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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김  태  곤

1. 머리말

  일본은 FTA 등에 의한 시장개방이 확 됨에 따라 직불제 등에 의한 국내 농업보호

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산물 수출을 진하는 등 공세  농정을 개하고 있다. 1)

  농림수산성은 2004년부터 농림수산물 수출 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

목표를 2015년 1조 엔으로 설정하고1), 이를 달성하기 하여 농림수산성에 ‘수출 진

본부’와 ‘수출지원실’을 설치하고, 국가·지자체·기업· 련 단체 등 민 합동의 ‘농림

수산물등 수출 진 국 의회’를 조직하는 등 추진체제를 갖추었다. 

  수출액은 2000년 3,394억 엔에서 수출 진정책 추진이후 매년 12～16% 증가하여

2007년 5,160억으로 증가하 다. 2008년 세계 융 기와 2011년 동일본 지진 등의 

향으로 2011년에는 4,513억 엔으로 감소하 다. 주요 수출 품목은 , 마, 사과, 딸기, 

녹차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홍콩, 미국, 만, 한국, 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이며,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 되어 있다. 

 * 본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발간한 「농림수산물·식품의 종합적인 수출전략」, 「농림수산물·식품의 종합적인 수출전략(개
정)」등의 보고서와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taegon@krei.re.kr, 02-3299-4241).
1) 수출목표는 당초 2013년 1조 엔을 설정하였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목표연도를 2015년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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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일본의 농산물 수출동향을 살펴본 후, 국가와 지자체의 수출지원제도의 

실태와 한국과의 농산물무역 동향 등을 정리한다.

2.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2.1. 농림수산물 무역동향 

  2010년도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년 비 10.5% 증가한 4,920억 엔이다. 농산

물이 58.2%, 임산물이 2.2%, 수산물이 39.6%를 차지한다.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수출총

액의 0.7%에 불과하다.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년 비 6.8% 증가한 7조 1,194억 엔으로 농림수산물 무역수

지는 6조 6,274억 엔의 자로서 년 비 6.5% 증가하 다.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수

입총액의 11.7%를 차지한다. <표 1 참조>

2.2.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농림수산물 수출추이를 보면 그동안 수출 진 정책의 덕분에 2007년 5,160억 엔으

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세계 융 기의 향으로 2008년과 2009년은 감소하 고, 

2010년 다시 회복하 으나 2011년은 동일본 지진의 향으로 다시 4,513억 엔으로 

감소하 다. <그림 1 참조>

  2010년 농림수산물의 수출 상 국은 액 기 으로 홍콩이 24.6%로 1 이며, 그 다

음이 미국(13.9%), 만(12.4%), 국(11.3%), 한국(9.4%)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아시

아가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홍콩, 국, 베트남, 필리

핀, 말 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이 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북미는 15.0%

로 감소하고 있다. 유럽은 7.1%나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 리카와 남미는 소액이기는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2 참조>

  한국은 일본이 461억 엔을 수출하는 제5  수출시장이다. 농산물은 홍콩, 미국, 만

에 이어 4 이며, 임산물은 국, 필리핀에 이어 3 , 수산물은 홍콩, 국, 미국에 이

어 4 로 일본의 요한 수출 상 국이 되고 있다. 한국의 5  수입 품목은 명태, 담

배, 알코올음료, 돔(활어), 소스, 혼합조미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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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요 수출품목

  수출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가공식품이 2010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의 26.9%를 차지

하고, 그 다음이 축산물(8.0%), 곡물(4.3%), 채소·과일(3.5%), 기타(15.5%) 순이다. 수산

물의 경우 가공품을 제외한 수산물이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가공품이 11.8%

를 차지한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공품이 농림수산물 수출액의 38.7%를 차지하며, 최

근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1  농림수산물 무역액(2010)

구분 금액(억 엔)

수출

총액

농림수산물(A)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673,996

4,920

2,868

106

1,950

수입

총액

농림수산물(B)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607,650

71,194

48,281

9,204

13,709

       농림수산물무역수지(A-B)  △ 66,274

       자료: 농림수산성, 2011. 4.

그림 1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추이 및 수출목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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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농림수산성,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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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별·국별 농림수산물 수출액 구성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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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성, 2011. 9b.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은 <표 2>와 같다. 종합 수출 략에 따라 11개 품목류에 

해  개별품목과  국가를 지정하여 수출 진을 도모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를 들면  는  가공품을 보면 과 햇반이  품목이며,  국가는 국을 

비롯하여, 만, 홍콩, 싱가포르,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이다. 

   수출량은 아직까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상기  

수출 국가를 포함하여, 국, 호주, 독일, 국, 랑스 등 세계 37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2010년도 수출량은 년 비 45% 증가한 1,898톤, 액은 27% 증가한 6억 9,100

만 엔에 달한다. <그림 3 참조>

  특히 국에 한  수출에 극 인 활동을 개하고 있다. 2010년 12월 농림수산

성 부장 이 국을 방문하여 국 농업 발  집단과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확 에 

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11년 1월 국 농업 발  집단은 일본을 방문하여 

수출 진회의와  수출 비즈니스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이 극 으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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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1개 중점품목 및 중점국가

중점 품목 중점 개별품목 중점 국가

① 쌀·쌀 가공품 쌀, 햇반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러시아, 미국, 캐나다

② 채소·채소 가공품 마, 딸기, 멜론, 고구마,
무, 양배추, 상치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러시아, 미국

③ 과일·과일 가공품 사과, 배, 복숭아, 감귤, 포도, 
감

한국,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인도, UAE, 
러시아, 미국, 캐나다

④ 화훼 분화, 분재, 식목류, 묘목류, 
절화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태리, 러시아, 미국

⑤ 우유·유제품 아이스크림, 치즈, 우유 중국, 대만, 홍콩

⑥ 식육·식육가공품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대만, 홍콩, 싱가포르, UAE, 미국, 캐나다

⑦ 차 녹차
중국, 홍콩,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⑧ 수산물·수산가공품 가리비, 고등어, 건조해삼, 
냉동다랑어, 냉동연어, 
냉장명태, 방어, 돔, 김, 
통조림

한국, 중국, 대만, 홍콩,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미국, 캐나다, 
남아공, 호주

⑨ 특용임산물 신선버섯류, 목탄, 건조표고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⑩ 가공식품 청량음료, 초콜릿, 캔디, 
쌀과자, 건조면, 참기름, 
된장, 추잉검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리비아, UAE,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캐나다

⑪ 목재 제재, 가공재 한국, 중국

  주：2009년 6월 21일 현재 기준임.

자료：농림수산성. 2011. 9b.

그림 3  쌀 수출량 추이(2003～2010)

자료：농림수산성. 2011. 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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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수산물 수출지원제도

3.1. 추진 배경과 의의

  일본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성장의 향으로 국내시장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한 돌 구로서 동아시아를 심으로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일본식품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한 WTO와 FTA 등에 의한 시장개방에 따른 

세인하 등의 요인으로 일본 농림수산물과 식품에 한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을 배경으로 수출에 극 으로 응하게 된 것이다. 

  종 의 시장개방에 한 수세  자세에서 탈피하여 시장개방에 극 으로 응하

면서 시장개방의 효과를 활용하는 ‘공격  농정’의 일환으로 구조개  가속화, 바이오

매스 생산 확 와 함께 수출정책을 강화하 다. 일련의 수출정책은 다음과 같이 추진

되고 있다. 

  2004년, 농림수산성에 ‘수출 진실’ 설치

  2005년, ‘식료·농업·농 기본계획’에 수출 진 장려 결정

  2005년, ‘농림수산물등수출 진 의회’와 ‘지역 수출 진 의회’ 설치

  2006년, ‘21세기 신농정 2006’에서 수출목표 설정 

  2007년, ‘농림수산물 수출 종합 략’ 수립·추진

  2009년, ‘농림수산물 수출 종합 략’ 개정·추진

  이와 같은 농림수산물 수출 진이 가지는 의의는 산지나 지역에서는 새로운 로

가  확 되어 농가소득이 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이다. 한 수출은 국내가격 하

락에 응하여 리스크를 경감한다. 그리고 해외 수출을 통한 국내 랜드 가치를 향상

하고 경 에 한 의식개 을 가져온다. 

  농림수산물의 수출이 증가하면 지역 활성화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식량자 률이 향상되어 식량안보에도 공헌한다. 일본의 식문화를 해외

에 보 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 일본에 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도 된다는  등

에서 농림수산물 수출은 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2. 농림수산물 수출종합전략 수립(2007년)

  농림수산물이나 식품의 수출은 농업생산을 진흥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농

림수산성은 2015년까지 1조엔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아시아에서의 경제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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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고소득 계층을 상으로 하면서 일본 식품이나 식문화의 세계 인 붐 등에 조

하여 ‘시장 개척’과 상 국의 ‘수출장애요소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종합

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출 종합 략은 2007년 수립되어 실천되고 있으며, 2009년 개정되어 계속되고 있

다.2) 이 략은 수출사업자의 성숙도(수출 의욕단계, 수출 시험단계, 수출 실천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4  책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림 4 참조>  

  ① 수출환경 정비 책

  ② 품목별·국가별 략 인 수출 진 책

  ③ 의욕 있는 농림어업인 지원 책

  ④ 일본 식품·식자재의 해외수요 개척 책 

3.2.1. 수출환경 정비 대책

  농산물은 수출상 국이나 품목에 따라 검역이나 식품 생 면에서 수출이 지되고 

있거나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농림수산성을 

비롯하여 후생노동성,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 하여 상 국과 의를 거쳐 수출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수출환경이 정비된 이후에는 수출상 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응할 

수 있도록 국내 수출업자에 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수출상 국 정부의 요구나 상 국의 제도 등 수출 해요인을 해결하기 해 다음

과 같이 수출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① 검역 의의 가속화에 의한 검역문제 정비

  ② 수출증명서 발행체제 정비

  ③ 가공시설 등의 HACCP 도입

  ④ 생산단계의 GAP 도입

  ⑤ 유기 JAS 규격의 동등성 심사의 신속화

  ⑥ 수출확  기 품목의 세 철폐 는 감축

  이와 련한 최근의 성과를 보면, 2008년 5월 국 의 수출조건이 확립되었으

며, 수산물 수출조건 확립과 련하여서는 2007년 2월 러시아, 동 4월 노르웨이·스

스, 2009년 3월 호주·우크라이나 등과 안이 해결되었다. 

2) 농림수산성.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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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농림수산물 수출종합전략 개요

세계적인 일본
식품붐 확산

아시아를 중심으
로부유층증가

수출 신장
연12-16% 증가

동향

2015년1조엔

목표

‘농림수산물등수출촉진전국협의회’가
관민연대전략적활동(수출종합전략) 추진

관민이 연대한 전략적 활동 정책효과

생산량확대

소득향상

의식개혁

식량안전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일본
식문화
정보

해외제공

수출종합전략

수출환경정비
검역교섭 가속화
수출증명서발행체제정비
HACCP 도입
GAP 도입등

품목별전략적활동
중점국가지정, 로드맵 작성
홍보전략수립, 홍보매체정비
브랜드전략추진, 기술개발촉진

의욕있는농림수산업자지원
상담지원
대사관·JETRO와연대 해외지원
지방농정국중심으로국내지원
(지자체와연대)
해외판촉활동지원등

관련부서와연대한 일본식품·식자재
등의해외정보제공

일본식당 장려계획
해외공관의일식보급사업
일본방문운동

3.2.2. 국가별·품목별 전략적 수출촉진

  농림수산물의 수출과 련하여 필요한 정보는 상 국이나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수출을 둘러싼 사정이나 과제, 필요한 책은 상 국가별과 품목별로 차별화

하여 리하고 있다. 

  과  가공품을 비롯한 11개 품목(  품목)과 주요 상 국가(  국가)를 상

으로 로드맵을 작성하여 리하고, 특히 이 에서 집 으로 지원조치를 강구하는 

‘특정 품목’과 ‘특정 지역’을 설정, 각종 수출 진 책을 으로 실시한다. 

  련 시책은 품목별 수출비즈니스 모델 확립, 홍보 략 수립, 홍보매체 정비, 지  

재산 략· 랜드 략 추진, 공 기반 강화 등이다. <표 2 참조>

  ① 품목과 국가 설정

  ② 품목별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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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품목별 수출 비즈니스모델 확립, 홍보 략 수립, 홍보매체 정비 

  ④ 지 재산 략· 랜드 략 추진, 공 기반 강화

3.2.3. 의욕 있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물의 수출 가능성을 탐색하는 업자나 경 발 을 해 수출을 확 하려는 

자의 의욕을 살려서 실제 수출에 연계되도록 종합 인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농림어

업인과 상공업자의 연 를 통하여 신상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수요 개척을 진하

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상으로 한다.     

  ① 국내외 바이어와의 상담의 장 제공

  ② 상세한 정보제공  상담체제 확충

  ③ 의욕 있는 농림수산업자의 해외 활동 지원

  ④ 세미나를 통한 수출정보 제공

  ⑤ 농상공 연 를 통한 신상품 개발, 생산, 수요개척 진

3.2.4. 식문화·식자재 등에 관한  해외 정보제공 

  일본 요리나 식품은 해외에서 건강식이나 맛으로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일본의 식문

화와 식자재에 한 지식이 충분히 확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 인 단이다. 

계 부처나 련 단체 등의 각종 이벤트와 연 하여 효과 인 일본의 식문화와 식자재 

등에 한 정보를 해외에 제공하는 사업을 개하고 있다.  

  ① · 략 인 이벤트 개최

  ② 일본식당 장려계획과 연

  ③ 해외공 의 일식보  사업(WASHOKU-Try Japan's Good Food)3)

  ④ 계부처의 련사업 연 4)

  여기에 추가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일본식 150선을 소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① 일본식 10선 

  일본 식재를 홍보하기 하여 다양한 일본 요리 에서 표 인 10종류를 선정하

여 그 소재나 조미료, 제공방법 등을 소개한다.  

3) 해외공관이 주최하는 회식 등에서 일본의 고급 식자재를 사용한 일본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4) 외무성, 국토교통성의 관련 사업과 연대하여 해외공관을 중심으로 일본무역진흥기구, 국제교류기금, 국제관광진흥기구 등의 해

외사무소·시설을 정보제공 거점으로 활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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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공식품 40선

  상미기간5)이 비교  길고 향후 해외수출이 기 되는 가공식품에 하여 콘테스트 

방법으로 40 을 선정하여 국내 계자의 참고사례로서 소개한다. 

  ③ 수출추진사례 100선

  국 각지에서 수출 활동을 하는 업체에게 참고자료서 활용하기 해 수출활동 100

 사례를 수집, 애로사항이나 해결방안, 수출 메리트, 향후 망 등에 해 종합 으

로 소개하는 자료이다. 

3.3. 추진체제 구축

3.3.1. 농림수산성에 ‘수출지원실’ 설치(2004년)

  농림수산물의 수출확 에 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기 한 지원체제로서 구축한 

것이 ‘수출지원실’ 설치이다. 농림수산성에 장 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산농산물·식품

수출 진본부’를 설치하여 련 부처나 지자체, 단체 등과의 지원체제를 구축한 후 

산을 확보하여 본격 으로 실행하는 주체가 신 방 국제부 국제경제과에 설치한 

‘수출지원실’이다. 

  지원 분야는 ① 품목별 략  수출 진, ② 의욕 있는 농림어업인 지원, ③ 수출

진홍보 등이며, 사업 상자의 성숙도에 따라 ① 수출의욕단계, ② 수출시험단계, ③ 수

출실천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지원 책을 추진한다. 

3.3.2.‘농림수산물등 수출 촉진 전국협의회’설치(2005년)

  일본의 고품질이면서 안 한 농림수산물 수출을 진하기 하여 민  계자가 일

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을 목 으로 2005년 4월 농림수산물 수출 진 국 의회가 

설립되었다.6) 

  회원은 목 에 찬동하는 계 단체, 지자체, 련부처 등으로서 농림수산 련단체

를 비롯하여, 식품산업·유통 련단체, 외식· 련단체, 경제단체, 47개 도도부 , 

그리고 련 부처 등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림 5 참조>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에 한 정보 수집·분석  공유화

5) 상미기간(賞味期間)은 BBD(Best Before Date)라고도 하며 제품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 또는 품질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

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6) 사무국은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국제부 국제경제과 수출촉진실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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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에 한 보 지도  홍보

  ③ 수출 진에 한 방안 검토  실시

  ④ 의회 회원의 활동 연   조정

  ⑤ 의회 활동에 계되는 조직과의 연  등

  이 의회는 지역단 로 수출 지원업무를 신속하고 추진하기 하여 지역 수출 

진 의회와 연 하여 수출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3.3.3.‘지역 수출촉진 협의회’설치(2005년)

  지역단 의 지원체제로서 ‘지역 수출 진 의회’가 있다. 농림수산성 지방농

정국과 계 기 이 연 하여 지역별로 지원하는 기구이며, 국에 9개 의회를 

두고 있다. 

  각 지방농정국이 사무국이 되어, 계 부처의 지방지부국, 지방자치단체, 일본무역

진흥기구(JETRO), 동식물검역소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내 선도 인 사례 정보수집, 

수요 수집 등 지역에서 지원하는 체제이다. 농림수산성의 탁사업인 ‘수출 진세미

나’와 ‘수출 오리엔테이션( 시 상담회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 수출 진 의회

의 각 지방농정국이 지역의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림 6 참조>

그림 5  농림수산물등수출촉진협의회 개요 

설 립 : 2005. 4. 27  
사무국 :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국제부 국제경제과 수출촉진실
임 원 : 명예회장 小泉 純一郎(전총리)

회 장 茂木 友三郎(주식회사 키코만 대표)
고 문 渡辺 好明(동경곡물상품거래소 이사장)

농림수산물등수출촉진전국협의회

수출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공유화

수출관련 보급지도 및 홍보
수출촉진 방안 검토 및 실시
회원의 활동 연대·조정
관련 조직과의 연대

역 할

농업관계(10)

임업관계(4)
수산업관계(5)
식품산업(9)
주류관계(1)
유통관계(7) 
외식관계(4)

관광관계(3)

경제계(3)
도도부현(79)
지역(9)
관계부성(7)
기타(7)

회 원(148)

지역수출촉진협의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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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역수출촉진협의회 개요

지방농정국

지방농정국을 중심으로 한
상담체제 확충
세미나 개최
상담회(비즈니스매칭) 개최

도도부현
농업·식품등

관련단체
현농림수산물등
수출촉진협의회

사무국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타
식물검역소
동물검역소

검역조건

통관수속,물류,
지적소유권

보건소
식품위생기관

위생조건,HACCP,
위생증명서

JETRO

무역수속,계약조건,보험,
대금결재,국별제도·규제

도도부현 정보 생산·출하·산지정보

3.3.4. NPO법인 일식 해외보급 추진기구(JRO) 설립(2007년) 

  일식의 해외보  확산을 통하여 일본의 식문화와 식자재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하여 2007년 NPO법인 일식 해외보  추진기구(JRO)를 설립하 다. 

  활동 내용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 활동주체로서 지 조직화를 지원하는 도시에 필

요한 경우 일본에서 문가를 견하는 해외 지조직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 기 지 

발행과 일본 식문화의 조리기술을 보 하기 한 교재 등을 작성하는 사업, 강습회 등

을 통한 인재육성, 해외에서의 일식 니즈 악이나 지 PR 활동 등이다.  

  2012년 1월 재 타이베이, 상하이, 홍콩, 런던, 암스테르담, 로마,  리, 시드니, LA, 

모스크바, 서울 등 세계 21개 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다. 지역별 일식당을 보면 아시아

에서 6,000～9,000개 포, 유럽에서 2,000개 포, 북미에서 10,000개 포, 남미에서 

1,500개 포, 오세아니아에서 1,000개 포 등이 업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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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일  간 농림수산물 무역동향

4.1. 일본의 대한국 수출

  한국과 일본 간의 농림수산물 무역동향에 해 살펴보자. 2010년 기 으로 한국은 

일본의 제5  수출국이면서 제11  수입국이다.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615억 엔, 

유율은 9.4%이다. <그림 7, 8 참조>

  최근까지의 추세는 2007년까지는 증가하 으나 2007년 이후 수출액과 유율 모두 

감소하고 있다. 2007년까지 수출증 에 기여한 품목은 명태, 돔, 고등어 등 수산물 

심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여 한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수출이 격하게 늘어나는 품목은 청주와 맥주 등의 알코올음료, 담배 등이

다. 맥주의 한국 수출은 2008년 5,897㎘(7.0억 엔), 2009년 6,025㎘(7.3억 엔), 2010년 

8,348㎘(10.0억 엔)로서 한국은 일본의 제1  수출국이다. 청주는 2008년 1,529㎘(6.7억 

엔), 2009년 1,954㎘(8.3억 엔), 2010년 2,590㎘(11.7억 엔)로서 미국과 홍콩에 이어 한국

은 일본의 제3  수출국이다. 

  2010년 재 수출 액기 으로 상  10  품목은 ① 명태(48.0억 엔), ② 담배(24.5억 

엔), ③ 알코올음료(23.5억 엔), ④ 돔(22.2억 엔), ⑤ 소스혼합조미료(19.9억 엔), ⑥ 종자

(16.1억 엔), ⑦ 멍게(14.5억 엔), ⑧ 배합사료(12.8억 엔), ⑨ 고등어(11.3억 엔), ⑩ 과자

(10.8억 엔) 등의 순이다. 

그림 7  일본의 농림수산물 무역액 점유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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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성,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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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국·일본간 농림수산물 무역액 추이(200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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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성, 2011. 4.    

4.2. 일본의 대한국 수입

  일본은 세계 인 농산물 수입국이다.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2010년 7조 1,194억 엔에 

달한다. 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즉 한국의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1,614억  

엔으로 년 비 9.5%나 증가하 으나 유율 2.3%로서 제11 에 불과하다.7) 엔화기

으로 추이를 보면 2004년까지는 증가,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감소, 2007년 이후 

증가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2010년 한국의 수출증가에 기여한 품목은 다랑어·참치류, 알코올음료, 가당조제식료

품, 바지락, 굴, 화 등이다. 반면에 수출이 감소하는 품목은 신선·건조과일, 톳, 미역, 

담배 등이다. 

  2010년 수입 액기 의 한국 상  10  수입 품목은 ① 다랑어·참치류(275.0억 

엔), ② 알코올음료(211.2억 엔), ③ 가당조제식료품(82.0억 엔), ④ 기타조제채소(75.2억 

엔), ⑤ 활어(기타)(69.4억 엔), ⑥ 신선채소(67.3억 엔), ⑦ 복(33.5억 엔), ⑧ 바지락

(32.0억 엔), ⑨ 게조제품(30.8억 엔), ⑩ 삼치(28.2억 엔) 등의 순이다. 

  양국 간의 농림수산물 무역수지를 보면 한국이 1,614억 엔 수출하고 461억 엔 수입

하여 1,153억 엔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증가추세이나 일본은 감소추

세이어서 향후 한국의 흑자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7) 2007년도 한국의 대일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1,470억 엔이며, 전년대비 3.8% 감소하였다. 한국의 점유율은 1.7%로서 제14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금액과 점유율이 모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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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음료’에 해서는 한국은 막걸리와 소주 수출이 늘어나는 반면에 일본은 맥

주와 청주가 늘어난다. 2010년 양국 간의 알코올음료의 수출 액은 한국이 211.6억 엔, 

일본은 23.5억 엔으로서 한국이 188.1억 엔의 흑자를 내고 있다. 한국의 일 1  수출 

품목은 ‘다랑어·참치류’인 반면에 일본의 한 1  수출 품목은 ‘명태’인 것도 조

이다. 담배에 해서는 한국의 일 수출은 감소하여 20  품목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일본의 한 수출은 증가하여 2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5. 요약 및 특징

  농산물 수출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 농림수산물 수출을  늘리는 것은 생산자 입장에

서 보면 새로운 로가 확 되고 농가소득이 증 하는 효과가 있다. 한 수출은 국내

가격 하락에 응하여 리스크를 경감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해외 수출을 통한 랜

드 가치를 향상하고 경 에 한 의식개 을 가져온다. 수출이 증가하면 지역 활성화

의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수출에 의해 생산이 증가하면 식량자 률이 향상되어 식량

안보에도 공헌한다. 이와 같이 농림수산물의 수출은 요한 의미를 가진다. 

  FTA 등에 의해 수출기회가 확 되는 것을 배경으로 일본은 민 력 하에서 수출

을 진하기 한 다양한 활동을 개하고 있다. 우선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

성하기 한 ‘종합 략’과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수출목표는 2015년 1조 엔을 

설정하고, 농림수산성에 수출 진실을 설치하여 산확보와 수출종합 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민 력과 국가·지방 연 의 의회를 설치하여 ‘시장개척’과 상 국의 ‘수

출장애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한 일본의 식문화 해외홍보에도 극 이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세계 인 일식 붐,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소득향상 등을 배

경으로 농산물 수출은 그동안 순조롭게 증가하 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 기와 엔

고 등의 향으로 정체하는 상이 나타나고 있고, 동일본 지진의 향으로 회복하

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상된다. 

  한·일간의 농림수산물 무역수지를 보면 2010년 재 한국이 1,614억 엔 수출하고 

461억 엔을 수입하여 1,153억 엔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증가추세인 

반면 일본은 감소추세이어서 향후 한국의 흑자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단지 

일본은 주로 가공식품 심의 수출인 반면에 한국은 신선 농산물 심이다. 생산과정

이나 유통과정에서 철 한 품질 리를 통한 검역은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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