② 가격이 ( )원일 경우, 구입할 수 있다.

21. 현재(9월 초) 한우 불고기(1등급, 1kg)의 소매가격은 3만원 수준이고, 미국산

냉장 불고기의 소매가격은 2만 3천원, 호주산 냉장 불고기의 소매가격은 1만

7천원입니다. 만약 이번 달부터 중국산 냉장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된다고 가

정할경우, 귀하는중국산냉장불고기(1kg)의 가격이어느정도일때구입하

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 구입할 생각이 없다.

② 가격이 ( )원일 경우, 구입할 수 있다.

4. 응 답 자  특 성

D1.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은? (남 · 여), (만 세)

D2.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 시 구 )

D3. 응답자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석사이상

D4. 귀하를 포함한 귀댁의 가구원 수는? 명

D5. 귀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18세 미만)는 몇 명입니까? 명

D6. 귀댁의 가구원에서 65세 이상인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명

D7. 귀하의 가구에서 주 소득원은 누구입니다.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맞벌이 ④ 부모님 ⑤ 자녀 ⑥ 기타( )

D8. 귀하의 가구에서 주 소득원의 직업을 다음 보기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① 회사원 ② 공무원 ③ 자영업 ④ 서비스업 ⑤ 유학생 ⑥ 기타( )

D9. 귀댁의한달평균소득(세금납부전소득이며저금을포함)은얼마나됩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49만원 ③ 150-199만원 ④ 200-249만원

⑤ 250-299만원 ⑥ 300-349만원 ⑦ 350-399만원 ⑧ 400-499만원

⑨ 500-599만원 ⑩ 600-699만원 ⑪ 700-799만원 ⑫ 800-899만원

⑬ 900-999만원 ⑭ 1,000만원 이상

D10. 귀하께서 중국에 거주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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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농산물(사과, 쇠고기)에 대한 인식 조사표

1. 전 체 적 인  상 품  구 입 행 태

1. 다음의 품목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1-1 사과 ( )

1-2 쇠고기 ( )

① 동네쌀가게 ② 슈퍼마켓 ③ 대형할인매장 ④ 백화점 ⑤ 생협 ⑥ 직거래

⑦ 인터넷 주문 ⑧ 고향 친척 ⑨ 동네정육점 ⑩ 기타 ( )

2. 해당 품목을 구입할 때 위 장소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사과 ( )

2-2 쇠고기 ( )

① 품질을 믿을 수 있어서 ② 다른 곳보다 싸게 살 수 있어서

③ 교통편이 편해서 ④ 직접 배달해 주므로

⑤ 다른 상품과 함께 구입할 수 있어서 ⑥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어서

⑦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⑧ 기타 ( )

3. 해당 품목을 구입할 때 주로 몇 kg 단위의 상품을 구입하십니까?

3-1 사과 ( ) ① 5개 이내 ② 10개 ③ 20개(5kg 상자)

④ 40개(10kg 상자) ⑤ 50개(15kg 상자)

3-2 쇠고기 ( ) ① 200g ② 300g ③ 600g(1 근) ④ 1kg ⑤ 2kg ⑥ 3kg

⑦ 기타 ( )

4. 한번 구입하신 상품은 보통 얼마 동안 드십니까?

4-1 사과 ( )

4-2 쇠고기 ( )

① 2-3일 ② 1주 ③ 10일 ④ 2주 ⑤ 3주 ⑥ 한달 ⑦ 두달 ⑧ 두달 이상

⑨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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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품목을 구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5-1 사과 ( )

5-2 쇠고기 ( )

① 가격 ② 상표 ③ 맛 ④ 생산연도(유통기간) ⑤ 외형(모양·색깔·크기)

⑥ 식품안전성(무농약, 친환경 등) ⑦ 생산지(원산지) ⑧ 기타( )

2. 중 국 산  수 입  농 산 물 에  대 한  인 식

6 평소 농산물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어디 이십니까?

① 재리시장 ② 슈퍼마켓 ③ 대형할인매장 ④ 백화점 ⑤ 생협 ⑥ 직거래

⑦ 인터넷 주문 ⑧ 고향 친척 ⑨ 기타 ( )

7. 중국산 수입농산물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는 쇼핑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① 재리시장 ② 슈퍼마켓 ③ 대형할인매장 ④ 백화점 ⑤ 기타 ( )

8. 중국산 수입농산물을 구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다음 두 문항은 8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8-1 중국산수입농산물을구입하신적이있다면, 어느장소이며, 어떤품목이었습

니까?

① 재리시장 ② 슈퍼마켓 ③ 대형할인매장 ④ 백화점 ⑤ 기타 ( )

(품목: )

8-2 구입하신 중국산 수입농산물(8번에서 대답한)에 대한 만족도와 앞으로의 구

매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① 맛과 품질에 실망하였으며, 향후 구입할 의향은 없다.

② 맛과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지만, 향후에도 구입할 의향이 있다.

③ 맛과 품질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향후에는 구입할 의향은 없다.

④ 맛과 품질에 만족스러우며, 향후에도 구입할 수도 있다.

9.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에 비하여 품질이나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더

불안하다고 여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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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

④ 수입 농산물이 더 신뢰가 간다.

10. 평소귀하가느끼시는중국이라는국가에대한전반적인이미지는어떠합니까?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정적인 편이다.

⑤ 매우 부정적인 편이다.

11. 10년 전과비교해서 (전반적인) 중국농산물의품질및안전성에대한귀하의

인식은 어떠하십니까?

①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뢰하지 않으며,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 구입할 생각이 없다.

②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뢰하지 않지만, 가격에 따라 구입할 수도 있다.

③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느끼지만, 구입할 생각은 없다.

④과거보다조금나아졌다고느끼기때문에, 적당한 가격일경우구입할수도있다.

⑤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여기지만 국산과 비슷한 가격일 경우 중국산보다는 국산을

구입하겠다.

⑥ 상당히개선되었다고여기기때문에국산과 중국산을구별하지않고구입하겠다.

12. 중국산농산물이여타다른국가들로부터수입되는농산물에비하여품질이나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더 불안하다고 여기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

④ 중국산 농산물이 더 신뢰가 간다.

<다음 문항은 12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를 선택하신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13. 중국산 농산물이 품질이나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

유는 다음 중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국에서의 농식품 생산 및 가공·유통 과정이 안전하거나 위생적이지 않다.

② 중국에서 자국의 수출 농산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검역하는 기관이 허

술하게 관리하고 있다.

③ 중국에서 한국으로 선박을 통해 운송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해물질을 대량 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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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상당량의중국농산물이정상적인교역이아닌비정상적인경로로국내에반입되

고 있다.

⑤한국의수입업자들이폭리를취하기위해중국으로부터낮은가격의저질농산물

을 수입하고 있다.

⑥ 국내 검역 당국이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우려하여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사·검

역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다.

⑦ 기타 ( )

14. 해당 품목의 경우, 현재 중국산 신선농산물이 수입되어 국내시장에서 판매되

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계십니까?

14-1 사과 ( )

14-2 쇠고기 ( )

① ‘수입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②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③ 모르겠다.

<다음문항은 14-1번문항이나 14-2번문항에서②를선택하신경우에만응답해

주세요>

15. 현재 중국산 신선 과일(사과)과 축산물(쇠고기) 등의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우리나라가중국과의 FTA를아직체결하지않아해당품목의관세가너무높아서

② 중국에서 발생한식물병해충(과실파리 등)과 가축질병(구제역·광우병 등)으로 인

해 검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③ 중국산 사과와 쇠고기의 품질이 너무 낮아서 국내 소비자들이 구입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④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중국산보다 품질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사과나 쇠고

기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⑤ 중국 내부의 수요가 너무 많아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해서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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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국산 사과의 맛과 안전성에 관하여 어떠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19. 중국산 쇠고기의 맛과 안전성에 관하여 어떠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18-1. 맛

① 국산에 비해 너무 맛이 없을 것이다.

② 국산에 비해 맛이 없는 편일 것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④ 국산보다 맛이 있는 편일 것이다.

⑤ 국산보다 확연히 맛이 더 있을 것이다.

19-1. 맛

① 국산에 비해 너무 맛이 없을 것이다.

② 국산에 비해 맛이 없는 편일 것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④ 국산보다 맛이 있는 편일 것이다.

⑤ 국산보다 확연히 맛이 더 있을 것이다.
18-2. 식품안전성

① 국산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② 국산에 비해 불안한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안전한 편이다.

⑤ 국산보다 매우 안전하다.

19-2. 식품안전성

① 국산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② 국산에 비해 불안한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안전한 편이다.

⑤ 국산보다 매우 안전하다.

16. 해당 품목의경우, 현재 중국산가공품이수입되어국내시장에서판매되고있

는지 여부를 알고 계십니까?

16-1 사과 ( )

16-2 쇠고기 ( )

① ‘수입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②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③ 모르겠다.

<다음 문항은 16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하신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17. 해당품목의경우, 현재국내시장에시판되고있는중국산의제품형태(가공품)

와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17-1 사과 ( )

17-2 쇠고기 ( )

① 제품형태(가공품)과 가격을 모두 알고 있다. ② 가격만 알고 있다.

③ 제품형태(가공품)만 알고 있다. ④ 정확히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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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당 품목의 경우, 향후 중국산 신선농산물이 국내에 수입이 될 경우, 중국산

수입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20-1 사과 ( )

20-2 쇠고기 ( )

①향후중국산을구입할의향이있다. ②향후중국산을구입할의향이없다.

<다음문항은 20번문항에서향후중국산수입품을구입할의향이있다고응답한

경우(①)에만 답해주세요>

21. 다음의중국산품목을구입할의향이있다면가장중요한이유는무엇입니까?

21-1 사과 ( )

21-2 쇠고기 ( )

① 가격 ② 품질(맛·신선도) ③ 외형(모양·색깔·크기)

④ 식품안전성(무농약·친환경) ⑤ 기타( )

<다음문항은 20번문항에서향후중국산수입품을구입할의향이없다고응답한

경우(②)에만 답해주세요>

22. 다음의중국산품목을구입할의향이없다면가장중요한이유는무엇입니까?

22-1 사과 ( )

22-2 쇠고기 ( )

① 가격 ② 품질(맛·신선도) ③ 외형(모양·색깔·크기)

④ 식품안전성(무농약·친환경) ⑤ 기타( )

3. 중 국 산  수 입 농 산 물 에  대 한  지 불 의 사

23. 현재(9월 초) 국내산 홍로 사과 한 상자(5kg, 19과 내외, 上品)의 소매가격은

6만원 수준입니다. 만약 이번 달부터 중국산 사과가 국내에 수입된다고 가정

할경우, 귀하는동일한품종의중국산사과(5kg 한상자, 19과내외)의가격이

어느 정도일 때 구입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 구입할 생각이 없다.

② 가격이 ( )원일 경우, 구입할 수 있다.



278 부록 4

24. 현재(9월 초) 한우 불고기(1등급, 1kg)의 소매가격은 3만원 수준이고, 미국산

냉장 불고기의 소매가격은 2만 3천원, 호주산 냉장 불고기의 소매가격은 1만

7천원입니다. 만약 이번 달부터 중국산 냉장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된다고 가

정할경우, 귀하는중국산냉장불고기(1kg)의 가격이어느정도일때구입하

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 구입할 생각이 없다.

② 가격이 ( )원일 경우, 구입할 수 있다.

4. 응 답 자  특 성

D1.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은? (남 · 여), (만 세)

D2.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 시 구 )

D3. 응답자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석사이상

D4. 귀하를 포함한 귀댁의 가구원 수는? 명

D5. 귀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18세 미만)는 몇 명입니까? 명

D6. 귀댁의 가구원에서 65세 이상인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명

D7. 귀하의 가구에서 주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맞벌이 ④ 부모님 ⑤ 자녀 ⑥ 기타( )

D8. 귀하의 가구에서 주 소득원의 직업을 다음 보기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① 회사원 ② 공무원 ③ 자영업 ④ 서비스업 ⑤ 농림수산업

⑥ 기타( )

D9. 귀댁의한달평균소득(세금납부전소득이며저금을포함)은얼마나됩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49만원 ③ 150-199만원 ④ 200-249만원

⑤ 250-299만원 ⑥ 300-349만원 ⑦ 350-399만원 ⑧ 400-499만원

⑨ 500-599만원 ⑩ 600-699만원 ⑪ 700-799만원 ⑫ 800-899만원

⑬ 900-999만원 ⑭ 1,000만원 이상

D10. 귀하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 거주했거나 1개월 이상 머물렀던 경험이 있

으십니까?

① 있다. ( 년 개월)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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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농산물(쌀, 고추가루)에 대한 인식 조사표

1. 전 체 적 인  상 품  구 입 행 태

1. 다음의 품목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1-1 쌀 ( )

1-2 고추가루 ( )

① 동네쌀가게 ② 슈퍼마켓 ③ 대형할인매장 ④ 백화점 ⑤ 생협 ⑥ 직거래

⑦ 인터넷 주문 ⑧ 고향 친척 ⑨ 기타 ( )

2. 해당 품목을 구입할 때 위 장소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쌀 ( )

2-2 고추가루 ( )

① 품질을 믿을 수 있어서 ② 다른 곳보다 싸게 살 수 있어서

③ 교통편이 편해서 ④ 직접 배달해 주므로

⑤ 다른 상품과 함께 구입할 수 있어서 ⑥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어서

⑦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⑧ 기타 ( )

3. 해당 품목을 구입할 때 주로 몇 kg 단위의 상품을 구입하십니까?

3-1 쌀 ( ) ① 5kg ② 10kg ③ 20kg ④ 40kg ⑤ 기타 ( )

3-2 고추가루 ( ) ① 100g ② 200g ③ 500g ④ 1kg ⑤ 2kg ⑥ 기타

4. 한번 구입하신 상품은 보통 얼마 동안 드십니까?

4-1 쌀 ( )

4-2 고추가루 ( )

① 1주② 2주③ 3주④한달⑤한달반⑥ 2달⑦ 3달⑧ 3달 이상⑨기타

5. 해당 품목을 구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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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쌀 ( )

5-2 고추가루 ( )

① 가격 ② 상표 ③ 맛 ④ 생산연도(유통기간) ⑤ 외형(모양·색깔·크기)

⑥ 식품안전성(무농약, 친환경 등) ⑦ 생산지(원산지) ⑧ 기타( )

2. 중 국 산  수 입  농 산 물 에  대 한  인 식

6. 평소 농산물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어디 이십니까?

① 재리시장 ② 슈퍼마켓 ③ 대형할인매장 ④ 백화점 ⑤ 생협 ⑥ 직거래

⑦ 인터넷 주문 ⑧ 고향 친척 ⑨ 기타 ( )

7. 중국산 수입농산물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는 쇼핑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① 재리시장 ② 슈퍼마켓 ③ 대형할인매장 ④ 백화점 ⑤ 기타 ( )

8. 중국산 수입농산물을 구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다음 두 문항은 8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8-1 중국산수입농산물을구입하신적이있다면, 어느장소이며, 어떤품목이었습니까?

① 재리시장 ② 슈퍼마켓 ③ 대형할인매장 ④ 백화점 ⑤ 기타 ( )

(품목: )

8-2 구입하신 중국산 수입농산물(8번에서 대답한)에 대한 만족도와 앞으로의 구

매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① 맛과 품질에 실망하였으며, 향후 구입할 의향은 없다.

② 맛과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지만, 향후에도 구입할 의향이 있다.

③ 맛과 품질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향후에는 구입할 의향은 없다.

④ 맛과 품질에 만족스러우며, 향후에도 구입할 수도 있다.

9.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에 비하여 품질이나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더

불안하다고 여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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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

④ 수입 농산물이 더 신뢰가 간다.

10. 평소귀하가느끼시는중국이라는국가에대한전반적인이미지는어떠합니까?

①매우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인편이다. ③보통이다. ④ 부정적인편이다.

⑤ 매우 부정적인 편이다.

11. 10년 전과비교해서 (전반적인) 중국농산물의품질및안전성에대한귀하의

인식은 어떠하십니까?

①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뢰하지 않으며,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 구입할 생각이 없다.

②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뢰하지 않지만, 가격에 따라 구입할 수도 있다.

③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느끼지만, 구입할 생각은 없다.

④과거보다조금나아졌다고느끼기때문에, 적당한 가격일경우구입할수도있다.

⑤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여기지만 국산과 비슷한 가격일 경우 중국산보다는 국산을

구입하겠다.

⑥ 상당히개선되었다고여기기때문에국산과 중국산을구별하지않고구입하겠다.

12. 중국산농산물이여타다른국가들로부터수입되는농산물에비하여품질이나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더 불안하다고 여기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

④ 중국산 농산물이 더 신뢰가 간다.

<다음 문항은 12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를 선택하신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13. 중국산 농산물이 품질이나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

유는 다음 중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국에서의 농식품 생산 및 가공·유통 과정이 안전하거나 위생적이지 않다.

② 중국에서 자국의 수출 농산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검역하는 기관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

③ 중국에서 한국으로 선박을 통해 운송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해물질을 대량 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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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국산 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 중국산 고추가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1. 맛

① 국산에 비해 너무 맛이 없다.

② 국산에 비해 맛이 없는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맛이 있는 편이다.

⑤ 국산보다 확연히 맛이 더 있다.

(직접맛을본적이없는경우에는응답자의예상

과 동일한 문항을 선택하십시오)

17-1. 맛

① 국산에 비해 너무 맛이 없다.

② 국산에 비해 맛이 없는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맛이 있는 편이다.

⑤ 국산보다 확연히 맛이 더 있다.

(직접 맛을 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예상과

동일한 문항을 선택하십시오)

④상당량의중국농산물이정상적인교역이아닌비정상적인경로로국내에반입되

고 있다.

⑤한국의수입업자들이폭리를취하기위해중국으로부터낮은가격의저질농산물

을 수입하고 있다.

⑥ 국내 검역 당국이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우려하여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사·검

역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다.

⑦ 기타 ( )

14. 해당 품목의경우, 현재 중국산이수입되어국내시장에서판매되고있는지여

부를 알고 계십니까?

14-1 쌀 ( )

14-2 고추가루 ( )

① ‘수입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②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③ 모르겠다.

<다음문항은 14-1번문항이나 14-2번문항에서①을선택하신경우에만응답해

주세요>

15. 해당 품목의경우, 현재 국내시장에시판되고있는중국산의가격과구입방법

(장소)을 알고 계십니까?

15-1 쌀 ( )

15-2 고추가루 ( )

① 가격과 구입방법(장소)을 모두 알고 있다. ② 가격만 알고 있다.

③ 구입방법(장소)만 알고 있다. ④ 정확히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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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식품안전성

① 국산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② 국산에 비해 불안한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안전한 편이다.

⑤ 국산보다 매우 안전하다.

17-2. 식품안전성

① 국산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② 국산에 비해 불안한 편이다.

③ 국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④ 국산보다 안전한 편이다.

⑤ 국산보다 매우 안전하다.
16-3. 가격수준

①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싸다.

②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다.

③ 전반적인 품질로 볼 때 적정한 수준이다.

④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⑤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17-3. 가격수준

①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싸다.

②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다.

③ 전반적인 품질로 볼 때 적정한 수준이다.

④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⑤ 전반적인 품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18. 해당 품목의경우, 중국산수입품을구입해본경험이있으며, 향후 중국산수

입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18-1 쌀 ( )

18-2 고추가루 ( )

① 중국산을 구입한 적은 있으나, 향후 구입할 의향은 없다.

② 중국산을 구입한 적이 있으며, 향후에도 구입할 의향이 있다.

③ 중국산을 구입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구입할 의향은 없다.

④ 중국산을 구입한 적이 없지만, 향후에는 구입할 수도 있다.

<다음문항은 18번문항에서향후중국산수입품을구입할의향이있다고응답한

경우(② 또는 ④)에만 답해주세요>

19. 다음의중국산품목을구입할의향이있다면가장중요한이유는무엇입니까?

19-1 쌀 ( )

19-2 고추가루 ( )

① 가격 ② 품질(맛·신선도) ③ 외형(모양·색깔·크기)

④ 식품안전성(무농약·친환경) ⑤ 기타( )

<다음문항은 18번문항에서향후중국산수입품을구입할의향이없다고응답한

경우(① 또는 ③)에만 답해주세요>

20. 다음의중국산품목을구입할의향이없다면가장중요한이유는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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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쌀 ( )

20-2 고추가루 ( )

① 가격 ② 품질(맛·신선도) ③ 외형(모양·색깔·크기)

④ 식품안전성(무농약·친환경) ⑤ 기타( )

3. 중 국 산  수 입 농 산 물 에  대 한  가 격 민 감 도

21.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쌀(20kg 1포대)의 가격에 대하여 귀하가 아래의 4

가지 경우처럼 느끼시는 하나의 가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미 20kg 상품의 소매가격은 4만 5천원 수준이며, 2011년에

도입한 중국쌀 20kg의 소매가격은 2만원 수준입니다)

가격(원/20kg)

중국산 쌀

1
0
0
0
0

1
2
5
0
0

1
5
0
0
0

1
7
5
0
0

2
0
0
0
0

2
2
5
0
0

2
5
0
0
0

2
7
5
0
0

3
0
0
0
0

3
2
5
0
0

3
5
0
0
0

3
7
5
0
0

4
0
0
0
0

가격이너무낮아서품질이의심된다.

가격이 다소 낮은 편이다.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다.

가격이 너무 높은 편이다.

22. 국내에서판매되는중국산고춧가루(1kg한봉지)의가격에대하여귀하가아

래의 4가지경우처럼느끼시는하나의가격에 (√) 표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국산 고추가루 1kg 상품의 소매가격은 4만원 수준이며, 중국산

고추가루 1kg 상품의 소매가격은 1만원 수준입니다)

가격(원/1kg) 중

국산 고추가루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
0

9
0
0
0

1
0
0
0
0

1
1
0
0
0

1
2
0
0
0

1
3
0
0
0

1
4
0
0
0

1
5
0
0
0

1
6
0
0
0

1
7
0
0
0

1
8
0
0
0

1
9
0
0
0

2
0
0
0
0

가격이너무낮아서품질이의심된다.

가격이 다소 낮은 편이다.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다.

가격이 너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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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 답 자  특 성

D1.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은? (남 · 여), (만 세)

D2.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 시 구 )

D3. 응답자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석사이상

D4. 귀하를 포함한 귀댁의 가구원 수는? 명

D5. 귀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18세 미만)는 몇 명입니까? 명

D6. 귀댁의 가구원에서 65세 이상인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명

D7. 귀하의 가구에서 주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맞벌이 ④ 부모님 ⑤ 자녀 ⑥ 기타( )

D8. 귀하의 가구에서 주 소득원의 직업을 다음 보기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① 회사원 ② 공무원 ③ 자영업 ④ 서비스업 ⑤ 농림수산업 ⑥ 기타( )

D9. 귀댁의한달평균소득(세금납부전소득이며저금을포함)은얼마나됩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49만원 ③ 150-199만원 ④ 200-249만원

⑤ 250-299만원 ⑥ 300-349만원 ⑦ 350-399만원 ⑧ 400-499만원

⑨ 500-599만원 ⑩ 600-699만원 ⑪ 700-799만원 ⑫ 800-899만원

⑬ 900-999만원 ⑭ 1,000만원 이상

D10. 귀하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 거주했거나 1개월 이상 머물렀던 경험이 있

으십니까?

① 있다. ( 년 개월) ② 없다.



Ⅰ . 중 국  소 비 자 의  수 입 농 식 품  소 비  행 태

부록 6

중국 소비자의 한국산 농식품 선호도 설문 조사표

1. 귀하께서 농식품을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2가지만 골라

주세요.

① 맛 ② 가격 ③ 안전성 ④ 원산지 ⑤ 포장(디자인) 상태, 단위

⑥ 기타 ( )

2. 귀하는 농식품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① 국내 대형할인매장 ② 외국계 대형할인매장 ③ 백화점 ④ 집 주변

의 소규모 슈퍼 ⑤ 농무시장(农贸市场) ⑥ 기타 ( )

3. 2번 문항(농식품 구입 선호 장소)의 답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있니까?

① 가격 ② 환경 ③ 신선도 ④ 안전성 ⑤ 편리정도 ⑥ 기타 ( )

4. 귀하는 수입농식품을 구입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4-1 ~ 4-4로 ) ② 없다 (▶ 4-5로 )

4-1. (4에 서  ① 응 답 자 만 ) 귀하께서 구입하신 수입농식품과 구입 횟수는?

구입품목 ( ), 구입회수 ( 월 회)

4-2. (4에 서  ① 응 답 자 만 ) 귀하께서 구입하신 수입농식품의 원산지를 모두

골라주세요.

① 미국 ② 일본 ③ 유럽 ④ 한국 ⑤ 동남아 ⑥ 기타 ( )

4-3. (4에 서  ① 응 답 자 만 ) 귀하께서 수입농식품을 구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맛이좋아서 ②안전성에 신뢰가 가서 ③포장(디자인) 상태가 우수해서

④ 규격화가 잘돼어 있어서

⑤ 구입한 품목의 국내산을 구입하기 어려워서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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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한 국 산  수 입 농 식 품 에  대 한  중 국  소 비 자  인 식  조 사

4-4. (4에 서  ① 응 답 자 만 ) 귀하는 수입 농식품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① 국내 대형할인매장 ② 외국계 대형할인매장 ③ 백화점

④ 집 주변의 소규모 슈퍼 ⑤ 선물받음 ⑥ 기타 ( )

4-5. (4에 서  ② 응 답 자 만 ) 귀하께서 수입 농식품을 구입하지 않으신 이유

는 무엇입니까?

① 가격이 너무 비싸서 ② 입맛에 맞지 않아서 ③ 주변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④ 국산 제품과 품질의 차이가 없어서

⑤ 본래 수입산보다 국산을 선호해서(신토불이) ⑥ 기타 ( )

5. 귀하는 수입농식품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① TV / 라디오 광고 ② TV드라마 ③ 신문/잡지 ④ 인터넷

⑤ 식품매장 ⑥ 소비해 본 주위사람의 소개 ⑦ 기타 ( )

6. 귀하는 앞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수입 농식품을 더 많이

소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기타 ( )

1. 귀하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① 맛있다 ② 비싸다 ③ 위생적이다 ④ 건강에 좋다 ⑤ 기타 ( )

2. 귀하는 어떤 종류의 한국산 농식품을 알고 있습니까?(아는 대로 모두 적어주세요)

① 신선 및 가공 곡물류 (구체적으로 )

② 신선 및 가공 채소류 (구체적으로 )

③ 신선 및 가공 과실류 (구체적으로 )

④ 신선 및 가공 수산물 (구체적으로 )

⑤ 신선 및 가공 축산물 (구체적으로 )

⑥ 신선 및 가공 버섯류 (구체적으로 )

⑦ 신선 및 가공 특작류(인삼, 홍삼 등) (구체적으로 )

⑧ 신선 및 가공 차류 (구체적으로 )

⑨ 음료제품, 음식 등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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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타 ( )

3. 귀하는 한국산 수입농식품을 구입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3-1 ~ 3-4로 ) ② 없다. (▶ 3-5로 )

3-1. (3에 서  ① 응 답 자 만 ) 귀하께서구입하신한국산수입농식품과 구입횟수는?

구입품목 (구체적으로 ), 구입회수 (월 회)

3-2. (3에 서  ① 응 답 자 만 ) 귀하께서 한국산 수입농식품을 구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맛이 좋아서 ②안전성에 신뢰가 가서 ③포장(디자인) 상태가 우수

해서 ④ 규격화가 잘돼어 있어서 ⑤구입한 품목의 국내산을 구입하기

어려워서 ⑥ 기타 ( )

3-3. (3에 서  ① 응 답 자 만 ) 귀하는 한국산 수입농식품 구입시 누구로부터 영향

을 받으셨습니까?

① TV / 라디오 광고 ② TV드라마 ③ 신문/잡지 ④ 인터넷

⑤ 식품매장 ⑥ 소비해 본 주위사람의 소개 ⑦ 기타 ( )

3-4. (3에 서  ① 응 답 자 만 ) 귀하는 한국산 수입농식품을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① 국내 대형할인매장 ② 외국계 대형할인매장 ③ 백화점

④ 집 주변의 소규모 슈퍼 ⑤ 선물받음 ⑥ 기타 ( )

3-5. (3에 서  ② 응 답 자 만 ) 귀하께서 한국산 수입농식품을 구입하지 않으신 이

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격이 너무 비싸서 ② 입맛에 맞지 않아서 ③ 품질이 좋지 않아서

④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⑤ 포장(디자인)이 불량해서

⑥ 주변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⑦ 수입산보다 국산을 선호해서 ⑧ 기타 ( )

4. 귀하는 한국산 수입농식품과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 등이 생산한 유사 농식품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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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元/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번호

5. 귀하는 한국산 수입농식품이 다른나라의 수입농식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 5-1로 ) ② 없다. (▶ 5-2로 )

5-1. (5에 서  ① 응 답 자 만 ) 귀하는 한국산 수입농식품이 왜 경쟁력이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② 맛이 좋아서 ③ 안전성에 신뢰가 가서

④ 포장(디자인) 상태가 우수해서 ⑤ 규격화가 잘돼어 있어서

⑥ 구입한 품목의 국내산을 구입하기 어려워서 ⑦ 기타 ( )

5-2. (5에 서  ② 응 답 자 만 ) 귀하는 한국산 수입농식품이 왜 경쟁력이 없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가격 대비 품질이 좋지 않아서 ② 맛이 좋아서 ③ 안전성에 신뢰가 없어서

④ 포장(디자인) 상태가 좋지 않아서 ⑤ 규격화가 잘되어 있지 않아서

⑥ 다른 나라 수입농식품에 비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⑦ 기타 ( )

6. 귀하께서 향후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생각하는 한국산 농식품 3가지를 적어주세요.

① ( ) ② ( ) ③ ( )

7. 귀하는 한국산 유기인증 쌀(粳米)이 수입되어 매대에 진열되어 있으면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 7-1로 ) ② 없다.

7-1. (7에 서  ① 응 답 자 만 ) 아래 표에 제시된 가격 중 귀하가 선호하는 가격에

①, ②, ③, ④를 각각 하나씩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이 너무 낮아서(싸서) 품질이 의심된다.

② 가격이 다소 낮은(싼) 편이다. ③ 가격이 다소 높은(비싼) 편이다.

④ 가격이 너무 높은(비싼) 편이다.

8. 귀하는 한국산 수입농식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가장 개선해

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격 ② 품질 ③ 포장(디자인) ④ 홍보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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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자 성별 ①남 ②여

2. 연령 ①20-29세 ②30-39세 ③40-49세 ④50-59세 ⑤60세이상

3. 가구원수 본인포함 ①1인 ②2인 ③3인 ④4인 이상

4. 결혼 여부 ①기혼 ②미혼 (▶면 접  중 단 )

5. 직업

①농림목어업 ②개인사업자 ③전문/자유직 ④사무직(단순

노무) ⑤사무직(경영 관리) ⑥생산직 ⑦전업주부 ⑧학생

⑨기타( )

6. 월평균 가구소득
①2000위안 이하 ②2001-4000위안 ③4001-7000위안

④7001-10000위안 ⑤10001위안 이상

7. 학력
①중졸 이하 ②고졸 ③대학졸업(전문대 포함)

④대학원 졸업 이상

Ⅲ . 기 본  정 보

※  다 음  항 목 을  작 성 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7

중국의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발생 현황

1. 동물전염병 발생 현황

동물전염병은 목축업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서, 대량의 가

축·가금 사망과 축산물에 대한 손실을 야기하고 국민생활과 대외무역에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

하기도 한다. 동물전염병에 대한 통제와 소멸정도는 한 국가의 목축업과

수의(獸醫)사업의 발전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건국 이래, 중

국의 중대한 동물전염병 방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중국은 1955년

과 1996년에 각각 우역과 우폐역이 소멸되었으며, 스크래피(scrapie), 아프

리카마역, 광우병(BSE), 아프리카돼지콜레라, 결절성 피부염, 리프트계곡

열 등 7종 동물전염병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다.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광견병 등 목축업의 생산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동물전염병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통제되어왔다. 돼지, 가금의 발병사망률

은 1970년대의 각각 12%와 20%에서 90년대 8%와 18%로 감소하였다(가

유릉, 1999). 2008년 8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은 파리에서 열린 제76회 연

례회의에서 중국이 우역 청정국임을 승인하였다. 이는 중국의 동물방역작

업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동시에 전세계 우역청정계획에 중대한 공헌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1년 5월 OIE는 중국이 우폐역 청정국임을 승인

하였다. 2000년부터 중국은 전국 광우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다년간의

모니터링 결과와 위험평가 결과에서 중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았음

이 증명되어 OIE에 광우병 청정국 인증을 신청하였다(이자예, 2010).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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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중국이 동물전염병 통제측면에서 거둔 성과들은 중국 목축업의 생산

발전에 있어서 견고한 기초가 되었다.

1.1 구제역 발생 현황

구제역(FMD)은 피해가 매우 심각한 동물전염병으로서 구제역 바이러스

에 전염되는 우제류동물의 급성·열성·고도접촉성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구

제역의 주요 감염대상은 돼지, 소, 양, 기타 가축, 야생 우제류동물이며, 쉽

게 전염되는 동물은 70여 종에 달하고, 발병률은 100%이다(장영광, 2004).

구제역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 OIE는 구제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가축 전염병으로 규정

하고 있고, 중국정부도 구제역을 14개의 동물전염병 가운데 가장 위험한

전염병으로 분류하여 국내외의 구제역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이

고 있다.

1.1.1. 중국 구제역 유행상황

중국 동물전염병 기록에 따르면, 1980년 이래로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대

한 구제역 발병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005년 중국에서는 갑자기 아시

아 I형 구제역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농업부가 ‘국내 중대 동물전염병 발

생상황 통보(2009년 9월 28일 갱신, 첨부문건4)’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

르면 2005년 이래로 중국의 구제역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발생한 아시아 I형 구제역은 모두 10건이었고, 구제역 발생지역

은 산동, 강소, 신강, 북경, 하북, 감숙, 청해 7개 성시, 발병가축은 612마

리, 살처분한 가축은 4,744마리에 달하였다.

2006년 전국에서 발생한 아시아 I형 구제역은 모두 17건으로 구제역 발

생지역은 영하, 강소, 감숙, 청해, 호북, 서장, 중경이고, 그 해 전국의 발병

가축은 모두 836마리, 살처분한 가축은 2,424마리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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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모두 8건으로 모두 아시아 I형이었으

며, 발생지역은 감숙, 청해, 신강 3곳, 발병가축은 157마리, 살처분된 가축

은 1,077마리였다.

2008년 중국에서 총 3건의 아시아 I형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발생지역은

신강, 영하, 감숙 3곳, 발병가축은 123마리, 살처분된 가축은 464마리였다.

2009년 중국에서 모두 15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그 중 7건은 A형,

나머니 8건은 아시아 I형이었다. 감염 축종은 돼지와 소였으며, 구제역 발

생지역은 상해, 호북, 내몽고, 사천, 신강, 섬서, 강소, 호남, 광서, 산동, 귀

주 등 11개 성이였다.

2010년 중국에서 모두 20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18건은 아시아 I형,

2건은 A형이었다.

1.1.2. 중국의 구제역 관련 방제조치

농업부는 줄곧 구제역 방제업무를 매우 중요시해왔고, 각지에서 효과적

으로 가축구제역을 예방하고 통제하도록 지도해왔다.

첫째, 운반되는 동물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소, 양 등 동물들을

운반하기 전에 구제역에 대한 면역강화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검사를 거

쳐 면역항체에 대한 합격을 받은 동물에 한해서 운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역학조사 및 전염병 상황 모니터링에 대한 역량을 확대한다.

셋째, 면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면역장벽(immunologic barrier)을 구축

한다. 넷째, 산지검역과 동물위생감독검문소의 집행역량을 강화하여 전염

병이 지역을 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

하였을 때 각 구제역 발생지역은 농업부와 지방에서 제정한 관련응급대비

책을 즉시 시행하고, 전염병 발생상황 처리 업무를 조직하고 전개한다. 구

제역 발생지역에 대하여 폐쇄와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지역 내 가금 전부

에 대하여 살처분 및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즉시 전염상황 처리작업을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하여 폐쇄와 소독을 실시하며, 감염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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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접촉된 모든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고 무해화처리 한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하여 폐쇄 및 소독조치

를 실시하고, 감염가축과 접촉한 가축들을 모두 살처분하며, 무해화처리를

진행한다. 발생지역, 전염가능지역의 구제역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동물

들에 대하여 긴급면역 등을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구제역참고실험실

은 역학 및 병원(병인) 조사를 진행하고, 즉시 감염동물의 조직 등을 채취

하여 분석한다. 이외에 감염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엄격한 처리를 거

쳐 대부분의 감염상황을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전염병의 확산

및 만연을 방지한다.

1.2. 고병원성 조류독감(HPAI)의 발생 현황

조류독감(Avian Influenza，AI)은 조류 유행성감기의 약칭으로서, 가금

류와 야생조류, 포유동물들이 조류독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

AIV)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高발병률·高사망률·高변이성을 특징으로

하는 중대한 동물전염병이다(AL EXANDER D J, 2000). 조류독감 바이러

스는 1900년 발견되어 1955년에 이르러 A형 바이러스임이 확인되었다. 조

류독감은 병원성(病原性)에 따라 고(高)병원성·약(弱)병원성·비(非)병원성

3종류로 구분되며,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H아형(subtype) 16종류와 N아형

9종류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H5와 H7형이 일으키는 조류독감은 ‘고병원

성 조류독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HPAI)’으로 불리는데, 이

는 가금의 조류독감 유행 및 사망을 야기하고, 발병률과 사망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WEBER S, HARDER T, STARICK E, 2007), 간혹 사람에게

전염되기도 한다. 조류독감은 사람과 가금 양쪽 모두에게 이환되는 일종의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이미 매우 중대한 공공위생문제로 변화하였다. 국

제수역사무국(OIE)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을 A등급 동물전염병으로 분류하

였고(Terrest rial Animal Health Code 2009), 중국도 같은 부류로 분류하였

다. 현재 HPAI는 이미 전세계 70여개의 국가에서 4,000여 건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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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50여 명이 감염되었으며 그 중 160여 명이 사망하였다. 2003년 이후

전세계 가금 또는 야생조류의 HPAI가 발생한 국가 중 1/3이 아시아지역이

었다. 그 중 동남아시아는 아시아지역에서 조류독감 고위험 발생지역으로,

아시아 HPAI 발생의 70% 정도를 차지한다(장지성, 이장우 등, 2010).

1.2.1. 중국 조류독감의 유행상황

조류독감(AI)이 중국에 유입된 시기는 대략 1990년대 중반으로 추측된

다. 최초의 조류독감 발생은 1994년 광동의 한 양계장에서 약병원성 H9N2

아형 조류독감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증상은 산란율이 감소하고

일정한 사망률이 나타났으나 그 영향이 크진 않았다.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대규모의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다. 중

국은 2004년 초 처음 광동에서 H5N1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최

근 몇 년간 거의 매년 고병원성 조류독감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① 2004년 조류독감 전염 상황

2004년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해이

자 조류독감 발생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해이기도 하다. 2004년 중국의 광

서, 호남, 호북, 안휘, 신강, 상해 등 16개 성·시·자치구, 37개의 지시(地市)

(신강건설병단 포함), 49개의 현시(縣市)에서 모두 50건의 전염상황이 발생

하였고, 14.49만 마리의 가금이 전염되었으며, 12.9만 마리가 사망, 905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

② 2005～2009년 조류독감 전염 상황

2005년에는 청해, 신강, 운남, 안휘, 호남, 호북, 내몽고, 요녕, 강서, 영

하, 서장 등 13개 성에서 32건이 발생하였고(가금 31건, 철새 1건), 발병

가금·조류의 수는 16.3만 마리로 15.46만 마리가 사망하였고 2,257.12만 마

리가 도살되었다. 2006년 사천, 산서, 안휘, 청해, 서장, 신강, 영하 등 7개

성에서 11건이 발생하였다(가금 10건, 철새 1건). 이외에 중국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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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N1아형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 38건(25명 사망)을 WHO에

통보하였다(이자예, 우리나라중대동물전염병구획연구). 2007년에는 서장,

광동, 신강, 호남성에서 3건의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는데, 발병 가

금·조류의 수는 2.8만 마리로 2.7만 마리가 사망하였고 24.8만 마리가 도살

되었다(가유릉, 2007.11). 2008년에는 6건이 발생하였고, 2009년에는 신강,

서장 2개 성에서 2건이 발생하였다(주: 2005～2009년 조류독감 발생에 관

한 상세한 내용과 데이터는 <표 5. 국내 중대동물전염병 상황통보(2009년

9월 28일 갱신)> 참고).

결론적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보도된 전염병 발생 건수는 100

여 건이다. 전염병 발생상황은 중국 각 지역에 분포하며, 그 가운데 장강이

남지역이 비교적 많았다. 겨우 소수의 성(省)또는 직할시만이 전염병 발생

보도가 없었을 뿐이다.

1.2.2.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조류독감 발생상황의 특징

중국은 2004년 초 처음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래,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중국의 조류독감 발생은 비교적 강한 계속성(지속성)을 가지고 있

다. 중국의 조류독감은 2004년 시작되었는데, 이후 몇 년간 매년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둘째, 조류독감 발생 공간의 연속성

이 강하다. 조류독감은 2004～2008년 화남지역, 서남지역, 장강유역, 화북

지역, 감몽유역(甘蒙流域), 신강, 서장, 동북지역 등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

였고, 전국 성의 80%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전염

병 확산지역이 넓고 범위가 광범위하다. 셋째, 조류독감 발생은 뚜렷한 계

절분포의 특징을 나타낸다. 2004년 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래로 뚜렷한 계절분포의 특징을 보여왔다. 겨울-봄의 조류독감 유행은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겨울-봄이 중국에서 고병원성 조

류독감이 발생하는 주된 시기임을 나타낸다. 그 다음은 가을-겨울로서, 조

류독감 발생의 35% 정도를 차지한다. 하계 조류독감 발생 확률은 상대적



부록 7 297

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넷째, 조류독감 발생은 뚜렷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 조류독감은 2004년부터 화남지역에서 모두 15차례 발생하였고, 중부

의 장강유역 습지에서는 22차례 발생하였다.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조

류독감의 발병비율을 살펴보면, 서북유역 습지지역의 발생비율은 2004년

의 6%에서 2005년 50%로 증가하였고, 2006년 서북유역 습지지역에서의

조류독감 발병은 이미 전국의 73%를 차지한다. 이로써 화남지역, 장강유

역, 서북내륙 습지(감몽유역, 신강, 서장 등 지역을 포함) 등은 중국에서 조

류독감이 발생하는 주요 지역임을 알 수 있다(장지성, 이장우 등, 2010).

다섯째, 조류독감 발생이 감소되는 추세이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에서는 103건의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비록 매년 조류독감 유

행상황이 발생하였지만 2004년 50건에서 2009년 2건으로 감소하는 등 해

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다(범중흠, 구백근 등, 2010). 위의 사실로 미루어보

아 중국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을 예방·통제 측면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

음을 알 수 있다.

1.2.3. 조류독감 유행과 관련한 방제조치

전염병 유행상황 발생 후, 농업부는 즉각 전염병 유행지역에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방제업무를 지도하고, 해당지역의 수의부서는 신속히 《고병원성

조류독감전염발생상황 처리기술규범》의 “조기에, 신속히, 엄격하게”와 관

련된 사항에 의거하여 처리작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주요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가금의 비정상적 사망이 발견될 경우, 즉시 상황진단, 보고를 실시하

고, 감염동물의 조직 등을 채취하여 국가조류독감참고실험실로 보내 확실

한 진단을 내린다.

(2) 전염병 발생지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엄격한 폐쇄, 살처분, 소독조

치를 취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3) 전염병 확진 후 2시간 이내에 발생지점, 유행지역, 전염가능지역(위

험지역)을 확정하고 12시간 이내에 전염병 유행지역에 대한 봉쇄조치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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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전염병 유행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에 임시동물검역소독센터를 24

시간 운영하고, 쉽게 감염되는 산 가금 및 그 제품의 반출을 금지하며, 해

당지역으로 출입하는 사람, 차량, 관련 물품들에 대하여 소독을 철저히 실

시한다.

(4) 전염병 유행지역 내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무해화 처리를 실

시한다. 전염병 발생지점 주변 3km 내의 모든 가금들을 살처분하고 소각,

매몰 등의 무해화 처리를 진행한다. 전염가능지역(위험지역) 내의 감염 가

능성이 있는 가금(조류)에 대하여 국가에서 허가한 백신을 사용하여 긴급

강제면역을 실시하고, 전염병 유행지역 10km 이내에 위치한 모든 가금류

및 그 제품의 교역시장을 폐쇄한다.

(5) 가금사육장, 도구, 도로, 전염병 유행지역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엄격히 실시한다. 전염가능지역(위험지역)의 전염되기 쉬운

가금(조류)에 대해서는 긴급면역접종을 실시한다.

1.3.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발생 현황

2000년 중국은 소해면상뇌증(속칭 광우병)의 전국적 모니터링을 시작하

였다. 다년간의 모니터링 결과와 위험평가결과는 중국에서 광우병이 발견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OIE에 광우병 청정 인증을 신청하였다(농업부,

2006).

1.4. 기타 동물전염병 발생 현황

1.4.1. 뉴캐슬병(ND: newcastle diseas)

뉴캐슬병은 뉴캐슬병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급성, 열성, 고도접촉성

전염병이다. Kaleta와 Baldauf는 현존하는 문헌을 참고하여 가금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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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의 조류 목(目) 중 27개 목, 최소 236종이 자연적으로 또는 실험적으

로 뉴캐슬병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뉴캐슬병은 닭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1990년대 이래로 일부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뉴캐슬병에 감염되는 조류의 종류가 많은 편이고, 발병율과 사망률

이 95% 이상으로, 한번 유행하면 대부분이 폐사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OIE는 뉴캐슬병은 A급 악성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뉴캐슬병이 발생

한 국가는 24시간 이내에 OIE에 통보해야 한다.

중국은 1946년 한 시골마을의 닭들이 뉴캐슬병에 감염된 것이 처음 보

도되었다. 중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엄격한 면역대책을 세워왔지만 뉴캐슬

병은 여전히 양금업(養禽業)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질병 중 하나이

다. 뉴캐슬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많은 양계장에서 뉴

캐슬병 발병율이 여전히 매우 높다. 지리적 분포 관점에서 보면, 뉴캐슬병

의 유행은 광동, 광서, 운남, 복건 등 남방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북방지역

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다.

1.4.2. 돼지콜레라(CSF)

돼지콜레라(CSF)는 돼지와 야생돼지를 기주로 하고, 발병율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돼지전염병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

피해가 막대하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1961년 《국제동물위생법전》을

공포한 이후 돼지콜레라를 A급 동물전염병 중 하나로 분류하였고, 중국

《동물방역법》에서도 돼지콜레라를 동일부류의 동물전염병으로 지정하였

다. 현재 돼지콜레라는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으며 양돈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목축대국으로서 사

육하는 돼지는 9억 마리에 달하고 이는 세계 총생산량의 47%를 차지한다.

하지만 돼지콜레라의 유행은 중국 양돈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저해하

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돼지콜레라 빈번발생지역으로 국제수역사

무국(OIE)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5～2008년 아시아에서만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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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발생하였다. 중국은 돼지콜레라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로서 돼지콜레

라는 중국에서 중대한 동물전염병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70여 년간 유행

하였으며 최근 중국은 대규모의 면역접종을 실시하여 돼지에 대한 일정 정

도의 면역보호율을 보장하고 있다. 비록 현재 돼지콜레라 발병에 있어서

뚜렷한 계절성이 없고 규모가 비교적 작으며, 강도도 약하지만, 산발적으

로 유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나타난다. 2005년과 2006년 발

생한 돼지콜레라는 981건, 2007년 894건이었고, 2008년엔 700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는 아시아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07년과

2008년 인도에서 각각 95건, 650건 발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다.

1.4.3.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속칭 “청이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속칭 “청이병”은 돼지생신기호흡기증

후군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고도접촉성 전염병이다. 주요 전염원은 감

염돼지이고, 조류 또한 이 전염병의 전파에 참여한다. 1996년 초 곽옥청(郭

寶淸) 등은 국내의 청이병 증상을 가지고 있는 돼지군에 대해서 혈청학적

검사와 병원체 분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0개 지역의 10개 양돈장에서

151개의 혈청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혈청민감도는 58%였고, 유산된

태아에서 병원체를 분리해냈다. 이 혈청들의 출처는 동북, 화북, 화중, 화

남 4대 지역으로 청이병이 중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2006년 중국에서 대규모 돼지 청이병이 발생하였는데, 5월에는 강서성 남

창시 주변지역의 일부 양돈장에서 호흡곤란과 전신이 붉어지는 증상을 나

타내는 병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6월 중순, 모든 남창시 주변지역에서

동일한 증상의 병례가 출현하였고, 돼지 사망이 빈번히 나타났다. 뒤이어

강서성의 무주, 동향, 만년, 여간, 고안 등지에서 돼지 청이병이 발생하였

다. 7월～8월, 복건, 호남, 호북, 하남, 강소 등지에 전염되었고, 가을이 되

자 또다시 산동, 하북, 요녕, 내몽고 등지에서 유행하였다. 상술한 유행상

황은 고열과 지속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전파속도가 빠르며 발병율

50% 이상, 사망률 10～30%(일부 양돈장 100%)에 달했다. 중국동물질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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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돼지 청이병 유행은 수백만 마리의 돼지

가 영향을 받아 최소 40만 마리가 사망하여 발병지역 양돈장 및 양돈호

(戶)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2004～2008년 중국 청이병 역학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청이병 유행지역은 주로 남방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 중국 국경지역은 사육방

식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중국 동물전염병 유행의 주된 경로가 되었다.

2. 식물병해충 발생상황

2.1. 검역성 해충-과실파리류(Bactrocera albistrigata) 발생 현황

과실파리류는 과실파리과 해충 중 하나로써 중국에는 분포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입국식물 검역성 유해생물 목록(中華人民共和國進境植物

檢疫性有害生物名錄)》에 포함되어 있다.

2008년 7월, 심천공항 검역국은 말레이시아 여행객이 휴대한 수하물에

서 0.8kg 중량의 올리브열매를 발견하고 동식물센터에 검사를 요청한 결과

검역성 유해생물인 과실파리류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2003년 심천항구에

서 발견된 이래 두번째이다. 같은 해 7월, 심양 출입국검역국 공항사무소

검역요원이 한국 여행객이 소지한 열대과일 왁스잠부에 대해 테스트를 실

시한 결과 과실파리 유충의 흔적을 발견하였고, 성충 배양 후 기술센터 전

문가의 감정을 거친 결과 검역병해충인 과실파리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국은 열대과일인 왁스잠부를 재배하지 않고 과실파리류 분포지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 여행객이 소지한 과일은 제3국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국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사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특히 비

전염병 발생지역 여행객이 휴대한 과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해충이 입

국 식물 및 식물류 제품을 통해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

이후로는 과실파리류가 중국에서 발견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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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코드링나방(codling moth)의 발생 현황

코드링나방은 Cydia pomonella（L.）라고도 하며, 세계적으로 널리 분

포되어 있고 인과류 과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파괴성 해충으로써 중국의

중요한 검역대상이다. 코드링나방 유충은 대량의 과일을 좀먹고 부패시키

는데 기주식물은 사과·배·복숭아·산사열매·밤류·무화과류 등이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해충으로 인한 과일피해률은 50% 이상이며 심각한 경우

70～100%에 이르고 과일생산 및 수출무역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다주어

식물보호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코드링나방은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 입

국식물검역 위험성 병·충·잡초 목록(中華人民共和國進境植物檢疫危險性

病、蟲、雜草名錄)》에 포함되었고, 1995년 중국 식물검역대상 명단에 포

함되었으며, 1996년에는 전국 삼림식물 검역대상 명단에 포함되었다.

코드링나방은 1850년대 중국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신

강 전역으로 확산되어 1980년대 말 감숙(甘肅)성 돈황(敦煌)으로 유입되었

다. 그 후 하서회랑(河西回廊)을 거쳐 내륙으로 퍼지며 상황은 매우 심각해

졌다. 감숙성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코드링나방 병해충이 1991년 과주

(瓜州)와 옥문(玉門)으로 확산되고 1994년 주천(酒泉)시 숙주구(肅州區)로

유입되었으며 1999년 금탑(金塔)현, 2003년 장액(張掖)시 고대(高臺)현,

2004년 임택(臨澤)현, 2005년 감주(甘州)와 민락(民樂)현, 2006년 산단(山

丹)현, 2007년 무위(武威)시 민근(民勤)현·금창(金昌)시 영창(永昌)현·란주

(蘭州)시 칠리하구(七里河區)·서구(西固)에서 병해충 발생지를 발견하였고,

2009년에는 백은(白銀)시 경태(景泰)현·백은(白銀)구·란주시 안녕(安寧)구·

성관(城關)구·고란(皐蘭)현·평량(平凉)시 정녕(靜寧)현에서 새로운 병해충

발생상황을 발견하였다. 병해충 전파속도를 보면 2003년 주천시 유입이 발

견되기 전까지 동쪽으로 비교적 느리게 확산되었지만 최근에는 병해충 확

산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매년 30～50km의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

다. 현재 하서회랑(河西回廊)이라는 자연장벽을 넘어 란주·평량 등에서 병

해충이 발생하는 등 21개 현·시까지 영향을 미치며 감숙성·섬서성 경계선

에 근접하였으며, 감숙성과 영하회족자치구뿐 아니라 전국의 과일생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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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및 관광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중국은 신강위구르자치구·

감숙성·내몽고자치구·흑룡강성·영하회족자치구 5개 지역에서 코드링나방

병해충이 발생하였으며, 발생면적은 37.62만 ha이고 매년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9억 6,100만 위안에 이른다.

2.2.1. 신강위구르자치구의 코드링나방 발생 현황

가. 발생현황

1953년 장학조(張學祖) 교수가 신강위구르자치구 쿠얼러(Korla) 일부지

역에서 코드링나방 병해충이 발생한 것을 처음 발견하였는데 분포면적이

비교적 좁았다. 그 후 조사결과 이 해충이 신강 남부지역 타림분지 주변의

룬타이·쿠처·사야·신허·바이청·원쑤·아커쑤·가스·카스·샤처·모위 및 신강

북부의 타청·이리·우루무치·마나스·투루판·산산 등에 분포하며 매년 4만 h

㎡의 과실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코드링나방 병해충이 신강 내에서 연달아

발생하여, 병해충이 유행한 해에는 과일 생산량이 30～50% 가량 감소하고

심각한 경우 8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

고 있다.

나. 대응조치

（1）검역 및 처리

과일·건과 운송검역 및 과수원 산지검역을 강화한다. 특히 신강위구르자

치구 등 병해충 발생지역의 과일·건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여 병해충 과

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시장검역을 강화하여 병해충이 발견된

과일은 즉시 소각한다.

（2）농업방제

과수원 관리를 강화하여 좀먹은 과일 및 낙과를 즉시 제거하고,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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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은 한곳에 매립한다. 또한 과수원의 폐기상자·폐목·화학비료봉지·잡초

등 코드링나방 서식지가 될 만한 것은 모두 정리한다.

겨울철 과수휴면기 및 초봄 발아 전, 나무의 거친 껍질과 묵은 껍질을 벗

겨내어 월동해충을 제거한다. 나무 껍질을 벗길 때 지면에 깔개를 놓고 벗

겨낸 껍질 및 월동해충을 수거한 후 소각 혹은 매립한다. 껍질을 제거한

후 5보메도의 석회유황합제를 과수가지 및 줄기에 칠하거나 산화칼슘·석

회유황합제·식염·점토·물을 10:2:2:2:4 비율로 혼합하여 소량의 효소를 첨

가한 후 칠해준다.

짚단이나 천 등을 이용한 서식처를 제공하여 코드링나방 노숙유충을 유

인한다. 매년 6월 중순 과수의 줄기 및 가지에 15～20cm 길이의 들깨풀

혹은 마포를 묶어 코드링나방의 노숙유충을 유인하였다가 과일수확 후 짚

단·천을 제거해 소각하여 죽인다.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 짚단·천 위에 고

농도의 살충제를 뿌리면 효과가 더욱 좋다. 저장 시에는 과일을 엄선하여

유충의 월동을 방지한다. 성충기에 과수에 나프탈렌을 걸어두면 성충의 교

미·산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3）화학적 방제: 코드링나방 1세대·2세대 유충이 출현하는 절정기에

2～3회 가량 집중적으로 약품을 뿌리는데, 살충제는 농도 10%의 베타-사

이퍼메트린(beta-cypermethrin) 3,000배액과 훼녹시카브(Fenoxycarb) 4,000

배액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농약과 함께 사용 시 주의한다. 코드링나방은

동일 생태지역에 통일적으로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4）생물학적 방제: 쌀좀알벌(Trichogramma evanescens westwood), 송

충알벌(Trichogramma dendrolimi), 코드링나방성 페로몬을 이용해 수컷나

방을 유인하여 죽이거나 교미를 교란시킨다.

（5）물리적 방제: 성숙한 번데기나 우화 중인 수컷나방에게 감마선을 사

용하면 98%의 불임효과를 가져오는 등 방제효과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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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감숙성의 코드링나방 발생 현황

1989년 여행객이 휴대한 과일·건과를 통해 코드링나방이 감숙성 돈황시

에 유입된 이후, 병해충이 하서회랑(河西回廊)을 따라 내륙으로 확산되며

상황이 심각해졌다. 감숙성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코드링나방 병해충이

1991년 안서(安西)현으로 확산되고 1994년 옥문(玉門)시, 1995년 숙주구

(肅州區), 1999년 금탑(金塔)현, 2003년 장액(張掖)시 고대(高臺)현, 2004년

임택(臨澤)현, 2005년 감주(甘州) 및 민락(民樂)현, 2006년 산단(山丹)현,

2007년 무위(武威)시 민근(民勤)현·금창(金昌)시 영창(永昌)현·란주(蘭州)

시 칠리하(七里河)구·서구(西固)에서 새로운 병해충 발생지를 발견하였다.

2008년에는 백은(白銀)시 경태(景泰)현·백은(白銀)구·란주시 안녕(安寧)구·

성관(城關)구·고란(皐蘭)현·평량(平凉)시 정녕(靜寧)현에서 또 다른 병해충

발생상황을 발견하였다. 병해충 전파속도를 보면 2003년 주천시 유입이 발

견되기 전까지는 동쪽으로 비교적 느리게 확산되었지만 최근 병해충 확산

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 현재 하서회랑(河西回廊)이라는 자연장벽을 넘어

란주(蘭州)·백은(白銀)·평량(平凉) 등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는 등 21개현

2.1만 h㎡ 면적에 영향을 미치며 감숙성·섬서성 경계선까지 근접하여, 감

숙성·섬서성·영하회족자치구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과일생산·수출 및 관광

업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감숙성 주천(酒泉), 장액(張掖), 무위(武威), 란주(蘭州) 등 13개 현

(縣)·시(市)·구(區)의 병해충 발생면적은 28,560 h㎡, 과수피해율은

31.78%, 과일손상률은 5.49%이다. 2001～2006년 5년간 감숙성의 코드링

나방 발생지역은 13개 현·시·구의 100여개 향진에 이르며, 발생면적은

1,282.7 h㎡에서 28,560 h㎡로 늘어 22.3배로 증가하는 등 병해충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코드링나방은 주천시에서 1년에 2세대 혹은 불완전한 3세대까지 발생하

며, 노숙유충은 나무줄기의 두꺼운 껍질 틈이나 묵은 껍질 밑·나무 구멍

속 등에서 월동을 한다. 2006년 시 전체 발생면적은 100 h㎡이었고 과수발

생면적은 80.8%, 피해과수율 51.2%, 과일손상률은 15.50%였다. 주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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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1990년부터 코드링나방의 생물학적 특성 관찰 및

방제기술연구를 실시하였고, 2006～2007년에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적인 방제를 실시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 주천시의 코드링

나방으로 인한 과일손상률은 1.55%로 감소하였다.

코드링나방은 1995년 숙주구(肅州區)에도 유입되었는데, 당시 서쪽 일부

지역 과수원에서 소규모로 발생해 피해가 비교적 적었다. 과수원 피해율은

9.50%, 피해과일률이 1.95%이고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과수원의 피해과일률

도 3.35%에 불과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 병해충 피해가 확산되어 현

재에는 과수원 전체에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6년 일제조사 결과

전체 코드링나방 병해충 발생면적이 5,813 h㎡, 과일손상률이 11.49%이었

으며,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과수원의 손상과일률은 75%였다. 숙주구 농림

부는 코드링나방 발생범위를 조사하고 모니터링 및 성(性)유인제 방제를

실시하였다. 2006～2007년은 종합적인 방제 덕분에 코드링나방 발생면적

이 2427 h㎡로 감소하였다. 2006년 조사된 데이터에 따르면, 숙주구 15개

향(鄕)과 국영농장 8곳에서 코드링나방이 발생했는데, 그 중 평균 피해과

일률 5% 이하인 향과 농장 각각 1곳이였으며, 과일피해률 5～15%의 중급

피해지역은 9개 향과 농장 5곳이었다. 피해과일률 15% 이상의 상급 피해

지역은 5개 향과 농장 2곳이었다. 전 지역의 평균 과수피해율은 68.94%,

피해과일률은 11.49%였으며, 그 중 사과나무 피해율은 67.80%, 과일손상

률은 10.04%로 조사됐다. 또한 배의 피해과수율은 80.82%이고 과일손상률

은 12.58%였으며, 살구 피해율은 5.67%, 복숭아 피해율은 3.72%이었다.

1999년, 란신선(蘭新線, 란주-우루무치) 탑승객이 코드링나방 병해충 발

생지의 과일을 가지고 감숙성 금탑현 급급향(芨芨鄉) 및 정신진(鼎新鎮)을

방문하였다. 코드링나방은 일부 농가 주변 과수원에 발생하였고, 과일·건

과의 자유무역 및 기타 활동으로 인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2006년

9월까지 실시한 전면조사 결과, 코드링나방은 10개 향진의 86개 촌에 모두

분포해 있었다. 발생면적은 2,373 h㎡이고 피해율은 최고 100%, 최저

14.9%, 평균 48.7%였으며, 유충피해과일은 최고 37%, 최저 2%, 평균

19.3%였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면적은 242 h㎡이고 피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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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유충피해과일은 37%로 12개 마을에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 658 h

㎡면적의 상급 피해지역 피해율은 76.2%, 피해과일은 18.3%이며 22개 촌

이 해당된다. 중급 피해지역 면적은 840 h㎡이며 피해율 22.9%, 과일손상

률 7.5%이었고 39개 촌이 포함되었다. 하급 피해지역 면적은 633 h㎡이며

피해율 14.9%, 과일손상률이 2%였고 28개 촌에 피해를 미쳤다. 그 중 대

규모 과수원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으며, 소규

모이고 관리가 허술한 과수원의 피해가 비교적 심각했다. 금탑현의 코드링

나방 병해충은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되었지만 주요 원인은 대내외적 요인

2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외적 요인은 금탑현의 온도·습도가 코드링나방

발생에 적합하고, 풍부한 먹거리와 광범위한 기주식물이 코드링나방 성장

에 물질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내적 요인으로는, 코드링나방은 양

성번식(兩性繁殖)을 하는데 암수비율이 1:1로 안정적이어서 번식에 유리하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암컷성충의 산란양이 많고 유충의 먹이획득능

력이 뛰어나며 활동범위가 넓다는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코드링나방 발생

이 용이하다.

2003년, 감숙성 고대(高臺)현에서 코드링나방이 처음 발견된 후로 급속

히 확산되어 2006년에는 발생면적이 0.315만 h㎡에 달했고 현 전체 과수

원 면적의 70%를 차지했다. 평균 피해율은 51.11%, 과일손상률 18.42%이

며 병해충이 급속히 퍼지면서 현지 정부 및 농업부서에서도 주목하게 되었

다. 조사 결과, 장액(張掖) 지역의 코드링나방 노숙유충은 줄기·가지의 두

꺼운 껍질 틈이나 묵은 껍질 밑, 나무 구멍 등에서 월동준비를 하였다. 또

한 월동충이 줄기와 가지에 각각 77.47%, 22.53% 분포되어 있고 나무 밑

토양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코드링나방의 주요 월동장소는 줄

기인 것으로 보인다. 지면높이 0.6m 이하인 줄기는 월동충 밀도가 73.75%

에 달했고, 0.6～1.12m 높이의 줄기에 서식하는 월동충 밀도는 14.89%였

다. 이를 통해 코드링나방의 주요 월동장소가 높이 1m 이하의 줄기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나뭇가지의 경우, 줄기로부터 0.4m 이내에 월동충

56.10%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0.4～1.1m 범위의 가지에 39.02%가 서식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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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숙성 임택(臨澤)현에는 2004년에 코드링나방이 처음 유입되었다. 2004

년 4월, 임택현 농장에 코드링나방 성충이 나타난 후 유충과 번데기가 계

속 발견되었고 과수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2005년 현 전체 과수에 대해 실

시한 집중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택현의 코드링나방 병해충 발생면적은

2,383.3 ha이고, 과수피해율은 43.84%, 평균 과일손상률은 5.59%이다. 사

과·배 등 과일생산량이 3575톤 감소하는 등 코드링나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46.7만 위안에 이른다. 병해충 발생 후, 정부에서 일련의 방제대책

을 마련하여 코드링나방 병해충 방제작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몇 년

간 겨울철 나무 껍질 제거·짚단묶기·과수원 청소 등 농업 방제조치를 널리

보급하고, 과일을 좀먹는 시기에는 화학약품을 이용한 방제 캠페인을 벌였

다. 또한 주요지역에 살충등과 해충유인기를 이용하는 물리적 방제조치를

실시하고, 과일·건과시장 및 도로에 대한 검역 등 종합적인 방제조치를 추

진하며 코드링나방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였다. 그 결과, 2010년의 현 전체

피해율이 5.9%, 피해과일률은 0.21%로 감소하는 등 코드링나방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2005년 7월에는 감숙성 민락(民樂)현에 코드링나방이 유입되었다. 조사

결과, 코드링나방은 민락현 7개 향(진)과 41개 기관 과수원 내에서 발생하

였으며, 주요 피해품종은 레드 딜리셔스 애플(red delicious apple), 골든 딜

리셔스 애플(golden delicious apple), 금홍(金紅), 황괴(黃魁), 사과배 등이

다. 과일손상률은 6.3%이고 평균 피해율은 22.4%, 발생면적은 현 전체 과

수원 면적의 73%인 8.45만 묘(畝, 약 666.7㎡)이어서 우수과실 생산에 막

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코드링나방은 민락현에서 1년에 1～2세대가 발생하며, 1세대가 완성되

는데 40～50일이 소요된다. 노숙유충은 주로 과수의 묵은 껍질 밑·나무구

멍 속·과수원의 폐기물에서 월동한다. 월동유충은 다음해 4월 말·5월 초에

번데기가 되며 5월 하순에 1세대 성충으로 우화한다. 과수원의 기후조건이

비교적 좋다면 우화시기는 앞당겨진다. 성충우화 후 3～6일이 지나면 산란

이 시작되는데, 이는 주로 일몰 전후에 이루어지며 일몰 후에 최고치를 이

루다 점차 감소하여 자정이 되면 성충이 활동을 멈춘다. 암컷성충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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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가량의 알을 낳으며, 암컷성충의 수명은 4～13일이고 수컷성충은

4～7일이다. 대부분의 암컷해충은 과실 부근의 잎사귀 위에 알을 낳는데,

과실이나 나뭇가지 위에 낳기도 한다. 꽃받침·꼭지 부위보다는 과일표면에

산란이 이루어지며 비교적 높은 곳과 남향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잎 하나

에 1개의 알을 낳는다. 유충부화기는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에 시작되며 6

월 중하순은 유충의 부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이다. 1세대로 인한 피해

시기는 6월 초부터 7월 중하순이며, 7월 중순에 번데기가 되어 7월 말·8월

초에 2세대 유충이 우화하게 된다. 유충이 사과 속을 좀먹은 후에는 과일

껍질에 구멍이 생기는데, 그곳에 1차 탈피를 한 다음 씨방 부근에 2차 탈

피를 하며 씨방 내부를 갉아먹고 3차 탈피를 한 후 유충이 과일에서 빠져

나와 다른 과일로 들어간다. 유충은 과일을 바꿔가며 좀먹는 편식습성이

있으며, 30일 가량 과일을 좀먹다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 유충부화 후 과실

로 향하는 시기에 장마 등으로 인해 날씨가 안좋으면 유충사망률이 매우

높다. 유충이 과일 위로 올라간 후에는 표면을 기어다니다가 적당한 부위

를 찾아 좀먹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꽃받침·몸통부터 갉아먹는다. 이

시기는 유충의 생사가 결정되는 시기이자 방제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2006년 5월 10일, 산단(山丹)현 동락향(東樂鄕) 산양보촌(山羊堡村)에서

코드링나방 성충이 발견되었다. 2006년 총조사 결과, 산단현 코드링나방

병해충 발생면적이 1,484 h㎡, 과수피해율은 51.00%, 과일손상률이 11.00%

이고, 사과·배 생산량이 2,581톤 감소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154.9만 위안

을 초과하였다. 병해충 발생 후 산단현 정부의 관련부서에서 일련의 방제

조치를 실시하여 과수피해율이 2006년의 51.00%에서 13.70%로 감소하였

고, 과일손상률은 11.00%에서 2.33%로 낮아졌으며 병해충 발생면적도

870 h㎡로 감소하는 등 코드링나방의 확산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었다. 산단

현에서는 코드링나방이 일반적으로 1년에 2～3세대가 발생하는데, 그 중

제3세대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불완전한 과정을 거치며 1·2세대는 항

상 중첩하여 발생한다. 산단현 병해충 발생지역의 코드링나방 노숙유충은

묵은 껍질 밑이나 과수의 기층토양 속에서 월동을 시작한다. 다음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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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 평균기온이 10℃가량 되면 월동유충이 번데기가 되어 4월 하순에 끝

나는데 이 기간은 약 27일이다. 성충은 4월 하순부터 5월 초에 출현하기

시작하며 5월 중순이 우화절정기이다. 성충의 수명은 4～13일이며 일반적

으로 수컷보다 암컷의 수명이 더 길다. 암컷은 2～3일 후 성숙하여 해질

무렵에 활동하며 교미를 한 후 야간에 산란이 이루어진다. 암컷성충은 약

250～300개의 알을 낳는데 일반적으로 과일 표면 및 나뭇잎에 하나씩 낳

게 된다. 산란기간은 4～7일이며 마지막 산란을 마치고 4～5일 후에 사망

한다. 5월 중하순에는 월동성충이 낳은 알이 5～12일 동안 부화하여 유충

이 되며 과일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유충은 5령을 거치며 약 25～40일 후 과일에서 나온다. 묵은 나무껍질·

두꺼운 껍질 틈·나무 구멍 등이나 떨어진 나무껍질 밑·뿌리 주변 토양 3～

5cm 이내·낙과 속에서 번데기가 되는데 이는 6월 중순부터 6월 하순 사이

에 끝난다. 제1대 성충은 7월 초부터 우화가 시작되며 7월 중하순에 절정

에 이르고, 우화 후에는 성충이 알을 낳기 시작한다. 7월 중하순부터 8월

초까지는 제1대 성충이 낳은 알이 부화되어 2대 유충이 만들어지며, 그후

의 발육과정은 제1세대와 똑같다. 다른 점은 대부분의 2세대 유충이 8월

하순에 과일을 빠져나온 후 번데기가 되지 않고 나무껍질이나 나무 밑 토

양에서 월동에 들어가 다음해 봄에 번데기가 된다. 일부의 노숙유충만 그

해에 우화를 거쳐 성충이 되는데, 우화시기가 9월 초～ 10월 초로 제1세대

에 비해 비교적 분산되어 있다.

2008년 8월 코드링나방이 감숙성 고랑(古浪)현에 유입되어 9개 향(진)과

32개 과수원에서 병해충이 발생하였는데 발생면적은 415.3 h㎡에 달한다.

병해충으로 인해 레드 딜리셔스 애플(red delicious apple)·골든 딜리셔스

애플(golden delicious apple)·황괴(黃魁) 등 사과품종 및 사과배 등 배품종

이 주로 피해를 입었고, 과실생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코드링나방

은 고랑현에서 1년에 1～2세대 발생하였으며, 1세대가 완성되는데 일반적

으로 40～50일이 소요된다. 노숙유충은 과수의 묵은 껍질 밑·구멍·나무 밑

토양·기타 폐기물에서 월동하여 다음해 4월 말부터 5월 초에 월동유충이

번데기가 된다. 그후 5월 중순부터 성충이 출현하며 5월 하순에 제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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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의 우화가 가장 활발하다. 기후가 적당하면 우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

월동성충이 낳은 알은 5월 하순부터 6월 초에 부화하기 시작하여 6월 중하

순에 절정을 이룬다. 성충 우화 후 3～6일이 지나면 산란을 하는데, 주로

일몰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일몰 후에 가장 활발하며 자정이 되면

성충이 활동을 멈춘다. 암컷은 약 40～120개의 알을 낳으며, 대부분 과일

부근이나 나뭇잎 위에서 산란활동을 하고 일부는 나뭇가지에서 알을 낳는

다. 상층의 나뭇잎 및 과일에 착란을 가장 많이 하며 남향이 비교적 많다.

과실 위에 착란한 경우에는 꽃받침이나 꼭지보다는 과일표면에 많이 분포

되어 있다. 암컷성충의 수명은 4～13일이고 수컷의 수명은 4～7일이다.

2.2.3. 영하회족자치구의 코드링나방 발생 현황

코드링나방은 2008년에 영하(寧夏) 지역에 유입된 후 2009～2010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과산업·경제림(經濟林) 건설·사과생산·상품품질 등

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영하회족자치구 당위원회·정부·과학기술청·임업

국 등은 코드링나방 병해충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3년간 영하지역 코드링

나방 발생상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과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2008년

5월 19일, 2곳에서 병해충 발생상황을 발견하고 코드링나방 성충 3마리를

포획하였으며 발생면적은 1.3 h㎡이었다. 이에 바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

였다. 2009년에는 자치구 내에 200개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였고, 4월 22

일～6월 15일까지 발견한 병해충발생지점은 중위(中衛)시 사파두(沙坡頭)

구 2곳, 중녕(中寧)현 5곳, 청동협(青銅峽)시 2곳 등 총 9곳이며 성충 74마

리를 포획하였다. 총 발생면적은 74.7 h㎡인데 그 중 중위시가 22 h㎡, 중

녕현이 50 h㎡, 청동협시가 0.3 h㎡였고, 유인지역을 중심으로 500m 반경

내 555.2 h㎡면적에 방제를 실시하였다. 2009년 7월 22일～23일, 제2세대

성충 30마리를 포획하였는데 그 중 중위시 영수교(迎水橋)진 흑림촌(黑林

村)에서 27마리, 중녕현에서 3마리가 잡혔고 청동협시에서는 포획하지 못

했다. 방제를 통한 예방효과로 인해 월동세대보다 수량이 대폭 감소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중위시는 7월 25일에 포획지점 주변 57m 범위 내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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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32.3 h㎡을 대상으로 인공 낙과를 실시하였다. 2010년 5～9월, 해충유

도기 3만개, 모니터링 지점 2,100개, 해충포획기 7,956개를 설치했다. 병해

충 발생상황은 중위시 사파두구 14곳, 중녕현 5곳, 청동협시 8곳 등 총 27

곳에서 발견되었고, 679마리를 포획하였다. 영하회족자치구의 코드링나방

병해충은 2008년 5월 19일 2곳에서 3마리를 발견하였고 2009년 4월 22

일～6월 15일에 9곳에서 74마리를 포획하였으며, 병해충 발생지점 및 포

획수량은 각각 4.5배, 24.7배 증가하였다. 2009년 7월 22일～23일에는 2곳

에서 30마리를 포획하여 발생지점 및 포획수량이 각각 77.8%, 59.5% 감소

하였다. 2010년 5월～9월에는 27곳에서 679마리를 잡아 발생지점 및 포획

수량이 각각 13.5배, 22.6배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임업 및 검역 관련부서는 병해충 발생지역에 대한 전체적

인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확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중녕현의

경우 포획수량이 2009년 5월의 36마리에서 7월 22일～23일 3마리로 감소

하는 등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청동협시 소강(邵崗)진 감성자촌(甘城子村)

의 경우 2010년 초봄에 방제처리를 실시한 후 한해 동안 코드링나방 피해

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기존 병해충 발생지역에 대한 방제는 효과

적이었지만 새로운 발생지점 및 포획수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

녕현의 경우 2009년 7월 22일～23일 방제 시 포획수량이 3마리였지만

2010년 5～9월 포획수량은 477마리로 증가하는 등 해충의 발생범위 및 발

생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연속 3년의 조사기간 동안 중위시와 중녕

현에서 코드링나방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청동협시에서는 간

헐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청동협시에 이미 코드링나방이 유입되었으며

중위시 및 중녕현에는 고정적으로 서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하회족자치구는 감숙성과 인접해 있어 코드링나방이 감숙성에서 영하

로 유입되었고, 코드링나방은 이미 청동협시까지 퍼지며 계속해서 동쪽으

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영하회족자치구는 중위시 및 중녕현을

코드링나방 방제·박멸지역으로 지정하고 중녕현과 청동협시는 중점 모니

터링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영하에서 코드링나방이 발생한 과수원은 대부분 국도·간선도로·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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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철도 교차지대이거나 과즙가공공장 부근이었다. 따라서 과즙공장·고속

도로·국도·철도 및 반경 2km 범위를 모니터링 중점지역으로 설정해야 한

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시나 중대형 과일거래시장·집산지 주변 3km 이

내의 과수원, 국도 및 주요 성급 간선도로 1km 반경 내 과수원, 새로운 병

해충 발생지 주변 15km 이내 과수원을 중점 조사·모니터링 구역으로 설정

한다. 또한, 영하회족자치구와 섬서성 사과생산지를 잇는 강·하천은

400km에 못미치는데 아무런 장벽조성 없이 사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코드링나방이 영하회족자치구를 거쳐 빠른 속도로 감숙지역 사과재배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위시·중녕현·청동협시에 대한 코드링나방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방제 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영하지역 영무(靈武)·

오충(吳忠)·은천(銀川) 등 사과생산지 및 섬서성의 병해충 미발생지역에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과의 병해충을 막고 인력·자원을 대거 투입하

는 등 코드링나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2.2.4. 흑룡강성의 코드링나방 발생 현황

동녕현(東寧縣)은 흑룡강성 과수단지로 현재 과수면적이 9,000 h㎡이다.

2006년 동녕현에서 코드링나방 피해가 처음 발생하였으며, 2007년 조사결

과 코드링나방 발생면적이 621 h㎡, 과수피해율 63.8%, 피해과일은 평균

6.6%였으며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과수원의 경우 18%에 달하는 등 동녕현

과일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2006년 동녕현 전각루촌(轉角樓村)에서 처음 피해가 발생한 이후 동녕

소분지 주변 과수원으로 확산되었다. 2009년 9월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코

드링나방이 동녕현 3개 향진 21개 촌에 모두 분포하고 있으며 발생면적은

621 h㎡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수피해율은 최고 36.4%, 최저 8.7%

로 평균 11.5%를 기록했고, 피해과일률은 최고 19%, 최저 0.5%로 평균

1%였다. 상급 피해지역은 발생면적 110 h㎡, 과수피해율 28.8%, 손상과일

률 16%으로 4개 촌이 해당되며, 중급 피해지역은 면적 176 h㎡, 과수피해

율 21.3%, 손상과일률 3.9%이며 8개 촌에 영향을 미쳤다. 하급 피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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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35 h㎡, 과수피해율 11.2%, 손상과일률 0.8%이며 9개 촌이 해당된다.

그 중 방제시범지역·대단위 과수원 등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으며, 소

규모 과수원 및 관리가 소홀한 과수원은 대체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코드링나방은 동녕현에서 매년 2세대가 발생하고 세대간 중첩현상을 보

이며, 노숙유충은 줄기·가지 아랫부분·나무 구멍·묵은 껍질 속 등에서 월동

한다. 다음해 4월 하순이 되면 월동유충이 번데기가 되고, 5월 중순에는 월

동번데기가 우화하여 제1세대 성충이 출현하게 되는데 우화의 절정기는 6

월 중순이며 성충기는 6월 중하순까지 계속된다. 5월 하순에는 성충이 교

미 및 산란을 시작하는데 산란기는 6월 중순까지 지속된다. 6월 초중순에

알이 부화하기 시작하면 제1세대 유충이 출현하게 되며, 유충이 과일을 좀

먹는 시기는 7월 하순까지 지속된다. 7월 초중순에는 노숙유충이 번데기가

되기 시작하고 7월말 우화하여 제2세대 성충을 볼 수 있게 된다. 8월 초에

는 성충이 산란을 시작하고 8월 초중순에 알이 부화하여 2대 유충이 탄생

하며, 유충이 과일에 피해를 입히는 시기는 9월 중순까지이다. 9월 초중순

에는 노숙유충이 과일을 빠져나와 월동을 시작하게 된다.

2.2.5. 대응조치

수년간의 코드링나방 방제경험을 통해 농업방제·생물학적 방제·물리적

방제·화학적 방제와 산지검역·운송검역이 결합된 종합적인 방제기술을 마

련하였다.

가. 농업방제

과수원 청결: 과수원의 잡다한 물건·잡초·다듬은 나뭇가지 등을 수시로

정리하여 코드링나방 유충이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없앤다. 낙과는 즉시 치

우고 과수원 밖에 매립 혹은 소각하여 코드링나방의 서식지를 줄인다.

묵은 껍질 제거: 겨울철 농한기에 과수원 전체의 묵은 나무껍질을 제거

하여 깨끗이 모은 후 과수원 밖에서 소각하여 월동유충을 박멸한다.



부록 7 315

과일봉지 사용: 코드링나방의 알이 부화하기 전, 과일에 봉지를 씌워 유

충이 과실을 좀먹는 피해를 막는다.

짚싸기: 7월 초～8월 말, 과실나무 줄기 및 가지 밑부분에 마대·헌옷·볏

짚을 이용한 폭 40～50cm의 유인 포획물을 묶는다. 이곳에 유충을 유인한

후 짚을 풀러 소각한다.

고접갱신: 오래된 소규모 과수원이나 품종이 도태된 과수원에서 실시하

는 접목법으로, 과일을 남기지 않고 모두 잘라내어 코드링나방 유충이 굶

어죽도록 한다.

방치된 과수원 제거: 병해충 발생지 및 주변지역의 모든 과수를 뽑아없

애고, 산비탈의 경작지는 삼림으로 환원(退耕還林)하며 평지는 다른 작물

로 바꾸어 심고, 집 근처의 오래된 과수를 제거하여 해충 발생면적 및 번

식지를 줄인다.

나. 생물학적 방제

성(性)유인제: 성충우화 개시기, 해충전용 포획기를 설치해 성충을 죽인

다. 발생정도에 따라 1묘(畝, 약 666.7㎡)당 3～6개를 설치하여 코드링나방

성충을 대량으로 유인하여 죽인다.

백강균(Beauveria bassiana): 노숙유충이 과일을 빠져나오기 전, 분사기

로 줄기·가지·나무 밑 등에 백강균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667㎡당 1～2kg

(1g당 100억 포자)를 사용하며, 약품과 물을 1:100의 비율로 혼합하여 분

무해도 된다. 백강균을 이용한 유충 제거로 해충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다. 물리적 방제

5월 하순, 살충등을 설치해 성충을 유인·포획하며, 1ha 당 1대를 설치한

다. 등 설치기간은 5월 20일～9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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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학적 방제

살충제 도포: 노숙유충이 과일을 빠져나오는 시기에, 48% 클로르피리포

스(chlorpyrifos) 500배액을 나무줄기에 발라 월동유충을 박멸한다.

약품 방제: 성충우화 전, 전 지역에 유인포획기를 설치해 성충을 유인하

여 1차 화학방제를 시작하고, 10～15일 간격으로 3차례 방제를 실시한다.

48%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1,000배액, 클로벤주론(chlorbenzuron) 3

호 1,000배액, 1.8% 아버멕틴(Avermectin) 3,000배액을 교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간에 같은 약품 및 방법을 사용해 방제를 실시한다.

마. 검역강화

산지검역: 보호구역 내의 묘목·접순에 대해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여 해

충유입을 방지한다.

운송검역: 미검역 과실의 유출 및 진입·판매를 금지하여 병해충 확산을

막는다.

2.3. 복숭아순나방(Oriental fruit moth)의 발생현황

2.3.1. 복숭아순나방의 발생현황

복숭아순나방(Grapholitha molesta Busck)은 동방과일나방이라고도 불리

며 코드링나방(Cydia pomonella（L.）)과 같은 나비목 애기잎말이나방과

이다. 세계적인 과실해충 가운데 하나인 복숭아순나방의 유충은 사과·배·

능금·복숭아·살구·자두·비파 등 과실에 해를 입히고 과일품질과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일의 판매가치를 떨어뜨려서 막대한 경제적 손

실을 야기한다. 복숭아순나방은 중국 대부분의 사과생산지 및 배생산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복숭아와 자두도 좀먹어 피해를 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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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에서의 발생상황

탕산(碭山)현은 안휘(安徽)성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강소·산동·하남·안휘

4개 성과 인접해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과일생산지역이다. 최근 탕산 배

(酥梨: 표면이 윤이 나고 크기가 크며 과즙이 많고 육질이 부드러움. 또한

영양이 풍부하고 무공해라는 특징이 있음)의 재배가 늘어나면서 과수업이

현지 농촌경제의 중요한 지주산업이 되었는데, 복숭아순나방은 탕산 배에

해를 입히는 주요 해충 중 하나이다. 2006년, 탕산현에 심각한 병충해가

발생해 넓은 면적에 해를 입히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는

근 10년 만의 사건이었다. 탕산현의 과일 재배면적은 4,178만 hm2이고 그

중 배(酥梨)가 3,133만 hm2를 차지한다. 2006년 복숭아순나방 발생면적은

2,172만 hm2이었는데, 이는 근 10년 간의 발생면적 평균치인 45.3%보다

높은 수준으로, 2006년은 복숭아순나방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한 해로 기

록되었다. 해충에 의해 좀먹은 과일비율이 평균 30%이고 심한 경우, 70～

80%가량 피해를 보았다.

큰 피해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광범위한 기주범위: 탕산현은 과일 재배면적이 넓으며 재배작물은

배·복숭아·사과·살구 등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복숭아순나방이 발생·성장

하기 좋은 조건이며, 대부분 과수관리가 허술한 편이어서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기주가 많다.

(2)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탕산현 복숭아나무 재배면적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그 중 황도의 재배면적은 0.37만 hm2으로 최근 5년간 0.19

만 hm2가 더 증가하였다. 또한 그 해 복숭아가 풍년이고 복숭아의 출시기

간이 예전보다 5～7일 단축되어서 복숭아순나방이 단시간 내에 기주전환

을 할 수 있었다.

(3) 알맞은 기후조건: 알맞은 온도와 적은 강우량은 2006년 탕산현 복숭

아순나방의 피해가 심각했던 이유 중 하나이다. 당시 7～8월의 평균기온이

26.2%이었고 강우량은 예년 동기대비 33% 감소하였으며 상대습도가 75%

가량으로 해충의 발생에 매우 유리한 기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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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합하지 않은 농약사용: 많은 과수재배 농가에서 방제효과가 불분

명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는 독성이 낮은 대체농약이 있지

만 방제효과가 뛰어나지 않아서 여전히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유기인계 농

약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시약기술이 비과학적이어서 방제효과가 정확하

지 않고, 농약농도가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해충이 내성이 생

기면서 기대했던 방제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농약을 방제 적기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충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5) 천적수량 감소: 1990년대 초 탕산현에 과수업이 발전하면서 화학약

품을 대량으로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였다. 특히 최근 몇년간 화학농약

의 사용량이 증가하며 병해충의 피해는 어느 정도 통제되었지만, 화학농약

의 대량 살포로 인해 농촌의 생태환경이 변화하면서 복숭아순나방의 천적

수량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북성 박두시(泊頭市)는 익중평원(冀中平原) 중심부, 흑룡항유역(黑龍

港流域) 중하류에 위치하며 동부 계절풍지역의 온대·반습윤 대륙성기후에

속한다. 지형이 광활하고 평탄하며 토양이 푸석하고 토층이 두껍다. 자연

환경조건이 우수한 편으로 전형적인 과수재배적합지역이다. 배 재배면적은

약 20,000ha로 예로부터 “중국 하북 배(鴨梨)의 제1고향”이라는 명성이 있

다. 몇 년 동안 경작제도 개혁 및 기후환경·조건의 영향으로 과거 한때 복

숭아순나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어 그 피해가 경미했던 적이 있었지만 점

차 만연하게 되어 그 피해가 확산되었다. 2008년 박두시의 복숭아순나방

피해가 매우 심각하였는데, 해충에 의한 과실피해율은 일반적으로 30～

40%정도였고, 개별 과수원의 과실피해율은 70%에 달하여 과실품질과 과

수재배농가의 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복숭아순나방이 박두시에서 발생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알맞은 기후조건: 최근 몇 년간 따듯한 겨울기후의 영향으로 월동해

충의 활착률이 향상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여 복숭아순나방 발생에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이른 봄의 많은 강수량, 습도가 높은 환경, 성충의 많은 산

란량, 높은 부화율과 활착률, 유충밀도의 증가 등은 박두시에 복숭아순나

방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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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적절한 수종 분포: 생산조건이 개선되고 경작제도가 개혁됨에 따

라 복숭아, 배, 자두, 살구, 사과 등 과수의 재배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조생 배의 재배면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숭아, 배의 혼합재배” 방

식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배방식은 복숭아순나방 발생에 유리한 조

건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3) 관리조치의 부재: 매년 노동력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과수원 관리에

투입되는 인원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실에 봉투를 씌우는

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병해충 방제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였

으며, 단일한 약품의 종류와 단순한 시약방법 등은 복숭아순나방이 대량으

로 번식하거나 만연하는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나. 방제조치

① 농업방제

입지조건 및 환경조건이 좋고 인프라가 완비된 토지에 과수원을 조성한

다. 복숭아순나방 등 병해충이 기주하거나 침투하기 쉬운 품종의 혼합재배

를 최대한 피한다. 이미 복숭아·배·살구·자두 등을 혼합재배 중인 과수원

내에서는 복숭아순나방의 주요 기주식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방제작업을

철저히 한다. 가을철 해충 월동 전에는 좀먹은 낙과를 제거하는 등 과수원

을 청결히 하며, 나무에 짚단을 묶어 월동유충을 유인한 다음 떼어내어 묻

거나 소각처리한다. 입동(立冬) 혹은 초봄이 되면 묵은 나무껍질을 벗겨내

고 나무줄기에 도백(塗白)하여 나무껍질 틈에 은닉하는 월동해충을 즉시

제거해서 병해충 발생을 줄인다. 적절한 시기의 가지치기를 통해 해충알이

착생하는 가지와 벌레먹은 과일을 신속히 제거한 후 과수원 밖에서 해충을

처리한다. 5월 하순～6월 상순 적과(摘果) 후 다른 병해충 방제와 더불어

과수원에 약제를 살포하면서 배에 봉지를 씌운다. 과일의 적재·포장·저장·

운송에 사용된 도구 및 장소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재포장하여

유충의 서식환경을 없애고 월동해충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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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태적 방제

(1) 조명유인 살충: 성충의 발생시기, 배 과수원의 적절한 위치에 자외선

램프를 설치해 성충을 유살한다.

(2) 유인제 살충: 성충 우화 후 해가 지기 전에 페로몬제나 달콤한 냄새

로 해충을 유인하는 물질을 넣은 포획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1무(畝)당

8～12개 가량이 적당하다.

(3) 천적 방사: 복숭아순나방 유충에 기생하는 루비붉은기생좀벌·말총벌

등을 이용하거나 고온고습한 계절에 백강균을 이용해 방제할 수 있다. 성

충의 산란초기·성기·절정기·말기 등 각 단계마다 루비붉은기생좀벌을 방사

하는데, 과실나무 한 그루당 1차 산란초기 1,500마리, 2차 산란성기 2,000

마리, 3차 산란절정기 1,500마리, 4차 산란말기 1,000마리를 방사하면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③ 약제 방제

(1) 생물약제: 산란성기부터 유충부화기 사이에 BT 유제 300～400배액

을 엽면에 살포하며, 건조하고 강풍이 많은 경우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5～7일 간격으로 1번씩 뿌린다. 방제시기는 비가 없고 흐린 날이나 맑은

날 저녁이 적당하다.

(2) 호르몬약제: 과수원의 피해과일률이 0.5%～1%일 경우 즉시 약제 방

제를 실시하는데, 이때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20% 현탁제 혹은 25%

수용성 분제 3,000～4,000배액 중에 선택해 엽면에 살포한다.

(3) 화학약제: 유충발생기 및 성충 절정기에 고효율·저독성·저잔류의 무

기(無機)살충제인 아바멕틴 유제(5%) 4,000～5,000배액 혹은 Emanling

W.P.(25%) 2,500～3,000배액을 엽면에 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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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병해충 발생 및 추세

2.4.1. 귤과실파리의 발생 및 추세

귤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Hendel)), 동방과실파리라고도 불리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검역성 해충이다. 귤과실파리는 아시아주의 열대지역과

아열대지역의 해충으로서 현재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아대륙, 하와이군도

일대에 피해를 주는 위험성 과일·채소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과채

업, 화훼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으며, 과일·채소·화훼의 대외무

역(수출)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가. 중국에서의 발생상황

중국학자 범경안(範京安)은 귤과실파리의 생물·생태학적 특성에 따라 중

국의 29개 대표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10년간(1986년～1996년)의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귤과실파리의 중국에서의 적생(適生)분포범위를 연구하였

다. 그 결과, 북위 25° 이남지역(복건, 광동, 광서, 해남 및 운남지역)은 귤과

실파리의 최적합분포지역이었고, 사천분지와 귀주의 분포지역은 귤과실파

리의 적합분포지역이었다. 북위 25° 이북지역과 장강이남 지역(호남, 강서,

절강, 호북 분포지역 포함)은 그 다음으로 적합한 분포지역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비적합분포지역으로 나타났다. 장우안(張禹安) 등은 사천지역 귤과

실파리의 지리분포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귤과실파리의 분포는 서남의 12

개 현(시), 특히 반서지역(攀西地區)의 10개 현(시)에 집중되었다. 그 범위는

동경 100°48´～104°48´, 북위26°05´～29°20´이고, 수직분포의 최고점은 해

발 2,400m, 최저점은 해발 273m이다. 연구보고 결과에서는 귤과실파리가

운남에서 분포하는 지역을 3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①광남(廣南), 원강(元

江), 서려(瑞麗)이남 지역은 귤과실파리가 일년 내내 발생하는 지역이고, ②

육고(六庫), 대요(大姚), 곡정(曲靖)이남 지역은 귤과실파리 비분포지역이

며, ③상술한 2개 구역 사이의 구역은 귤과실파리의 계절성 분포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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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수직분포 상에서 귤과실파리는 주로 해발 500～2,300m에 분포하고,

500～1,000m 범위 내에서 발생량이 가장 많다. 전국 범위에서 보면, 귤과실

파리는 중국 광동성 지역에서 발생피해가 비교적 심각한 편이다. 현재 광동

성 내에서 구아바, 카람볼라(carambola) 등 남아열대 과일과 광동북부 산간

지역의 복숭아, 자두, 매실 등 과일은 모두 각각 정도는 다르지만 귤과실파

리의 피해를 입고 있다. 전체 광동성 내에서도 귤과실파리의 발생세대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유효적산온도(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를 이용

하여 성 전체는 평균적으로 1년 동안 7.7세대(代) 발생, 담강(湛江)지역은 1

년 동안 8.4세대 발생, 산두(汕頭)는 1년 동안 7.9세대, 소관(韶關)지역은 1

년 동안 6.6세대가 발생함을 추산하였다.

귤과실파리는 광주지역에서 1년에 7세대가 발생되는데 제7대 성충은 과

수원에서 겨울을 난다. 1～2월 성충의 월동기(평균기온 13.7～14.4℃ 사이)

이다. 성충은 월동기간 동안은 그 활동이 뚜렷이 감소하고 산란도 극히 줄

어든다. 3월 하순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고 따뜻해지면(평균기온 20～22℃)

성충은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익은 과일이 있는 과수원에서 산란을 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를 준다. 최근 몇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3월 하순

(봄)은 성충의 산란시작시기이고, 4월 하순은 산란왕성기, 5월 상순은 산란

말기인 것을 알 수 있다. 겨울철 성충의 자연사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3

월 10일 전 누계사망률 74.5%) 월동기에 성충의 개체수가 적어, 그 다음해

제1대의 발생량도 비교적 적다. 5월에서 6월까지 제1대가 번식한 이후부터

는 제2대의 발생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조생과일 및 조생 비파나무, 로

즈애플(Rose Apple), 복숭아, 조생 자두 등과 같은 기주(숙주)가 있는 과수

원 또는 지역에서 제2대의 수량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개체수가 최

고점에 이르는 제3대는 7, 8, 9월에 세대중첩되는 상황이 형성되기 때문에

충해발생이 심각하여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10월 이

후에는 기주가 감소하고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발생률이 점차 감소한다.

11～12월은 제7대 성충의 발생기로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월동기에 접어

든다.

광동의 매현(梅縣) 정간진(程江鎮)을 예로 들어보자. 이 지역은 과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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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의 재배면적이 넓고 2000년부터 귤과실파리에 의해 피해를 입기 시작

하였다. 이 지역의 귤, 카람볼라, 대추 등의 피해율은 95%에 달하였고, 피

해가 비교적 가벼운 기타과실들도 모양과 품질에 영향을 받았다. 2001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5년 연속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강진에서는 전

체 한해 동안 각종 해충형태가 개체발생(ontogenesis)하는데, 12월 중순부

터 이듬해 3월 상순까지가 저발생기로서 동지부터 경칩까지 그 발생량이

매우 적다. 제1대는 3월 하순 또는 4월 하순에 발생한다. 6월을 전후로 하

여 제2대의 출현이 절정에 이르는데, 제2대는 주로 과피가 얇고 부드러우

며 성숙이 비교적 이른 카람볼라와 과일류 채소 등 작물에 피해를 입힌다.

조생과일은 모두 피해가 비교적 심각한 편이다. 운향과(rutaceae)에 속하는

과실은 생리적 낙과(Physiological fruit drop)와 과실팽창 초기에 과피가 비

교적 단단하고 껍질의 유포(油胞; oil sacs)가 촘촘하여 귤과실파리가 산란

관을 찔러넣기가 어려워 그 피해가 가벼운 편이나 충란반(蟲卵斑)과 과실

수지(gummosis)를 초래한다. 7～9월은 귤과실파리에 의한 피해가 최고조

에 달하는 시기로서 박과(Cucurbitaceae) 채소의 성숙과 낙과는 귤과실파리

의 번식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준다. 2002년 7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 40

일 연속 매일 지정된 지점으로 유인 관측한 수컷 성충은 100마리 이상에

달하였고, 소나기가 많이 오고 날씨가 비교적 시원한 8월 상순(최절정기),

8월 7일에 유인한 성충은 541마리에 달한다. 2004년의 최절정기였던 7월

상순에서 9월 하순 사이, 이 시기는 카람볼라, 망고 등의 과실성숙기로서,

귤과실파리에 의한 피해가 극심했다. 과일류 채소도 다수확시기였던 때라

서 과실파리과 해충은 과실의 충반, 수지, 부패, 낙과 등을 초래하였고 재

배농가에 수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몇 년간 11월부터 12월 상순 사

이 또한 성충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이 때의 유충은 카람볼라, 대추, 채소

또는 월동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정강진의 귤과실파리는 1년동안 약 5세대(代)가 발생한다. 2002년을 예

로 들면, 제1대는 3월 하순에서 5월 상순에 발생하고, 제2대는 6월 중순에

서 7월 사이, 제3대는 8월에서 9월 상순 사이, 제4대는 9월 하순에서 10월

사이, 제5대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한다. 귤과실파리는 추위와 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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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강하고 장거리 비행이동을 즐기는 등의 특성이 있다. 정강진은 저온의

서리피해를 일으키는 기후현상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다. 5년간의 관측 테

이터에 따르면, 2001년 12월 21일～26일, 정강진은 연속 6일간 저온, 장마,

서리피해를 일으키는 기후가 계속되었고 최저온도는 0℃ 이하였지만 여전

히 성충을 유인관측할 수 있었고, 실내에서 사육한 번데기는 저온임에도

우화(羽化)31하였다. 2004년 7～8월, 정강진은 계속해서 고온상태로 최고온

도는 37.5℃에 달하였지만 성충발생의 절정기는 변함없이 나타났다. 2003

년 5월 17일, 정강진과 주변지역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이때에도

성충은 변함없이 나타났다. 2004년 8월, 번데기를 담은 시험관에 이틀 동

안 물방울을 떨어뜨려 얕게 잠기게 한 후에도 번데기는 변함없이 우화하였

고,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 5년간의 시간 동안 시험관 또는 배양용기

에 둔 수백 마리의 번데기들은 자연사망현상이 매우 적었고, 귤과실파리의

화용(化蛹)32과 우화조건은 까다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숙유충은 심한

추위, 고온, 건조에 강하고, 시멘트나 흙바닥의 담이나 벽 모퉁이(구석)에

서도 여전히 화용과 우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숙유충의 출현은 과실에

피해를 야기한다. 실내사육 분석실험에서는 어린 유충을 이미 검게 변한

그리고 비교적 건조해진 카람볼라에 넣고 비닐봉지로 싸맨 뒤 매일 관찰을

하였더니, 비닐봉지의 카람볼라는 점차 습기를 띠었고, 유충도 점점 자라

화용과 우화에 이르렀다.

광서성의 융안현(融安縣)에서 금귤재배업은 융안현의 지주산업이다. 최

근 몇 년 동안 귤과실파리는 점차 금귤의 주요해충이 되었고, 귤과실파리의

유충은 과실을 좀먹어 피해를 입혔다. 2006년부터 귤과실파리에 의한 피해

는 매년 가중되었고, 2009년 큰 면적에 피해를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2009

년 융안현의 대장(大將), 판람(板欖), 아요(雅瑤) 3개 향진의 금귤재배면적

은 3,673.33ha로 충해발생면적은 1,406.67ha에 이르렀고, 충해발생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38.9%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과실피해율은 10～20%

31. 완전변태를 하는 곤충이 번데기에서 탈피하여 성충이 되는 과정의 변화.

32. 누에가 번데기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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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였고, 심각한 곳은 40% 이상에 달하기도 하였다. 조사데이터에 따르면,

귤과실파리는 융안현에서 1년 동안 5～6세대가 발생하는데 성충, 알, 유충,

번데기 4종의 형태가 출현하고, 뚜렷한 월동기는 없다. 금귤이 색을 바꾸기

전에, 주로 주변의 고추, 가지 등 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9월에 성충은 금귤

에서 산란을 시작한다. 성충은 과수원의 지정된 지점에 해충유인장치를 걸

어두면 1년 4계절 내내 유인해낼 수 있고, 금귤과수원에서는 1년 동안 5월

상순과 9월 하순에 2번의 절정기가 나타난다. 유충은 과실에 피해를 입힌

다. 10월 상순에 시작하여 10월 하순에서 12월 중순까지의 피해가 가장 크

며, 여러 마리의 해충이 하나의 과실을 좀먹는 현상이 나타난다. 노숙유충

은 상한 과실에서 나와 토양으로 들어가서 화용을 하고 8～20일 뒤에 번데

기는 우화하여 성충이 된다.

2005년 귤과실파리가 강소성에 유입되어 신속히 확산되었고, 소남지역

의 감귤 등 과수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2005년 강소성의 무석시 빈호

구(無錫市濱湖區)에서 처음으로 귤과실파리의 충해가 조사·발견되었다.

2006년 발생범위는 오강(吳江), 오중(吳中), 의흥(宜興) 등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넓었다. 소남지역의 과수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과수재배면적은 더

욱 확대되었고, 귤과실파리도 함께 확산되었다. 2009년까지 강소 소남지역

의 5개 시는 모두 귤과실파리가 발생하였다. 각지의 조사에 따르면, 귤과

실파리는 강소성의 감귤, 양매, 석류, 무화과, 복숭아, 대추, 감, 배 등의 작

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특히 감귤, 감귤 중에서도 조생온감(早熟溫柑)

의 피해가 심각하다. 귤과실파리의 피해는 주로 성충이 감귤과실에서 산란

을 할 때이다. 부화한 유충이 과육을 먹으면 과실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노

랗게 변하여 대량의 낙과를 초래하고, 이는 과실 생산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5년 귤과실파리는 강소성의 무석, 소주 등지의 감귤에 심

각한 피해를 입혔는데, 감귤과수원의 피해과실률은 일반적으로 20%정도였

고, 심각한 곳은 50% 이상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량의 낙과현

상이 나타나 발생지역의 생산량 손실률은 30%에 달하였다. 석류, 대추 등

품종의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하였다. 그해 전체 성의 직접경제손실은 약

220만 위안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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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남경시 홍산동물원, 서하팔괘주(棲霞八卦洲), 강녕동산과수원 3

곳의 모니터링센터가 9～11월 평균 해충유인장치로 유인한 해충량은 각각

9,776.5마리, 175.4마리, 23.4마리였고, 한해 전체 평균은 각각 10,424마리,

193.3마리, 34.5마리였다. 그 중 남경홍산동물원과 서하팔괘주 모니터링센

터는 모두 주민거주지역 부근에 해충유인장치를 설치하였고, 동산과수원은

복숭아 나무 재배지역에 집중시켰다. 모니터링 데이터는 주민생활지역 주

변은 무화과, 대추, 감, 비파 등 과수가 혼합되어 있어 모두 귤과실파리의

기주가 되었고, 그 기주과실들이 순차적으로 성숙하면서 모두 해충의 먹이

가 되어 번식을 도왔기 때문에 충해발생률은 1가지 과수만을 재배하는 과

수원에 비해 현저히 높았음을 보여줬다.

나. 방제조치

① 검역기술 활용조치

관련 검역정책 법령을 공포하여 법규에 따라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

는 방제조치이며, 병해충 발생 시 상황을 엄격히 통제한다. 검역부서의 검

역을 통해 귤과실파리의 확산을 막는 것은 효과적인 방제조치 중 하나이

며, 수출입 검역 강화 또한 귤과실파리 방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중국 남방 일부지역에서 귤과실파리 피해가 매우 심각해졌는데, 해충의 발

생원인 및 피해상황·현지 병해충 발생상황을 확실히 조사하여 효율적인 방

제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남방의 과일·채소 생산을 보호해야 한다. 귤과실파

리의 분류, 기주 품종 및 분포, 생물학적 특성, 피해상황 및 계절별 증감추

이, 천적의 작용 등을 파악하고 병해충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귤과실파

리의 통제 및 종합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② 농업기술 활용조치

농업방제조치에는 작물 품종의 합리적인 배치, 윤작, 파종시기 조정, 과

수원 청결, 기후 개선 등이 포함된다. 귤과실파리가 좋아하는 과일 및 채소

작물의 특성에 따라 기호작물·비(非)기호작물 및 기주식물을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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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고, 기호작물을 윤작 혹은 비연속적으로 재배하면 귤과실파리의 피

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밭·과수원을 청결히 하여 병해충을 근절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농업기술을 이용한 귤과실파리 통제는 최근 식품생산과

정의 환경보호 요구와도 부합한다.

(1) 과수원 논갈이를 통한 해충 퇴치법으로 봄·겨울철에 과수원 및 과수

원 인근의 토양을 갈아엎어 흙 속에 있는 월동유충과 번데기를 제거한다.

(2) 감귤 과수원 및 부근에 토마토·여주(고과)·망고·복숭아·구아바·슈가

애플·배 등을 재배하지 않음으로써 귤과실파리의 먹이사슬을 끊는다.

(3) 유과기(幼果期) 및 과실파리 성충이 산란하기 전, 과실에 봉지를 씌운다.

(4) 피해과일은 즉시 잘라내고 익어서 땅에 떨어진 과일은 수거해서 한

곳에 묻거나 퇴비를 만드는 등 밭·과수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유충의

서식처를 제거한다.

(5) 저항력이 우수한 품종과 성숙기가 비교적 늦은 품종을 먼저 재배하

여 귤과실파리 발생시기를 피한다.

③ 물리기술 활용조치

(1) 웅성불임: 60COY-ray 0.30～1.9KGy를 과실에 쏘이면 과실파리 유

충이 번데기가 되지 못하거나 번데기가 되더라도 성충으로 우화하지 못한

다. 방사선 처리된 병해충 지역 과실은 보호구역으로 옮겨 판매할 수 있다.

(2) 성유인: 성충유인용 효소단백질 0.5kg+25% 말라티온(malathion) 수

용성 분제 1kg에 물 30～40kg를 부은 유인제를 사용해 성충이 산란하기

전 유인·살충한다. 혹은 97% 메틸 유제놀(ME)에 사탕수수 섬유조각을 담

가 수컷 과실파리를 유인한다. 성충의 우화절정기부터 산란 전, 성페로몬

제를 이용한 수컷박멸기술과 독먹이(독미끼) 분무기술이 결합된 조치 등으

로 성충을 대량으로 유인·살충할 수 있다.

④ 화학적 방제조치

화학약제를 이용한 살충은 살충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방제

조치이다. 현재의 화학적 방제는 환경보호의 요구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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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로운 살충제의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실행

되고 있는 화학적 방제조치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각 지역의 연구결과, 현

재 귤과실파리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은 화학방제와 순화학

약제 사용하는 것이며, 성(性)유인제 혹은 흑설탕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 실험실 테스트: 침지법(浸漬法)을 사용해 측정한 결과 귤과실파리 노

숙유충에 효과적인 화학살충제는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 아바멕틴

(Abamectin) > 폭심(Phoxim) > 트리크로르폰(trichlorfon) 순이었다. 혼합제

의 경우, 트리크로르폰과 폭심 1:9 비율의 독성계수는 266.74에 달하고, 폭

심과 클로르피리포스 1:1비율은 330.48으로 논밭 방제에 사용이 가능하다.

(2) 논밭 방제: 수관(樹冠)에 약제를 살포해 성충을 방제하고 나무 아랫부

분에 약을 뿌려 흙 속의 유충을 제거하면 효과가 좋다. 귤과실파리가 이미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병해충 발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엄격히 봉쇄

하며, 모든 과실에 대해 철저한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시로마진(cyromazine)

과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등 약제를 사용해 성충을 제거한다. 성충

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시기와 산란기에는 시로마진(cyromazine)·클로르피

리포스(chlorpyrifos)·디디브이피(DDVP) 등 약제에 흑설탕 적당량을 첨가

해 7～10일 간격으로 3～4차례 나무에 분사하면 귤과실파리 성충을 효과

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⑤ 생물학적 방제조치

중국은 생물학적 방제와 관련된 연구·보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항목은 녹색제품 생산과 생태균형 보호를 위한 연구이며, 귤과실파리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가 확실히 필요하다. 중국 파리류 생물방제는 병원성

미생물·포식성 천적·기생성 천적·경쟁생물 등을 이용한 방제를 포함한다.

중국의 파리류 생물방제는 1930～50년대부터 시작하였고 제대로 된 연구

는 8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귤과실파리에 대한 생물방제 연구는 거의

백지상태이다. 현재 귤과실파리의 유충기생벌인 고치벌·깡충좀벌·노랑배자

루맵시벌 등을 발견했고, 해외 일부지역에서는 천적방사 연구에 이미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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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개미는 귤과실파리 번데기의 포식성 천적이어서 밖으로 나온

노숙유충·번데기·막 우화한 성충을 잡아먹으며, 딱정벌레도 땅에 떨어진

과일 속 유충을 잡아먹는다. 또한 야외조사를 통해 매일 아침 바질 꽃이삭

에 귤과실파리 수백 마리의 유충·성충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바

질 꽃의 귤과실파리 유인작용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생물학적 방제는 귤과실파리 자연기생벌 등 천적 보호에 주력해야 한다.

자연적 방제가 가능하려면 천적자원의 조사와 선택적 농약 사용을 통한 보

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생벌 등 우수한 천적의 대량 번식과 응용 및 천

적의 산업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2.4.2. 포도뿌리혹벌레(필록세라)의 발생현황

포도뿌리혹벌레(Daktulosphaira vitifoliae (Fitch.))는 일찍이 유럽에서 포

도생산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줬던 파괴성이 강한 해충으로, 현재까지 많

은 국가에서 검역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전국 검역성 유해생

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포도뿌리혹벌레는 포도뿌

리와 잎에서 고조(말라서 시듦)와, 부패를 초래하여 과실의 품질저하를 야

기시키고, 심지어 식물체를 죽게 만들어 포도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가. 중국에서의 발생상황

1935년 장유회사(張裕公司)는 포도뿌리혹벌레가 중국 연대(煙台)에 유입

되었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국내 관련 해충 기록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1954년 중국에 온 소련식물보호 및 식물검역조사단 전문가

인 奧波連斯基씨가 연대의 장유회사 포도농장에서 포도뿌리혹벌레를 발견

한 후에야 중국정부는 이 해충에 대해 예의주시하기 시작하였다. 조사를

거쳐 포도뿌리혹벌레는 1892년 장유회사가 프랑스로부터 포도묘목을 들여

오는 과정에서 중국 산동의 연대시에 유입되었음이 밝혀졌는데, 당시에는

그 피해 정도가 가벼웠다. 이후 요녕성의 대련, 개현(蓋縣), 단동, 요양(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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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 창도(昌圖), 흥성(興城), 섬서성의 무공(武功)과 대만의 국부지역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 포도농장을 소각한 후 30여년 간 포도뿌리혹벌레의 발

생에 대해 보도된 적이 없었는데, 2005년 6월 상해시 가정구 마육진(嘉定

區馬陸鎮)의 포도농장 2곳에서 포도뿌리혹벌레가 다시 발견되었다. 이후

전체 시에서 변두리 현(縣)의 포도생산지 9곳을 대상으로 여러 해에 걸쳐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0hm
2
에서 병해충이 발생하였고

가정구의 3개 향진에 분포함이 밝혀져 27.2hm2의 병해충을 박멸하였다. 병

해충이 발생한 포도농장은 주로 2000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에 따르

면 포도뿌리혹벌레는 외지로부터 들여온 포도묘목에 의해 전파된 것이다.

나. 방제조치

① 내성 접목

내정 접목은 현재 포도뿌리혹벌레 방제 시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써, 통계에 따르면 세계 85% 이상의 포도농장이 포도뿌리혹벌레로부

터 내성을 갖게 하는 접목을 실시하고 있다. 실험 결과 내성 접목 실시 후

포도 뿌리 부위 이상은 뿌리혹벌레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뿌리혹벌레에

대한 내성체계 연구결과 내성 접목의 작용체계는 아래와 같았다. (1)

V.berlandier의 경우 폴리페놀(polyphenol) 산화물질과 탄닌산(tannins) 등

의 독소를 분비하여 뿌리혹벌레의 단백질 소화 및 발육시간을 연장하고 산

란을 억제한다. (2) V.riparia와 V.rupestris는 피해부위에 코르크층이 생기

며 보호막을 형성해서 뿌리혹벌레의 피해를 줄인다. 하지만 아직 코르크층

형성의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고 일부 품종에만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난

다. (3) 뿌리혹벌레 피해에 대한 내성 때문에 포도뿌리혹벌레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에 포도에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내성 접목을 사용한 효과적

인 방제는 이미 120여년 간 실시되어 왔고 현재까지 그 내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소실될 것이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포도뿌리혹벌레

의 새로운 아종(亞種)이 생겨나고 있어 접목을 이용한 방제는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포도뿌리혹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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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생물형과 미국에서 유입된 뿌리혹벌레는 매우 다르다. 독일과 뉴질랜드

의 공동연구 결과 다른 지역의 포도뿌리혹벌레에 내성 포도가 매우 쉽게

피해를 입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일부 뿌리혹벌레는 포도의 내성

이 매우 강하더라도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AXR1의 효력상

실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 전형

적인 예인데, 포도를 옮겨심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많은 인력과 물자를 소

모해야하므로 이상적인 방제조치는 아니다.

② 화학적 방제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포도뿌리혹벌레가 대량 발생된 이후로 사람들은

화학약제 방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카보

퓨란(carbofuran)이 뿌리혹벌레 방제에 가장 효과적인 약제로 알려져 왔지

만 독성이 너무 강하고 잔류기간이 길다는 특성 때문에 현재에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 후, 다른 농도의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옥사밀(oxamyl), 알디카브(aldicarb), 카보설판(carbosulfan), 차아염소산나

트륨(Sodium Hypochlorite) 등을 이용해 포도뿌리혹벌레를 방제하였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 외에 과초산 터트부틸 에스테르(tert-butyl ester)에

미생물을 첨가하면 뿌리혹벌레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995년 독일의 제약회사 바이엘(Bayer)은 Nemacur이 포도뿌리혹벌레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연구를 통해 특정 화학약물

이 포도의 내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온실에서 엽면에 재스몬산

(jasmonic acid)을 살포하였더니 포도뿌리혹벌레 수량이 감소하였는데, 실

제 포도밭 실험 시에는 아직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다. 복합비료의 사용 또

한 일부 병원균에 대한 내성이 생기도록 했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포도뿌리혹벌레를 철저하게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화학약제의 작용을 제약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약제는 점성 토양에 침투하기 힘들기 때문에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없

다. (2) 진드기 번식속도가 너무 빨라서 회복이 어렵다. (3) 포도의 자가치

유력이 낮고 세균감염이 쉽다. 포도는 뿌리혹벌레 침투 시 진균 감염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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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약제 사용 시에는 단순한 포도뿌리혹벌레 방제

가 아닌 종합적인 살충제를 선택해야 한다. 토양에 약제를 사용하기엔 많

은 어려움이 있기 떄문에 화학적 방제 시에는 포도의 내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생물학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는 천적곤충 및 살충 미생물을 활용한다. 현재 포도뿌리혹

벌레 천적을 이용한 방제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구소련 Gorkavenko

(1976)의 조사에 따르면 포도뿌리혹벌레의 천적이 20종 가량 존재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백강균(Beauveriabassiana), 녹강균(Metarhizium anisopliae),

눈꽃 동충하초(Paecilomyces farinosus)가 포도뿌리혹벌레에 침투하여 감염

시킬 수 있는데 알에 대한 효과가 특히 뛰어나다. 곤충병원성 선충을 포도

에 뿌려 백강균으로 포도뿌리혹벌레를 방제하는 방법이 매우 성공적이었

고, 녹강균을 이용해 방제했을 때도 포도밭에 있는 뿌리혹벌레 수가 크게

줄었다.

④ 검역조치

포도뿌리혹벌레는 토양에 달라붙어 기계·농기구·신발을 통해 단거리로

이동하고 침투된 가지 및 묘종을 통해 원거리로 확산되므로, 농기구 및 신

발 등에 붙은 진드기를 즉시 제거하여 뿌리혹벌레의 확산을 막는다. 묘목

운송 전에는 50% 폭심(Phoxim) 1,500배액 혹은 80% DDVP유제 1000～

1,500배액을 사용하거나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 52℃～54℃

의 온수에 3～5분 간 담가두기 등으로 뿌리혹벌레를 모두 제거할 수 있다.

또는 40%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EC) 1,000배액에 1～2분 담가둔 후

꺼내어 말린다. 이 밖에도 겨울철에 60일 간 계속해서 관개하면 월동 진드

기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고, 40일 후에는 28%의 진드기만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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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한․중 주요 경제 및 농업 지표(2009년)

구분 한국
중국　

　전국 동부 중부 서부

GDP(10억 원)
-농림어업 GDP
-농립어업비중(%)

1,063,059
24,929
(2.3)

6,359,307
657,881
(10.3)

3,957,200
266,880
(6.7)

1,614,415
219,279
(13.6)

1,250,797
171,788
(13.7)

1인당 GDP(달러) 17,085 3,744 6,540 3,075 2,824

농업총생산액(10억 원) 49,919 1,127,302 466,185 378,411 282,706

인구(만 명)
-취업자수
-농림어업취업자수

4,874.7
2,350.6
164.8

133,474
77,995
29,708

52,762
30,836
8,321

42,169
23,287
10,027

36,730
20,839
10,205

국토면적(만 ha) 999.0 95,069　

농경지면적
-농경지비중(%)
-호당 면적(ha)
-국민1인당 면적(ha)

173.7
（17.4)
1.45
0.04

12,172
(12.8)　
0.47
0.09

3,041
　
0.31
0.06

4,636　

0.55
0.11

4,495　

0.60
0.12

경지이용면적(만ha)
-경지이용률(%)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187.3
(107)
112.7
28.0
15.7

15,864
(130.3)
10,899
2,075
1,114

4,218
(138.7)
2,786

440

6,507
(140.4)
4,767

218

5,140
(114.3)
3,346

456

가축사육두수(만 마리)
가금류사육두수(만 마리)

　　
57,723
528,198

15,751
227,664

20,358
189,174

21,614
111,360

생산량
(만 톤)

식량
채소
과일
육류
우유

555.3　
1,033.6
288.1
　

210.9　

53,082
58,976
20,396
9,183
3,519

15,408
29,470
8,839
3,586
1,059

23,428
17,870
5,883
3,020
982

14,245
14,481
5,674
2,577
1,477

곡물자급률(%) (26.7) (105.0) (75.3) (134.6) (105.0)

농가소득(만원)
도시가구소득(만원)

3,081.4
4,666.4

5,153
17,175

7,855
20,485

4,881
14,062

3,788
13,896

도농 간 소득비율 1.51:1 3.33:1 2.61:1 2.88:1 3.67:1

총수출액(억 달러)
-농산물수출액

3,635.3
48.1

12,016.1　
392.1　

11,004.4　
306.3

542.3　
　40.2

469.3　
45.6

총수입액(억 달러)
-농산물수입액

3,230.9
212.4

10,059.2　
521.8

9,040.0　
460.8

541.7　
30.7

　477.6
30.2

무역수지(억 달러)
-농산물무역수지

404.5
-164.3

　1,956.9
-129.6

　1,964.5
-154.5

　0.6
9.5

　-8.2
15.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 國家統計局. 2010中國統計年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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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중국의 식량 수출입 변화 추이(1980∼2009년)

단위: 만 톤

연도
식량

곡물
대두

쌀 밀 옥수수 보리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1980 1,444 156 1,391 145 15 112 1,097 - 164 8 2 - 53 11

1981 1,444 98 1,387 84 9 58 1,305 - 68 14 5 - 57 14

1982 1,608 78 1,572 63 22 47 1,380 - 157 7 8 - 36 15

1983 1,349 110 1,349 75 8 58 1,111 - 211 6 7 - - 35

1984 1,037 313 1,037 229 13 116 987 - 6 95 5 - - 84

1985 596 918 596 804 21 101 541 - 9 634 3 - - 114

1986 769 888 740 751 32 95 611 - 59 564 20 - 29 137

1987 1,628 739 1,597 568 54 102 1,320 - 154 392 - - 31 171

1988 1,534 718 1,519 570 31 70 1,455 - 11 392 8 - 15 148

1989 1,654 609 1,654 484 93 32 1,488 - 7 350 25 - - 125

1990 1,369 507 1,369 413 6 33 1,253 - 37 340 6 - - 94

1991 1,343 1,006 1,343 895 14 69 1,237 - - 778 75 - - 111

1992 1,174 1,268 1,162 1,202 10 95 1,058 - - 1,031 83 - 12 66

1993 742 1,364 732 1,327 10 143 642 - - 1,110 77 - 10 37

1994 909 1,187 904 1,104 51 152 718 11 - 874 132 - 5 83

1995 2,069 102 2,040 64 164 5 1,159 2 518 11 127 - 29 38

1996 1,194 143 1,083 124 76 26 825 - 44 16 131 - 111 19

1997 705 852 417 833 33 94 186 - - 661 187 - 288 19

1998 707 906 388 889 25 375 149 1 25 469 152 - 319 17

1999 771 758 339 738 17 270 45 - 7 431 227 - 432 20

2000 1,357 1,399 315 1,378 24 295 88 - - 1,047 197 - 1,042 21

2001 1,738 901 344 876 27 186 69 45 - 600 237 - 1,394 25

2002 1,417 1,510 285 1,482 24 199 60 69 1 1,167 191 - 1,132 28

2003 2,282 2,221 208 2,194 26 262 43 224 - 1,639 136 - 2,074 27

2004 2,998 506 975 473 76 91 723 78 - 232 171 - 2,023 33

2005 3,286 1,054 627 1,014 52 69 351 26 - 864 218 - 2,659 40

2006 3,183 643 359 605 73 125 61 111 7 310 214 - 2,824 38

2007 3,237 1,032 155 986 49 134 10 307 4 492 91 - 3,082 46

2008 3,898 228 154 181 33 97 4 31 5 27 108 - 3,744 47

2009 4,570 167 315 132 36 79 90 25 8 13 174 - 4,255 35

자료: 中國糧食發展報告編輯委員會. 2010中國糧食發展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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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한·중 농산물 교역의 무역특화지수(TSI) 계측 결과(1997/99년 평균)

단위 : 개, %

AG기준
품목수

중국농축산물 특화 한국농축산물 특화 교역
없음강 중강 강 중강

전체
570
(100.0)

258
(45.3)

227
(39.8)

31
(5.4)

58
(10.2)

37
(6.5)

21
(3.7)

254
(44.6)

농
산
물

식량작물
26
(100.0)

19
(73.1)

19
(73.1)

0
(0.0)

2
(7.7)

1
(3.8)

1
(3.8)

5
(19.2)

채소류
48
(100.0)

36
(75.0)

34
(70.8)

2
(4.2)

1
(0.2)

1
(2.1)

0
(0.0)

11
(22.9)

과실류
39
(100.0)

8
(20.5)

7
(17.9)

1
(2.6)

3
(0.5)

3
(7.7)

0
(0.0)

28
(71.6)

기타
가공산품류

343
(100.0)

153
(44.6)

132
(38.5)

21
(6.1)

47
(13.7)

30
(8.8)

17
(5.0)

143
(41.7)

계
456
(100.0)

216
(47.4)

192
(42.1)

24
(5.3)

53
(11.6)

35
(7.7)

18
(3.9)

187
(41.0)

축
산
물

산동물
32
(100.0)

13
(40.6)

11
(34.4)

2
(6.3)

0
(0.0)

0
(0.0)

0
(0.0)

19
(59.4)

육류·난류
24
(100.0)

14
(58.3)

12
(50.0)

2
(8.3)

0
(0.0)

0
(0.0)

0
(0.0)

10
(41.7)

낙농품
12
(100.0)

2
(16.7)

1
(8.3)

1
(8.3)

2
(16.7)

2
(16.7)

0
(0.0)

8
(66.7)

기타축산물
46
(100.0)

13
(28.3)

11
(23.9)

2
(4.3)

3
(6.5)

0
(0.0)

3
(6.5)

30
(65.2)

계
114
(100.0)

42
(36.8)

35
(30.7)

7
(6.1)

5
(4.4)

2
(1.8)

3
(2.6)

67
(58.8)

주: 중국 강(0.5<TSI<1), 중국 약(0<TSI<0.5), 한국 약(-0.5<TSI<0), 한국 강(-1<TSI<-0.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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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한·중 농산물 교역의 G-L지수 계측 결과(1997/99년 평균)

단위 : 개, %

AG기준
품목수

산업내무역 산업간무역 교역
없음강 중강 강 중강

전체
570
(100.0)

11
(1.9)

2
(0.4)

9
(1.6)

305
(53.5)

267
(46.8)

38
(6.7)

254
(44.6)

농
산
물

식량작물
26
(100.0)

0
(0.0)

0
(0.0)

0
(0.0)

21
(80.8)

17
(65.4)

4
(15.4)

5
(19.2)

채소류
48
(100.0)

2
(0.4)

0
(0.0)

2
(4.2)

35
(6.1)

33
(68.8)

2
(4.2)

11
(22.9)

과실류
39
(100.0)

0
(0.0)

0
(0.0)

0
(0.0)

11
(1.9)

9
(23.1)

2
(5.1)

28
(71.8)

기타
가공농산품류

343
(100.0)

7
(2.1)

2
(0.6)

5
(1.5)

193
(56.3)

165
(48.1)

28
(8.2)

143
(41.7)

계
456
(100.0)

9
(2.0)

2
(0.4)

7
(1.5)

260
(57.0)

224
(49.1)

36
(7.9)

187
(41.0)

축
산
물

산동물
32
(100.0)

0
(0.0)

0
(0.0)

0
(0.0)

13
(40.6)

13
(40.6)

0
(0.0)

19
(59.4)

육류·난류
24
(100.0)

0
(0.0)

0
(0.0)

0
(0.0)

14
(58.3)

14
(58.3)

0
(0.0)

10
(41.7)

낙농품
12
(100.0)

0
(0.0)

0
(0.0)

0
(0.0)

4
(33.3)

3
(25.0)

1
(8.3)

8
(66.7)

기타축산물
46
(100.0)

2
(4.3)

0
(0.0)

2
(4.3)

14
(30.4)

13
(28.3)

1
(2.2)

30
(65.2)

계
114
(100.0)

2
(1.8)

-
(0.0)

2
(1.8)

45
(39.5)

43
(37.7)

2
(1.8)

67
(58.8)

주: 산업내무역 강(0.75<GL<1), 산업내무역 중강(0.5<GL<0.75), 산업간무역 중강

(0.25<GL<0.5), 산업간무역 강(0.75<GL<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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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중국의 3대 및 6대 지역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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