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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7년 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2년 5월 시작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올해 9월 마무리되었다. 1단계 상품분야 협상에서는 초민감품목의 범위를 

품목 수 기준 10%, 수입액 기준 15%로 확정하였다. 이는 한·미, 한·EU 등 기

체결 주요 FTA보다 큰 것으로 향후 2단계 협상에서 농산물의 상당수를 보호

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는 2단계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국 농식품 수입구조상 주로 양념채소를 중심으로 밭작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산 신선 과실 과채는 식물검역 조치

로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당장의 피해는 회피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과

수·과채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원예산업은 수출산업으로

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향후 한·중 FTA 시대를 맞아 국내 원예산

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중국 원예산업의 변화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내 원예산업의 대응방안

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아울러 향후 한·중 간 농산물무역

에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화(regionalization)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에 대응하여 국내 원예산업의 

활로를 찾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한·중 FTA 2단계 협상에

서 농업 분야의 협상전략 수립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란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iii

요    약

연구의 배경

한 중 FTA는 양국 간 농산물 교역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

요한 사안이다. 원예산업은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의 

원예산업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농업생산·경

영구조의 변화에 따른 원예산업의 변화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통계분석, 관련기관 

및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원예농산물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등 5개 품목의 중국 내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얻기 위해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IAED/

CAAS)에 연구를 위탁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중국산 원예농

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구매의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

기 위해 국내 일반소비자(A그룹)와 식당경영주(B그룹) 2개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원예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원예산업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산업구조도 고도화되고 있다.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수출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다만 투입재가격 상승에 따른 고비용 농업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원예산업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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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농산물 생

산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한국과의 농산물 가격 격차도 점차 축소되

는 추세이다. 주요 채소 및 과실 품목의 생산비 절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 격차를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생산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이다. 중국 원예산업의 생산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도 농식품기업과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 중 FTA의 기회요인을 활용

하여 중국시장에 우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려면 규모화된 전문 수출경영체

의 육성이 필요하고, 생산, 유통, 수출 단계를 통합한 생산계열화를 통해 경

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주요 원예농산물의 수급 균형을 위해 중국산 수입 의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2단계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 

FTA는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로 볼 때 밭작물 FTA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중 간 원예농산물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김치와 양념채소

를 중심으로 중국산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원예농산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향후 채소류의 국내 수급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수입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중국 농업전망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채소와 과실의 수

급상황 변화는 우리 농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반면 사료용 곡물은 

중국내 수급상황 변화가 국제시장을 통해 우리 농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중국산 수입농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례를 벤

치마킹하여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차원의 중국 현지 식품안전검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 수입농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와 항구적 식품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대책과 함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밭농업의 발전을 위한 투융자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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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중 FTA 대책 수립을 계기로 단기적 소득안정에 초점을 둔 밭작물 직

불제와 별도로 채소산업을 중심으로 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투융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중 FTA를 계기로 우리 원예농식품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적

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농식품 수출체질 강화 및 기반 구축, 품목별 차별화 전략, 시장세분화 전략,

중국시장 내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동식물검역(SPS)의 지역화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나라와의 검역협상에서 지역화 원칙을 수용한 

사례가 있다. 중국이 지역화 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우리가 이를 수용하기 위

해서는 중국 측이 과학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자료를 제공해

야하고 식물병해충이나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임을 입증할 책임도 중국 측

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접근 가능성과 검사 실시를 협정문에 반드시 명시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

다. 중국이 지역화 이슈를 강력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동물전염병이나 식물병해충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

역’ 지위를 인정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중국의 지역화 관련 정책의 추진 현

황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위 획득 여부 등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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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es of the Chinese Horticultural Industry Against
the Korea-China FTA

Background of Study
China's horticulture industry accounts for a big portion of the agriculture 
product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has great impact on Korea's 
domestic agriculture industry. Thus it is important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dentify the trend and status of China's horticulture industry 
in preparation for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Methods of Study
In this study, various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search, statistics analy-
sis, visiting relevant institutes and sites, consigned research, and surveys 
are utilize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Results and Implications of Study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hor-
ticulture industry, which accounts for a big portion of the agriculture prod-
uct trading between Korea and China and has great impact on Korea's do-
mestic agriculture industry, and to present countermeasures for domestic 
horticulture industry based on the foregoing findings. The major counter-
measures in 3 aspects as a result of this study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 it is urgent that Korea's domestic horticulture industry needs 
to improve its competitiveness by reducing production costs and production 
integr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competition is intensifying be-
tween Korea and China. In the Chinese horticulture industry, the labor pro-
ductivity has been the growth driver and it is turning into high production 
cost structure having high dependency on intermediate inputs. Ou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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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to consider price competitiveness by reducing production costs for 
major vegetables and fruits.

China is promoting production integration as a measure for over-
coming the limitation of the small farm structure and increasing income for 
agricultural households. We also need regulatory policy to enhance in-
tegration between agrifood companies and agriculture producers in response 
to enhanced competitiveness of the Chinese horticulture industry by pro-
duction integration.

Second, it is urgent that we need to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on China's horticulture products since the relevant trading between Korea 
and China has continuously expanded and Korea became more and more 
dependent on China's Kimchi and its seasoning vegetables. Along with the 
foregoing, we need to establish and operate a forecast model for China's 
agriculture industry in order to estimate how the change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China's horticulture products affect our agriculture industry, and 
to apply the outcome in establishing regulatory policies.

It is essential for us to rely on the import of China's products for 
balancing the supply and demand of major domestic horticulture products. 
Under the circumstances, we need to continuously reinforce food safety 
tests at sites in China.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rior registration 
system of export companies (manufacturers) and a history tracking system 
for import companies to enhance prior management on the manufacturing 
facilities at site.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hat we need to establish 
a permanent food safety cooperation system with the Chinese government 
by amending the “Agreement on Food Safety Cooperation” made between 
Korea and China in 2003.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in which the first stage of ne-
gotiation was concluded and now is in the process of second negotiation, 
can be defined as the ‘farm product FTA’ from the perspective of trading 
structure for agricultur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review mid/long-term 
investment or finance plans for development of domestic farm agriculture 
together with measures for damage preservation since the vegetable in-
dustry is expected to get damages the most when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is concluded. We need to prepare measures to expand the export 
of domestic horticulture products to the China market in order to take ad-



ix

vantage of opportunities from the FTA. In order to accomplish the fore-
going, we need to strengthen the constitution for domestic agriculture prod-
ucts, establish better infrastructure, diversifying strategies for each product 
items, and establish a strategy for market segmentation, and a strategy fo-
cusing on expansion of distribution infrastructure in China.

Third, both countries have agreed that they reassur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e WTO/SPS treaty in the first stage of negotiation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If China raises an issue regarding the 
regionalization in the second stage, we also need to bring up the case 
where we have acknowledged the concept of regionalization. However, ac-
knowledging the concept or principle of regionalization does not constitute 
automatic application and import based on the concept.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we need to enhance monitoring on 
the clean areas in China in preparation of the circumstances when the re-
gionalization principle is applied on the agriculture product trading between 
Korea and China whil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e acknowledgement of regionalization, scientific grounds, and 
risk evaluation and assessment methods. Also we need to reorganize the 
domestic quarantine system towards enhancing sanitary conditions for 
importing.

Researchers: Hyoung-Jin Jeon, Myong-Keun Eor, Sung-Woo Kim, 
Jae-Hwan Han 

Research Period: 2013. 1 ~ 2013. 12
E-mail Address: hjch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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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한국과 중국은 2004년 9월 개최된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FTA를 위

한 민간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이래 민간공동연구(2005.3∼2006.11), 산 관

학 공동연구(2007.3∼2010.5), 정부 간 사전 실무협의(2010.9∼2012.4) 등 7년

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2년 5월 2일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한 중 FTA

협상은 양국의 민감 분야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 협상

에서 분야별 모댈리티(Modality)를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허요청과 제안

(R/O) 방식의 2단계 협상을 진행한다1. 이는 통상적인 FTA 협상 방식과는 차

별되는 것으로 양국이 본격적인 협상 이전에 민감성 부분을 우선 협의하기 

위함이다. 양국은 1단계 7차(2013.9.3~5) 협상에서 모댈리티에 합의하고 11

월 8차 협상부터 2단계 협상을 시작하였다.

한 중 FTA는 양국 간 농산물 교역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 농업의 구조 변화 또한 양국 간 농산물 교역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TA 체결 이후 중국 농업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중국 농업·농촌의 변화 실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모니

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업생산·경영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별(원

예산업, 곡물산업, 축산업) 변화 실태와 농촌 노동력 구조 변화에 따른 농촌

1 양허요청과 제안(Request and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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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의 변화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대표적인 비교우위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농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원예산업은 농업 분야에서 수출 효자 산업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농산물 교역에서 식품안전성이 주요한 이슈

로 등장한 가운데 중국은 과거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했던 수출 전략을 수정

하여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

출 시장인 일본과 한국의 잔류 농약 규제와 검역 강화 등을 계기로 안전성과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한·중 FTA 체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원예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원예산업 현황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중 간 농산물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입 품목구조는 가공농식

품류와 채소류 위주의 품목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품목구조가 형성되

는 것은 양국의 동식물 검역 조치에 의해 신선 상태의 과실류, 과채류 및 축

산물 대부분이 교역이 금지된 데다 양념채소의 수입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

요 원인이다. 한국과 중국의 동식물 검역조치는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을 제약

하는 최대의 요인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내 과수산업, 과채산업 및 축

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국은 모두 식물병해충 관리에 주력하면서 상대국에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검역상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청해 놓고 있어 검역 조치가 항

구적인 보호 조치로 기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에 여지,

용안, 사과, 배, 단호박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한국은 열처리가금육, 파프리카, 참외, 단감, 딸기, 포도, 감귤, 토마토, 쌀 등 

9개 품목에 대해 수입 허용을 요청해 놓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들 품목들에 

대한 검역조치가 하나 둘씩 해제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가격경쟁력에 기초하

여 중국산 신선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주로 

양념채소에 집중되었던 국내 농업 분야의 피해는 과수산업, 과채산업 및 축

산업 등 농업 전 분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향후 한·중 농산물교역에서 동식물 검역 문제는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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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 특히 농산물 수출국이 상대국의 동식물 검역조치를 실질적으로 

해제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인 SPS 지역화(regionalization)가 핵심적인 이

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국제 농산물교역에

서 지역화 인정을 관철하기 위해 WTO 가입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지역화관리 정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WTO/SPS 협정문 제6조에서 정의한 지역화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

내 일정지역에서 동물전염병이나 식물병해충의 발생을 차단하거나 일정한 

수준 이하로 통제하여 국제기구를 통해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비발생지

역 또는 저발생지역의 지위를 인정받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화 인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검역상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

국이 농산물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지역화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는 국제기구로부터 특정 지역을 동물전염병이나 식물병해충 비발생지역 또

는 저발생지역으로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

의 추진 동향과 더불어 국제기구로부터 관련 지위를 획득했는지 여부 등 관

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한·중 FTA가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농업의 부문별 변화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

리나라 농업의 부문별 대응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

에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국내 농업에 대

한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 원예산업의 변화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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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내 원예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세부적인 주요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개방 이후 중국 원예산업의 성장 특성(생산, 유통, 소비, 교역,

경쟁력, 정책 등)을 분석하여 원예산업 발전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구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둘째,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원예농산물 교역구조와 분업·경쟁관계를 

분석하여 교역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관심 품목의 생산비와 도매시

장 가격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원예농산물의 경쟁력을 비교 평가한다.

셋째, 향후 지역화 이슈가 한·중 원예농산물 교역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식물병해충 지역화관리 정책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SPS 협상과 향후 양국의 검

역 당국 간 협상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화 이슈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변화에 대응한 국내 원예산업의 대응방안

을 제시한다.

3. 선행연구 검토

3.1. 중국의 원예농산물에 관한 연구

3.1.1. 채소

김병률 등(2001)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시점에 중국의 농업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채소의 생산, 유통, 무역 동향과 한·중 간 교역 실적을 고

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원예농산물이 국제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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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으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 정책을 실시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웃한 우리나라는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탄력관세 및 세이프가드제도 활

용, 검역 및 식품검사제도, 원산지표시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시설원예

농산물의 수출 확대, 중국산 원예농산물과의 차별화,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통해 국내 생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일환(2001)은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원예농산물을 수출전략 품목

으로 육성할 계획이어서 중국산 채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한 중국의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 재배면적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고 

생산성과 품질도 점차 향상되어 장기적으로 국산이 가격과 품질이 모두 중

국산에 비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으로 채소 수출을 확

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고소득 소비자계층을 타깃으로 삼아 고품질 

과채류를 중심으로 소량 다품목 위주의 타깃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

안하였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고 인구가 밀집된 동부연안지역을 집중적으

로 공략하는 한편 한국산 농산물이 가지는 고품질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홍

보 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관달(2003)은 중국의 채소산업은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채

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생산이 지

속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다고 전망하였다. 다만 수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 연구는 공급 과잉에 따른 채

소 가격 하락, 낮은 품질 및 안전성, 덤핑 수출로 인한 무역 분쟁 등을 중국

이 당면한 채소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김병률 등(2004)은 산동성이 수출 채소의 품질 표준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수입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채소를 수출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

였다. 그리고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과 한국 등은 중국과 인접하여 물류비

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향후 관세가 인하되면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하였다.

이용선(2004)은 중국이 한국의 식물방역법 때문에 대부분의 신선 과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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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검역협상을 통해 한국의 검역기

준을 완화하거나 검역상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 많은 양의 중국산 

신선 과채류가 한국으로 수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저가

의 과채류는 수출하고 고가의 과채류는 수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간 과채류 교역에서도 산업내무역을 촉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과채류를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허봉구 등(2005)은 중국 고추산업의 발전에 대응하여 정확한 정보 수집 및 

활용, 우량품종 개발 및 수출, 생력화 재배방법 보급 확대, 새로운 가공방법 

개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등을 국내 고추산업의 기술적 대응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고종태 등(2005)은 산동성 청도, 래양, 래서 등지에서 채소 수출기업과 생

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채소 수출기업이 원료확

보를 위해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생산, 가공, 수출을 

통합한 ‘기업+농가’ 모델의 생산계열화를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중국산 

채소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계약재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

안하였다.

김완배 등(2005)은 중국산 채소의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양념채소류 

시장이 중국산에 잠식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치 수출과 김치 원료인 고

랭지배추 재배도 감소하여 국내 채소산업이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

적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산 채소의 수입 증대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의 수출

채소 수집체계, 국내 검역 통관시스템, 국내 생산·유통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조창완 등(2005)은 전라남도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작물인 마늘과 양파를 

대상으로 중국의 생산·유통 현황 및 한·중 간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경쟁력

을 비교분석한 데 기초하여 전라남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

구는 전라남도 마늘·양파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대응전략

으로 공동계산제 실시, 지역 간 경쟁체제 확립, 생산비 절감, 표준화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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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확대, 유통구조 혁신을 제시하였다.

김연중 등(2006)은 중국산 김치가 국산과 비교하여 품질은 비슷한 반면 가

격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산동성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김치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중국인

들의 김치 소비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산동성 내 김치 가공업체에서 생산

하는 김치는 대부분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ABARE(2006)는 중국의 주요 채소류 및 감귤의 생산·소비·교역 현황과 관

세율을 소개하였다.

어명근 등(2007)은 기존의 품목 중심의 접근 방식과 달리 중국의 원예산업 

전반의 정책 및 발전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발전 가

능성도 전망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원예농산물 생산·소비·수출이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원예농산물의 소비는 주민들의 소득

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점차 고급화·다양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

다. 그리고 중국이 농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추세여서 향후 국산 

원예농산물은 중국산과의 품질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연구

는 중국 원예산업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유기원예농산물 생산 확대, 농

산물 유통체계의 선진화, 첨단 마케팅 기법 도입, 생산비 절감, 중국내 고소

득 계층을 타깃으로 고품질 원예농산물의 수출시장 개척, 중국산 원예농산

물 수입시 위생 검사 및 검역 강화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병오 등(2008)은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고랭지배추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중국 산동성 지역을 대상으로 배추 생산 및 김치 

가공·수출 현황, 수출 김치의 검사검역체계 및 품질안전관리체계 현지조사

와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내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현지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김치가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 국

내산 김치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국내 배추·김치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가격 안정, 적기 수확에 필요한 고용인

력 확보, 산지조합·농가의 생산기반 유지, 친환경농법 개발, 대체작목 육성,

산지조합의 유통기능 강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의식 강화, 상품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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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클러스터 육성 등을 국내 고랭지배추산업의 대응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전형진 등(2008, 2010)은 쌀, 고추, 마늘, 양파, 당근, 사과, 배 등 우리의 관

심 품목을 대상으로 중국의 수급 동향, 주산지 분포 및 변동 현황을 체계적

으로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넓은 국토면

적으로 인해 지역 간 차이가 큰 중국의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의 관심 품목과 

지역을 연계하여 접근하는 연구방법을 제안하였다.

김승규(2009)는 한 중 간 농산물 교역구조를 고찰하고 주요 원예농산물의 

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광용 등(2011)은 중국 내몽고자치구, 산서성, 섬서성 등 3개 지역의 채소 

생산·소비·교역 동향과 멜론, 수박, 딸기 등 주요 과채류의 생산 및 시설재배 

현황을 소개하였다.

3.1.2. 과실

이일영 등(2000)은 산동성 교동(膠東)지역 현지조사에 기초하여 배의 품질

은 한국산보다 낮아 위협적이지 않지만 사과는 향후 한국산을 위협할 정도

의 품질 수준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산동성 평도(平度)지역 

현지조사를 토대로 산동성의 고추 생산·가공이 우리나라의 고추 소비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산동성에서 고추 생산이 증가하면 한국 시장으로 

더 많은 고추를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용선 등(2001)은 중국의 과실 수출경쟁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국제시

장에서 기존 수출국들을 위협하고 한국산 과실과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연구는 현행 검역조치가 해제되어 중국산 신선 과실의 국내 

수입이 허용되는 경우 우리 시장에서 국내 중·하품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전

망하였다. 그리고 한국산 과실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 제고와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경필(2004)은 국내산 감귤과 유사한 중국 온주(温州) 감귤의 품질 및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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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향상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향후 검역조치가 해제되어 중국산 온

주 감귤이 수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품질 제고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였

다. 이와 함께 국내 감귤 생산·유통구조 등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산업경쟁력

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경필 등(2006)은 현재 중국산 신선 과실의 수입을 금지하는 검역조치가 

해제될 경우 중국산 사과, 배, 감귤의 수입이 증가하여 커다란 피해가 예상

된다고 우려하였다. 이 연구는 한·중 FTA 협상에서 이들 과실 품목이 관세 

철폐나 인하 대상이 아닌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특별 취급을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동시에 긴급수제한조치 발동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도록 할 것을 제

안하였다.

김윤식(2007)은 현재 식물방역법상 국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신선 과실

은 최근 중국 정부의 주산지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맛과 품질이 크게 개선

되었고 가격경쟁력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

이 과실파리 유병지역이기 때문에 검역상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단기간에 완료되어 중국산 신선 과실류가 국내

로 수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였다.

권용대 등(2008)은 중국 과수산업의 생산·유통 실태 및 한·중 간 경쟁력 비

교 분석에 기초하여 한·중 간 산업내무역을 활성화하여 국내 과수산업의 수

출산업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경필(2010)은 중국의 감 생산·유통·수출 실태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0)는 중국의 포도 시장 규모와 생산·유통·소

비·수출입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산 포도의 중국 시장 수출 여건을 분석

하고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김병률 등(2011)은 중국 감귤산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이 연구는 중국의 감귤산업이 고품질 감귤생산과 수출확대 전략으로 우

리 감귤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한·중 FTA가 체결되어 

중국산 감귤이 국내로 수입될 경우 시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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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어 생산기반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한편 FTA 협상에서

는 감귤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산 감귤이 국

제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출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허국동 등(2011)은 중국의 사과 생산·수출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의 사과산

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보다는 품질을 중시

하고 기술개발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휘천(2009, 2011)은 중국 안휘성과 하남성의 과수 생산 및 재배지역 분

포 현황, 각 지역 및 주산지 현(县)의 생산량과 주요 과종별 품종 현황을 소

개하고 배 재배와 관련한 문제점을 소개하였다.

고성보 등(2012)은 제주 노지감귤과 중국산 오렌지의 출하시기가 상당 부

분 겹치고, 제주 만감류와 중국산 만다린, 탄제린의 출하시기가 비슷하기 때

문에 한·중 FTA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그 피해가 한·미 FTA보다 크게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만하였다.

USDA/FAS(2009a, 2010a, 2011a, 2012a)는 중국의 감귤류 생산, 소비, 수출

입, 정책, 유통 현황을 소개하였다. USDA/FAS(2010b)는 중국 건조 과일의 생

산, 가격, 소비, 수출입, 정책, 유통 현황을 소개하였다. USDA/FAS(2009b,

2010c, 2011b, 2012b)는 중국의 신선 사과, 배, 포도의 생산, 가격, 소비, 수출

입, 정책, 유통 현황을 소개하였다. USDA/FAS(2010d, 2011c, 2012c)는 중국의 

과일 통조림의 생산, 가격, 소비, 수출입, 정책, 유통 현황을 소개하였다.

USDA/FAS(2010e, 2012d)는 중국의 건포도 생산, 소비, 수출입, 유통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USDA/FAS(2012e)는 중국 남부지역의 건포도 시장 동향을 소

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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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PS 지역화 관련 연구

동식물 검역문제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농

산물무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지

만 그동안 많은 연구가 축적되지 못했다. 특히 농산물무역의 이슈로 부상한 

지역화(regionalization) 관련 심층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세균 등(2003)은 동식물 검역문제와 관련하여 WTO/SPS 협정문을 중심

으로 체계적인 정보를 소개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WTO/SPS 협정의 주요 이슈, 국내 동식물 검역체계 및 법률 개정 현황, 외래

병해충 유입 사례, 외국의 동식물 검역 및 SPS 관련 규정의 개정 현황, 위험

평가의 경제적 요소와 평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SPS 관련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SPS 관련 분쟁에 관해서는 박주

근 등(2009)의 연구도 WTO/SPS 협정의 의의와 핵심 쟁점을 소개한데 기초

하여 SPS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SPS협정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동민 등(2004)은 SPS 협정문의 경제적 요소를 검토하고, 위험평가 및 경

제적 패러다임의 비교 분석을 통해 WTO/SPS 협정문에 경제적 요소가 언급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편익분석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을 고찰하였

다. 이 연구는 비용편익분석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한 뒤 실

제로 도입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하고, WTO/SPS위원회는 향후 협정문 규

정을 공고히 하고 회원국들의 협정문 이행을 촉구하는 데 주력할 것을 제안

하였다.

신성균(2012)은 SPS 지역화 이슈와 관련하여 WTO/SPS 협정문의 지역화 

관련 조항, 이행을 위한 SPS위원회의 지침(G/SPS/48), SPS 협정 관련 분쟁 사

례, 지역화 관련 특정무역우려사안(STC) 통보내용, 한국과 중국이 기체결한 

FTA의 지역화 관련 조항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SPS 지역화 이슈에 대한 

협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전형진 등(2012)은 SPS 지역화 개념을 소개하고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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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화 논의 동향, 지역화와 관련한 WTO 분쟁사례를 고찰한 후 중국의 동물

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을 소개하였다.

3.3. 총평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원예농산물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입농산물 가운데 커다란 비중을 차지

하여 국내 농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다. 따라서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원예산업 동향은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고 이러한 

정보 수요를 반영하여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국 원예산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품목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

구 대상 품목은 한 중 수교 초기부터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국내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한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

였다. 한 중 농산물 교역에서 신선 과채류 및 과실류는 식물검역상 교역이 

금지된 품목이다. 그러나 검역 해제 이후 국내 수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 품목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연구 내용은 주로 품목별 생산·

소비·유통·수출입 현황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비교 고찰하고 시사점 또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품목 연구와 관련하여 중국 최대

의 채소 생산·수출 지역인 산동성 사례조사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 과정에서 원예산업의 위상 변화와 원예산업

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국내 원예산업에 대한 시사점 또는 대응방안을 제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어명근 등(2007)은 품목 중심의 접근 방

식에서 벗어나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 과정과 정책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

향을 전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그러나 중국 농업의 구

조변화라는 맥락에서 원예산업의 위상 변화를 고찰하고 현재와 미래를 조망

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중국산 신선 과채·과실은 국내 식물검역 조치로 수입이 차단된 상태이다.



서론 13

구분 연구자 품목 분석기간

채소

김병률 등(2001) 고추, 무, 배추, 대파, 오이, 토마토, 가지 1990∼2000년

조일환(2001) 고추, 마늘, 양파, 토마토, 1997∼2000년

고관달(2003) 고추, 무, 배추, 대파, 오이, 토마토, 가지 1990∼2000년

김병률 등(2004)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배추, 당근 1997∼2003년

이용선(2004)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가지, 수박, 멜론 1990∼2003년

허봉구 등(2005) 고추 1999∼2002년

고종태 등(2005) 고추, 무, 배추, 대파, 오이, 토마토, 가지 1980∼2000년

권용대 등(2005) 고추, 무, 배추, 대파, 오이, 토마토, 가지 1990∼2003년

김완배 등(2005) 고추, 마늘, 양파, 배추, 김치 2000∼2005년

조창완 등(2005) 마늘, 양파 1990∼2004년

김연중 등(2006) 배추, 김치, 당근 2001∼2005년

ABARE(2006) 채소류, 감귤, 포도 1980∼2003년

어명근 등(2007)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당근, 사과,
감귤, 배, 장미, 카네이션, 국화

1991∼2005년

이병오 등(2008) 배추, 김치 1999∼2007년

전형진 등(2008) 고추, 마늘, 양파, 당근, 사과, 배 1980∼2006년

전형진 등(2010) 고추, 마늘, 양파, 당근, 사과, 배 1980∼2009년

김광용 등(2011) 채소류, 멜론, 수박, 딸기 1980∼2009년

과수

이일영 등(2000) 사과, 배, 고추 1980∼1999년

이용선 등(2001) 사과, 감귤, 배, 포도 1990∼2000년

김경필(2004) 온주감귤 1980∼2002년

김경필 등(2006) 사과, 배, 감귤 1994∼2003년

김윤식(2007) 사과, 배, 포도 2000∼2006년

권용대 등(2008) 사과, 배 1990∼2005년

김경필(2010) 감 2000∼2008년

aT(2010) 포도 2004∼2009년

김병률 등(2011) 감귤 2000∼2009년

허국동 등(2011) 사과 2001∼2009년

김휘천(’09, ’11) 과실류 1995∼2009년

고성보 등(2012) 감귤 1980∼2010년

USDA/FAS 감귤류, 사과, 배, 포도 2009∼2011년

자료: 선행연구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정리.

표 1-1. 주요 선행연구의 연구대상 품목 및 분석기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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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이 주요 과채·과실에 대해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하여 수입위험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농산물 교역에서 지역화 이슈가 부상한 가운데 

중국이 지역화 인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

국의 식물병해충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

구가 시급하다. 하지만 그동안 이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최

근 한 중 FTA SPS협상에 대비하여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는 추세이

며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다.

첫째, 품목 위주의 접근 방식을 지양하고 중국 원예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주요 관심 품목의 생산과 유통, 소비, 교역, 경쟁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라는 맥락에서 원예산업의 위상 변화와 원예산업

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찰한다. 동시에 이에 기초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고 국내 원예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서는 ‘숲(원예산업)’과 ‘나무(원예농산물 품목)’를 동시에 고

찰하는 접근 방법을 통해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국제적으로 농산물 교역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화 문제

를 향후 한 중 간 농산물 교역의 핵심 이슈로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원예산

업과 연계하여 중국의 식물병해충 지역화관리 정책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

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은 기후 토양 지형 조건이 다양하고 국토 면적도 광대하여 농

산물 생산의 지역 간 차이가 크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농업성장

의 지역간 격차도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중국 농업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동질성을 가진 몇 개의 지

역으로 세분하여 지역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을 6개 농업 지역으로 세분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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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크게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 현황, 원예산업 정책, 원예농산물 

생산·유통구조, 원예농산물 교역구조와 경쟁력 분석, 한·중 간 원예농산물 

교역구조와 분업·경쟁관계, SPS 지역화 이슈와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 우

리나라 원예산업의 대응방안 등 모두 일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 현황에서는 먼저 중국 원예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중국 경제와 농업의 성장 과정에서 원예산업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시설원예산업과 친환경원예산업

의 발전 현황과 주요 원예농산물의 수급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 중국의 원예산업 정책에서는 중국 농업의 선도 부문으로 부상한 원

예산업의 생산·가공·유통·소비·수출 관련 주요 정책의 전개과정을 고찰하였

다. 특히 ‘12·5’ 계획 기간의 원예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

제4장 중국 원예산업의 생산·유통 구조에서는 주요 원예농산물의 주산지 

분포와 변화를 고찰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주요 채소 및 과수 품목의 생산

유통구조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

어 추진하고 있는 농업산업화경영 사례도 함께 파악하였다.

제5장 중국 원예농산물의 교역구조와 경쟁력 분석에서는 먼저 중국의 원

예농산물 교역 현황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RCA지수

를 계측하여 중국 원예농산물의 수출경쟁력 변화 추이를 고찰하였다.

제6장 한 중간 원예농산물 교역구조와 분업·경쟁관계에서는 먼저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원예농산물 교역 현황을 고찰하고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

음으로 TSI지수와 G-L지수를 계측하여 원예농산물 교역의 경쟁관계와 분업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생산비 지표를 이용하여 양국간 주요 원예농산물

의 경쟁력 격차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원예농

산물에 대한 인식 및 구매의향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산 원예농산물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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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점검하였다.

제7장 SPS 지역화 이슈와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에서는 먼저 SPS 지역화 

개념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식물병해충 

지역화관리 정책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이 기체결 FTA나 수출대상국

과의 검역협상에서 지역화인정을 추진한 사례를 점검하였다.

제8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예산업의 경쟁력 제고 측

면, 한·중간 원예농산물 교역 측면 그리고 SPS 지역화 이슈 대응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5. 연구의 범위와 방법

5.1. 연구 범위

5.1.1. 연구 대상 품목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양허제외 등 신축적으로 취급할 민감 품목 선

정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등에 기초하여 채소 4개 품목(고추, 마늘, 양파, 배

추·김치)과 과실 4개 품목(사과, 배, 감귤, 포도)을 구체적인 연구 대상 품목

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품목의 생산액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2009/11년(3년 평균) 기준 약 10% 수준이다(표 1-2 참조).

한 중 FTA 협상에 대비해 협상 전략을 도출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고

추, 배추·김치, 마늘 등 채소류 4개 품목은 초민감품목군(국내 농업생산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국산 수입특화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사과, 배, 감귤, 포도 등 과실류 4개 품목은 고민감품목군(생산액 비중이 어

느 정도 높고 경쟁력이 낮거나 가격 차가 큰 품목)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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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 농산물 품목별 생산액 순위(2009/11년, 3년 평균)

순위 품 목
생산액

(10억)

비중

(%)
순위 품 목

생산액

(10억)

비중

(%)

1 미곡 7,825.4 18.9 22 양파 418.7 1.0

2 돼지 5,113.6 12.3 23 무 370.1 0.9

3 한육우 4,003.6 9.7 24 벌꿀 333.0 0.8

4 닭 2,118.3 5.1 25 고구마 323.4 0.8

5 우유 1,694.5 4.1 26 배 238.4 0.6

6 계란 1,419.9 3.4 27 호박 211.7 0.5

7 오리 1,311.6 3.2 28 감자 209.4 0.5

8 고추 1,039.1 2.5 29 상추 171.9 0.4

9 인삼 982.1 2.4 30 복숭아 170.2 0.4

10 감귤 941.2 2.3 31 들깨 157.2 0.4

11 딸기 932.6 2.2 32 새송이 153.9 0.4

12 수박 765.2 1.8 33 파프리카 153.9 0.4

13 사과 741.3 1.8 34 참깨 135.5 0.3

14 감 723.3 1.7 35 느타리 130.4 0.3

15 배추 635.3 1.5 36 부추 102.4 0.2

16 토마토 634.2 1.5 37 연초 101.7 0.2

17 콩 520.1 1.3 38 파 96.3 0.2

18 포도 516.7 1.2 39 시금치 73.3 0.2

19 마늘 500.9 1.2 40 쌀보리 63.9 0.2

20 참외 456.3 1.1
합계 36,914.0 88.9

21 오이 423.5 1.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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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품목 조사 지역

가. 중국의 농업지역 구분

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어 지역별로 기후 토양 지형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

에 농산물 생산의 지역 간 차이도 크다. 그리고 농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여건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농업 성장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 농업의 실체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단일 지역으로 인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공통분모를 가진 몇 개의 지역으

로 묶고 지역별로 농업 실태를 파악하는 접근법이 보다 유효하다.

전형진 등(2008)은 중국 농업 연구에 이러한 접근법을 선도적으로 접목하

고, 전형진 등(2010), 전형진 등(2011a, 2011b), 전형진 등(2012) 다수의 연구

에서 동일한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전형진 등(2010, 2011,

2012)에서 활용한 지역구분법을 적용하여 중국을 6개 농업지역, 즉 동북3성

(東北三省), 황하중하류(黃河中下流), 장강중하류(長江中下游), 남부연해(南部

沿海), 서남내륙(西南内陆), 서북 청장고원(西北 青藏高原)으로 세분하였다.

표 1-3. 본 연구의 중국 농업지역별 행정구역 분류

지역구분 행정구역(성·자치구·직할시)

동

부

북

부

동북3성 요녕성，길림성, 흑룡강성

황하중하류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서성, 산동성, 하남성, 섬서성

남

부

장강중하류 호남성, 호북성, 강서성, 안휘성, 강소성, 절강성, 상해시

남부연해 복건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해남성

서남내륙 사천성, 중경시, 귀주성, 운남성

서부 서북 청장고원
서북: 내몽고자치구, 신강자치구, 영하자치구, 감숙성

청장고원: 서장자치구, 청해성

자료: 전형진 등(2012). p.34 <표 1-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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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본 연구의 중국 농업지역 구분도

자료: 전형진 등(2012). p.34 <그림 1-1> 인용.

나. 품목별 조사지역 선정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주요 원예농산물의 유통경로와 생산비, 생산계열화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채소류 중 건고추는 중국

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종인 익도홍(益都红)과 금탑(金塔)의 주요 생산지역인 

내몽고자치구 통료시(通遼市) 개로현(開魯縣)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마늘은 최대 주산지이자 수출지역인 산동성 금향현(金乡县)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양파는 주산지의 하나인 강소성 풍현(豐縣)을 조사지역으로 선

정하였다. 한편 과실류는 사과와 배 2개 품목에 대해 각각 산동성 서하시(栖

霞市)와 하북성 조현(趙縣)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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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기간

본 연구는 농가토지도급경영제(농가생산책임제)가 도입되어 농가에게 작

물선택권이 주어짐으로써 작부구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시기를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980∼2011년 

동안의 채소·과수산업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5.2. 주요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통계분석, 기관 및 

현지 방문조사, 설문조사, 위탁연구, 위탁 원고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

하였다.

중국의 원예농산물 중 우리가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추, 마늘, 양

파, 사과, 배 등 5개 품목의 중국내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얻기 위해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에 ‘중국의 주요 과채류 유통경로 사례 

조사’라는 제목의 조사연구를 위탁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원예산업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중

국경제 전문가인 이상훈 박사(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게 ‘중국의 ‘12 5’

계획 기간 원예산업 정책’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위탁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

하였다. 중국의 공식 통계가 없는 품목들의 생산 현황 파악을 위해 중국 농

업 전문가인 리경호 박사(중국 농업부 식물·영양발전연구소)에게 ‘중국의 주

요 채소류의 생산·유통구조 및 경로 사례조사’라는 제목의 원고를 위탁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중국산 원예농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구매의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비자를 국내 일반소비자(A그룹), 국내 식당경영주(B그룹)

등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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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은 <표 1-4>와 같다.

표 1-4.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목차 주요 내용 주요 연구방법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 현황

∘원예산업의 위상 변화

∘시설원예산업 발전 현황

∘친환경원예산업 발전 현황

∘주요 원예농산물 생산 및 소비

문헌·인터넷 자료 검색

통계분석

원고 위탁

중국 현지 출장조사

중국의 원예산업

정책

∘‘12 5’ 계획 기간의 주요 원예산

업정책 소개

∘산동성의 원예산업 정책 개요

문헌·인터넷 자료 검색

주요 정책 자료 분석

중국 원예산업의

생산 유통구조

∘주요 원예농산물의 주산지 분포

∘주요 원예농산물의 생산·유통구조

∘주요 원예농산물의 산업화 경영

문헌 및 인터넷 자료 조사

통계분석

원고 위탁, 조사 위탁

중국 현지 출장조사

중국의 원예농산물

무역동향과 수출경

쟁력 분석

∘중국의 원예농산물 무역동향

∘중국의 원예농산물 수출경쟁력

통계분석

RCA지수 계측

한·중 원예농산물

무역구조와 분업·

경쟁관계 분석

∘한 중 원예농산물 교역구조

∘한 중 원예농산물 교역의 분업·

경쟁관계 분석

∘한 중 원예농산물 생산비 비교

분석

∘중국산 원예농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식 및 구매의향 조사

통계분석

산업간무역지수 계측

-G-L 지수 계측

경쟁력 판별 지수 계측

-TSI 지수 계측

소비자 설문조사(빈도·척도)

계량모형 분석

SPS 지역화 이슈

와 중국의 지역화

관리 정책

∘SPS 지역화 개념과 국제사회

논의 동향

∘식물병해충 지역화관리 정책

∘중국의 지역화 인정 추진사례

문헌 및 인터넷 자료 검색

관련기관 방문조사

통계분석

국내 원예산업의

대응방안

∘상황인식 및 대응방향

∘산업경쟁력, 한·중 간 원예농산

물 교역, SPS 지역화 이슈에 대

한 대응방안

SWOT 분석

문헌 및 인터넷 자료 검색

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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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 체계도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 현황 제2장

1. 분석 시각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업 부문은 생산과 고용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구조와 농업 

성장을 주도하거나 제약하는 부문도 변화한다. 아시아형 농업의 발전패턴에 

따르면 농업생산구조는 재배업 위주의 단일한 생산구조에서 점차 재배업과 

축산업이 공동으로 성장을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농작물 

작부체계는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농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동집

약적 농작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먼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와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제발전법칙이 어떻게 관철되었는지를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여 고찰할 때 흔히 범하게 되는 오

류를 배제하기 위해 중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경제발전

의 일반법칙이 관철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지역별 특성도 도출한다. 결국 

중국의 산업구조 및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패턴이 표준패턴에 부합하는가?

지역 간 변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 이 장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시설원예산업과 친환경원예산업의 발전 현황도 아울러 

파악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원예산업 발전의 현주소를 가늠해볼 것이

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채소류와 과실류의 수급 상황, 특히 국내 수급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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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양념채소와 잠재적 위협 품목인 주요 과실의 

수급 상황을 파악해봄으로써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 과정을 양적인 측면에서

도 고찰하고 변화의 특성을 도출하기로 한다.

2. 원예산업의 위상 변화

2.1. 경제성장과 농업의 위상 변화

중국의 GDP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 

30.2%에서 2012년 10.1%로 감소하였다. <그림 2-1>에서 보는 것처럼 1차 산

업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과 1983년에 각각 2차 산업과 3차 산업보

다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1차 산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생산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중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성장의 일반법칙이 관철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2차 산업의 생산 비중이 3차 산업보다 높

다는 점에서 산업구조 변화의 표준패턴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는 중국

이 개혁개방이전 계획경제를 운용하던 시기에 중공업 우선발전 전략을 실시

하여 2차 산업부문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한 결과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2차 산업의 생산 비중이 정체 상태를 보인 반면 3차 산업의 생산 비중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만간 구조변화의 양상이 표준패턴에 근접할 것으

로 전망된다.

한편 1차 산업이 중국의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8.7%에서 33.6%로 크게 감소했다. 1차 산업은 2010년까지도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2011년에서야 3차 산업의 고용 비중이 

1차 산업보다 높아지는 변환점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용구조와 생산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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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1952∼2012년)

자료: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2012 .

변화간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이다. 중국의 경우 그 시차가 매우 큰 것이 특

징이다. 다만 2011년을 기점으로 3차 산업의 고용 비중이 1차 산업을 능가하

는 고용구조상 변환점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고용구조의 변화 패턴도 

표준패턴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여 판단할 경우 범하게 되는 오류를 피하

기 위해 전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산업구조의 변화 패턴을 

관찰하였다. <그림 2-2>는 1952~2011년 동안의 지역별 산업구조의 변화 패턴

을 관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지역 모두 고용구조의 비

전형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다만, 지역 간 경제 및 농업 성장의 격차로 인해 

지역간에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패턴에는 일정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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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6개 지역별 산업구조 변화 추이(1952∼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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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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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역 중 경제가 가장 발전한 장강중하류지역은 2007년과 2009년에 각

각 고용구조상 변환점이 출현하였다. 중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광동성

이 속해있는 남부연해지역도 2010년에 변환점이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상

품식량 주산지로서 위상이 강화된 동북3성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고용구조

상 농업 부문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 이

후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2010년에는 변환점이 나타났다.

2.2. 원예산업의 위상 변화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2012년 동안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재배업의 비

중은 75.6%에서 52.5%로 감소한 반면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4%에서 

30.4%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농업성장은 재배업이 주도하던 국면에서 이미 

재배업과 축산업이 함께 성장을 이끄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2-3. 중국 농업총생산액의 부문별 구성비 변화(1980∼2012년)

자료: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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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농업지역별 농업총생산액의 부문별 구성비 변화(1980년, 2012년)

농업지역

1980년 2012년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농림어업

서비스

전 국 75.0 18.4 4.7 1.8 52.5 30.4 3.9 9.7 3.5

동북3성 77.8 16.8 4.1 1.3 47.8 39.0 3.4 6.9 2.9

황하중하류 81.0 14.3 3.6 1.2 56.5 30.6 2.1 6.7 4.1

장강중하류 73.4 18.9 5.3 2.5 50.4 26.6 4.3 14.7 4.0

남부연해 72.0 16.1 8.1 3.7 46.4 23.7 7.0 19.5 3.3

서남내륙 72.4 23.4 3.9 0.4 53.6 37.1 4.3 2.7 2.3

서북 청장고원 70.5 26.3 3.0 0.2 61.9 31.2 2.6 0.8 3.4

자료: 國家統計局.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統計年鑒2013 .

<표 2-1>은 1980년과 2012년의 6개 농업지역 간 농업총생산액 구성비 변

화를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지역에서 재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은 동북3성과 황하중하류

지역이다. 장강중하류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축산업의 비중 증가 

추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생산액의 품목별 구성비는 곡물 비중이 감소하고,

원예작물과 축산물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곡물의 

비중은 1995년 31.6%에서 2011년에 17.8%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원예작물 

중 채소류는 1985~2011년 동안 8.0%에서 18.4%, 과실류(견과류 포함)는 같은 

기간 3.3%에서 8.9%로 증가했다. 돼지와 가금류 비중도 동기간 각각 13.6%,

2.7%에서 18.0%, 9.7%로 증가했다. 특히 돼지는 중국의 농업총생산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 되었다(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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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중국 농업총생산액의 품목별 구성비(2011년)

구 분
금액

(억 위안)

비중

(%)

6개 농업지역별 비중(%)

황화

중하류

장강

중하류

동북

3성

남부

연해

서남

내륙

서북

청장

농업총생산액 67,759 100.0 29.3 25.9 11.7 12.0 12.9 8.3

재

배

업

식량

작물

곡물류 12,076 17.8 25.9 29.6 19.4 7.1 10.3 7.7

-밀 2,483 3.7 60.0 24.1 1.0 - 5.3 9.5

-쌀 5,260 7.8 3.5 50.0 17.4 14.7 13.2 1.2

-옥수수 3,764 5.6 36.7 6.7 32.3 2.3 9.8 12.2

두류 929 1.4 13.0 20.2 38.3 4.3 11.6 12.7

-대두 653 1.0 15.0 20.0 43.0 4.1 6.9 10.9

서류 1,349 2.0 20.0 12.9 6.7 16.5 27.2 16.7

원예

작물

채소류 12,438 18.4 33.4 30.4 5.0 12.8 12.5 5.9

과실류 6,036 8.9 38.7 18.9 5.3 17.4 9.9 9.8

-사과 1,104 1.6 74.7 2.0 9.5 - 1.9 11.9

-배 384 0.6 45.2 18.1 8.4 2.9 16.0 9.4

-감귤 768 1.1 3.6 33.9 - 29.8 32.7 -

화훼류 474 0.7 15.9 40.6 4.0 24.7 13.9 0.9

유지

작물

유지류 1,889 2.8 35.0 29.8 6.4 6.8 13.9 8.1

-땅콩 975 1.4 57.4 15.8 8.9 12.7 4.9 0.3

-유채 649 1.0 8.2 51.9 - 0.4 31.5 8.0

특용

작물

면화 1,574 2.3 35.4 26.0 - - 0.1 38.4

한약재 790 1.2 27.6 28.4 6.1 9.0 13.6 15.2

차 기타음료 752 1.1 17.1 46.1 - 21.9 14.8 0.2

-차 744 1.1 17.2 46.4 - 22.1 14.2 -

담배 522 0.8 14.5 16.9 4.6 8.0 55.5 0.4

향신료 115 0.2 30.7 2.1 - 22.3 26.6 18.3

당류 645 1.0 1.0 5.5 1.3 73.4 13.8 5.0

마류 25 - 9.0 27.3 0.8 36.7 21.2 4.9

기타 농작물 2,376 3.5 38.6 23.8 7.7 16.0 6.4 7.4

합 계 41,989 62.0 30.2 26.9 9.8 12.3 11.9 8.9

축

산

업

돼지 12,226 18.0 24.0 30.7 10.3 13.9 18.6 2.5

소 2,299 3.4 36.0 10.0 26.1 3.5 10.7 13.7

양 1,713 2.5 31.1 9.8 11.1 1.7 9.0 37.2

가금류 6,586 9.7 28.2 26.6 16.0 13.5 13.8 1.9

-육가금 3,779 5.6 18.8 25.5 16.3 21.1 16.9 1.4

-조란(鸟卵) 2,803 4.1 40.9 27.9 15.6 3.4 9.6 2.7

유제품 1,250 1.8 39.6 5.5 19.0 1.6 3.6 30.7

수렵 획동물 27 - 12.3 54.5 13.1 16.4 1.9 1.1

기타 1,670 2.5 30.1 17.0 26.7 12.0 6.9 7.3

합 계 25,770 38.0 27.8 24.3 14.7 11.4 14.5 7.4

주: 여기서 농업총생산액은 재배업과 축산업의 생산액을 합한 것임.

자료: 农业部. 中国农业统计资料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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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생산액의 지역별 비중은 품목류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2 먼저 

채소류의 경우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지역의 비중이 높다. 2011년 기준 

두 지역의 채소류 생산액 점유율은 각각 33.4%와 30.4%에 달한다. 다음으로 

과실류는 황하중하류지역의 비중이 38.7%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장강중하

류지역과 남부연해지역이 각각 18.9%와 17.4%를 차지한다. 한편 화훼류는 

장강중하류지역의 비중이 40.6%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남부연해지역 24.7%,

황하중하류지역 15.9%, 서남내륙지역 13.9% 순이다.

3. 원예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동향

3.1. 채소류

3.1.1. 생산 동향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에 중국의 농작물 생산에서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

중은 높지 않았다. 주식인 식량의 증산을 최우선시하는 생산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농가토지도급경영제가 도입되어 농

민들이 작목선택권을 확보함에 따라 식량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 채소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의 소득 증가에 따른 채소류 수요 증

가와 함께 장바구니공정(菜篮子工程), 장바구니시장책임제(菜篮子市长责任

制) 등과 같은 정부 정책도 채소류 생산 증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채소3 재배면적은 1980년 361만 ha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

2 제3장 제1절에서 원예작물 중 채소류 4개 품목과 과실류 4개 품목의 지역분포 

특성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였음.
3 중국 국가통계국이 생산하는 농업관련 통계인 중국농촌통계연감(中国农村统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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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중국의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1980∼2011년)

자료: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 中國農業统计资料2011 .

년 2,031만 ha로 정점에 달했다.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2007년을 기점

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 2,203만 ha(이 중 과채류 239만 

ha)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채소류 재배면적이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4%에서 2011년 12.5%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채소 생산량은 1996~2011년 동안 3억 3,591만 톤에서 7억 6,615만 톤(이 중 

과채류 8,685만 톤)으로 2.3배 증가하였다.

중국은 채소류의 품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품목

별 생산 동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농업부가 발행하는 中國農業年

鑒 은 다행히 2010년부터 주요 채소 품목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통계를 수록

하고 있지만 정보가 제한적이다.

年鉴)과 중국통계연감(中国统计年鉴)은 2002년부터 과과류(瓜果類)를 과일(水

果)에 포함시킨 반면 농업부가 생산하는 농업연감(农业年鉴)과 중국농업통계자

료(中国农业统计资料)는 과과류를 과일에 포함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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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중국의 채소류 품목별 재배면적과 생산량

품 목
재배면적(천 ha) 생산량(만 톤)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비율 비율

엽채류 6,469 6,585 6,751 30.6 22,241 23,193 24,025 31.4

∘배추 2,545 2,452 2,558 11.6 10,587 10,398 10,843 14.2

∘양배추 880 n.a. n.a. n.a. 2,963 n.a n.a n.a.

∘시금치 634 662 675 3.1 1,754 1,854 1,901 2.5

∘셀러리 562 597 641 2.9 2,081 2,215 2,458 3.2

∘청경채 555 587 658 3.0 1,352 1,487 1,647 2.1

과채류 7,160 7,418 7,804 35.4 26,085 27,615 28,948 37.8

∘과채류(瓜菜类) 2,123 2,187 2,222 10.1 7,962 8,442 8,787 11.5

-오이 1,035 1,064 1,112 5.0 4,420 4,687 4,919 6.4

∘과과류(瓜果类) 2,334 2,389 2,389 10.8 8,149 8,536 8,685 11.3

-수박 1,765 1,813 1,803 8.2 6,479 6,818 6,889 9.0

-참외(멜론) 390 393 397 1.8 1,215 1,227 1,279 1.7

-딸기 90 91 96 0.4 221 233 249 0.3

∘가지과채소 2,703 2,842 3,193 14.5 9,974 10,637 11,476 15.0

-가지 737 749 736 3.3 2,589 2,707 2,650 3.5

-토마토 917 957 955 4.3 4,527 4,790 4,920 6.4

-고추(파프리카포함) n.a. n.a. 1,071 4.9 n.a. n.a. 2,397 3.1

근채류 2,590 2,682 2,748 12.5 8,721 9,176 9,421 12.3

∘무 1,201 1,188 1,205 5.5 4,080 4,055 4,127 5.4

∘당근 433 441 450 2.0 1,506 1,586 1,641 2.1

양념채소류(葱蒜类) 1,726 1,758 1,780 8.1 5,432 5,509 5,538 7.2

∘파 546 544 544 2.5 2,075 2,068 2,094 2.7

∘마늘 773 779 788 3.6 1,790 1,804 1,843 2.4

요리용두류(菜用豆类) 1,283 1,304 1,337 6.1 3,162 3,256 3,423 4.5

∘동부 575 598 594 2.7 1,467 1,564 1,564 2.0

∘채두 384 400 445 2.0 959 1,019 1,147 1.5

수생 채소 363 369 387 1.8 1,040 1,077 1,150 1.5

기타 채소 1,157 1,273 1,221 5.5 2,580 3,011 3,208 4.2

∘버섯류 n.a. n.a. n.a. n.a 712 798 902 1.2

합 계 20,748 21,389 22,028 100.0 69,973 73,635 76,615 100.0

자료: 農業部. 中國農業年鑒 2010, 2011, 2012 .

이 통계에 따르면 채소류 중 과채류가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엽채류, 근채류, 양념채소류 순이다. 2011년도 재배

면적 상위 10개 품목은 배추, 수박, 무, 오이, 고추류(파프리카 포함),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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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가지, 시금치, 셀러리로 전체 채소 재배면적의 52.5%(생산량은 55.0%)

를 차지한다. 중국 통계를 대신하여 FAO 통계를 보면 우리의 주요 관심 품

목인 고추, 마늘, 양파, 배추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

다. 특히 배추와 마늘은 채소류 중 재배면적이 1위와 7위를 차지하는 중요 

품목이다.

표 2-4. 중국의 주요 양념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 추이

단위: 천 ha, 만 톤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비교

A/B중국(A) 한국(B)

건고추
재배면적 28 33 35 37 42 43 43 43 1.0

생 산 량 16 18 21 24 26 27 28 8 3.5

마늘

재배면적
347 402 652 774 779

(773)

804

(779)

833

(788)
24 32.8

생 산 량
392 537 1,236 1,654 1,797

(1,790)

1,855

(1,804)

1,922

(1,843)
30 61.4

양파
재배면적 260 387 683 922 976 1,007 1,043 23 45.3

생 산 량 526 850 1,451 1,976 2,193 2,271 2,574 152 16.9

배추
재배면적 n.a. n.a. n.a. n.a. (2,545) (2,452) (2,558) 39 65.6

생 산 량 n.a. n.a. n.a. n.a. (10,587) (10,398) (10,843) 306 35.4

주: 1. FAO 통계이며 마늘과 배추의 2009년 이후 괄호 안 통계는 중국 농업부 통계.

2. 건고추는 Chillies and peppers, dry.

3. 양파는 Onions(inc. shallots), green과 Onions(inc. shallots), dry의 합계.

자료: FAOSTAT(www.fao.org); 農業部. 中國農業年鑒 2010, 2011, 2012 .

3.1.2. 소비 동향

중국의 채소 소비는 신선 채소 소비 위주이다.4 그리고 도농 간, 지역 간,

소득계층 간 차이도 비교적 크다. 도시지역의 주민 1인당 채소 소비량은 

4 孙倩·穆月英(201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경시 소비자들의 채소 소비 비중은 

신선 채소, 건조 채소, 채소가공품이 각각 89%, 8%, 3%로 신선 채소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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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까지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

다. 2000년대 들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농촌지

역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 대폭 감소한 후 완만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

으나 2000년대 들어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1인당 채소 소비량이 감소한 

것은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소비구조가 변화하여 고단백질 식

품의 소비와 외식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편 도시와 농촌

의 주민 1인당 연간 채소 소비량의 격차는 2000년 2.7kg에서 2011년 25.2kg

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표 2-5. 중국의 1인당 연간 채소 소비량 변화

단위: kg/년

구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농촌지역 131.1 134.0 104.6 112.0 102.3 93.3 89.4

도시지역 144.4 138.7 118.6 114.7 118.6 116.1 114.6

주: 과채류를 제외한 신선 채소 소비량임.

자료: 農業部. 中國農業發展報告2012 ; 國家統計局. 中國住戶調查年鑒2011 .

3.2. 과실류

3.2.1. 생산 동향

중국의 과실류 재배면적은 1980년 178만 ha에서 2011년 1,183만 ha로 약 

6.6배 증가하였다.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과실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

은 기간 1.2%에서 6.7%로 크게 증가하였다.5

중국의 과실류는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가운데 작부구조가 크게 변화하였

다. 1980~2011년 동안 사과, 배, 감귤류6, 포도 등 4대 과일의 재배면적 점유

5 중국의 과일 재배면적은 ‘연도말 과수원 면적(年末果園面積)’, 생산량은 ‘과수원 

과일 생산량(園林水果產量)’ 통계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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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중국의 과실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1980∼2011년)

자료: 農業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 中國農業统计资料2011 .

율이 80.9%에서 51.9%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열대 과일을 포함해 다른 과

수 품목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최대 과일인 사과의 재배면적 

점유율이 같은 기간 41.7%에서 18.4%로 대폭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과실류

의 2011년도 품목별 재배면적 비중은 감귤류(19.3%), 사과(18.4%), 배(9.2%),

복숭아(6.1%), 포도(5.1%), 여지(4.7%), 바나나(3.3%) 순이다. 감귤류가 사과를 

제치고 최대 재배 품목이 되었다.

과실류 생산량은 1980년 679만 톤에서 2011년 3,598만 톤으로 5.3배 증가

하였다.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4대 과일의 생산량 점유

율은 재배면적 점유율과는 달리 1980년 68.5%에서 2011년 64.1%로 소폭 감

소하는 데 그쳤다.

6 만다린(柑), 탄제린(橘), 오렌지(橙), 포멜로(柚)를 모두 합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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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중국의 주요 과일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

단위: 천 ha, 천 톤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사과

재배면적 1,633 2,953 2,254 1,890 2,139 2,177

생산량

부사 n.a. n.a. n.a. n.a. 22,894 24,438

국광 n.a. n.a. n.a. n.a. 1,640 1,877

합 계 4,319 14,008 20,431 24,011 33,263 35,985

배
재배면적 481 859 1,015 1,112 1,063 1,086

생 산 량 2,353 4,942 8,412 11,324 15,057 15,795

포도
재배면적 123 153 283 408 552 597

생 산 량 859 1,742 3,282 5,794 8,549 9,068

복숭아
재배면적 n.a. n.a. n.a. 677 719 720

생 산 량 n.a. n.a. n.a. n.a. 10,456 10,983

감
재배면적 n.a. n.a. n.a. n.a. n.a. n.a.

생 산 량 625 969 1,592 2,185 2,876 3,187

감

귤

류

만다린
재배면적 n.a. n.a. n.a. n.a. n.a. n.a.

생 산 량 n.a. n.a. n.a. n.a. 8,280 9,273

탄제린
재배면적 n.a. n.a. n.a. n.a. n.a. n.a.

생 산 량 n.a. n.a. n.a. n.a. 10,112 11,306

오렌지
재배면적 n.a. n.a. n.a. n.a. n.a. n.a.

생 산 량 n.a. n.a. n.a. n.a. 4,892 5,541

포멜로
재배면적 n.a. n.a. n.a. n.a. n.a. n.a.

생 산 량 n.a. n.a. n.a. n.a. 2,826 3,207

합 계
재배면적 1,061 1,214 1,272 1,717 2,211 2,288

생 산 량 4,855 8,225 8,783 15,919 26,453 29,440

과일

전체

재배면적 5,179 8,091 8,932 10,035 11,544 11,831

생 산 량 18,744 42,146 62,251 88,355 128,653 140,833

자료: 農業部編. 新中國農業60年統計資料 ; 农业部. 中國农业统计资料2011 .

품목별로 보면 생산량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사과의 생산량 점유율은 같은 

기간 34.8%에서 25.5%로 감소하였다. 생산량 2위였던 배의 점유율도 21.6%

에서 11.2%로 감소하였다. 반면 감귤류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0.5%에서 

20.9%로 크게 증가하여 배를 제치고 생산량 2위 품목으로 부상하였다. 감귤

류의 품종별 생산량은 2011년 기준 만다린(柑), 탄제린(橘), 오렌지(橙), 포멜

로(柚)가 각각 927만 톤, 1,131만 톤, 554만 톤, 321만 톤으로 탄제린이 전체 

감귤류 생산량의 38.4%를 차지하였다. 2011년 과실류 품목별 생산량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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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25.5%), 감귤류(20.9%), 열대 아열대 과일(11.9%; 바나나 7.4%, 파인애플 

0.8%, 여지 1.3%, 용안 1.02%), 배(11.2%), 복숭아(7.8%), 포도(6.4%), 대추

(3.9%), 감(2.3%), 키위(0.9%) 순이다.

3.2.2. 소비 동향

과일은 소득탄력성이 큰 품목이다.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소득 증

가의 영향으로 1인당 과일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도시지역의 1인당 소비량은 소폭 감소하는 반면 농촌지역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시와 농촌의 주민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 격차는 

2000년 39.2kg에서 2011년 30.7kg으로 감소하였다.

표 2-7. 중국의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 변화

단위: kg/년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농촌지역 5.9 13.0 18.3 17.2 19.6 21.3

도시지역 41.1 45.0 57.5 56.7 54.2 52.0

자료: 農業部. 中國農業發展報告2012 ; 國家統計局. 中國住戶調查年鑒2011 .

4. 시설 및 친환경 원예산업 발전 현황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북부지역의 겨울철 채소공급 부족 현상 해결, 농가

소득 증대, 농업구조 조정 등을 목표로 시설원예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시설원예 면적은 1981년 약 0.72만 ha에서 2010년 약 350

만 ha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시설원예 농산물의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여 

2010년 시설채소 생산량은 약 1.7억 톤에 달하였다. 이는 전체 채소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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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2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시설 유형은 초기에 일광온실(日光温室) 유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2010년 현재 일광온실 면적은 약 80만 ha로 전체 

시설원예 면적의 약 23%를 차지한다.

중국에서 시설원예산업이 가장 발전한 곳은 산동성이다. 산동성의 시설채

소 재배면적은 2008년 약 73만 ha에서 2011년 약 87만 ha로 증가하였으며,

‘12 5 계획’ 기간이 끝나는 2015년 말까지 100만 ha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

립하였다. 이는 산동성 전체 재배면적의 50%에 달한다. 2011년도 산동성 시

설원예산업의 시설 유형을 보면 소형 시설하우스(中小拱圆)가 46.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대형 시설하우스(拱圆大棚)와 일광온실(日光温室)이 각각 

27.7%와 25.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 유형별 

ha당 생산액은 일광온실, 대형 하우스, 중소형 하우스 순으로 일광온실의 단

위면적당 생산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산동성의 시설채소 유형별 주요 재배품목 및 생산액 비교(2010년)

시설유형 주요 재배 품목
ha당 생산액

（만 위안）

비율

(%)

일광온실 고
정
벽

오이, 토마토, 호박, 고추,

가지, 멜론, 여주, 수세미,

수박, 동과(절과), 채두,

동부 등

약 75∼90 20

약 45∼60 50

약 15∼30 30

중대형

하우스

사과, 오이, 토마토, 가지,

고추, 호박, 채두, 멜론,

동부, 셀러리, 대파, 생강

등

약 13∼15 30

약 9 ∼12 50

약 6 ∼ 8 20

소형

하우스

감자, 고추, 토마토, 가지,

수박, 채두, 양배추, 상추,

셀러리, 봄배추, 봄당근,

부추, 콜리플라워, 브로콜

리, 쑥갓, 고수 등

약 10∼12 25

약 8 ∼ 9 55

약 5 ∼ 6 20

자료: 山东省农业科学院蔬菜研究所(2012)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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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2 5 계획’ 기간에 시설원예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전국시설농업발전“12 5”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발전 계획에서는 시설 규모 

확대, 장비수준 제고, 기술혁신, 시설 표준체계 완비, 서비스 수준 제고 등이 

주요 발전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시설원예산업 대국에서 강

국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표 2-9. 중국 녹색식품의 품목류별 구성(2006년, 2010년)

제품 구분

2006년 2010년

수량(개) 비중(%)
수량 생산량

개 비중(%) 만 톤 비중(%)

농

산

물

곡물·곡물가공품 2,855 22.1 3,910 23.3 1,741.5 25.1

채소

-신선채소

-냉장/냉동채소

-채소가공품

1,927

1,687

112

128

15.0

13.1

0.9

1.0

3,123
2,888
82
153

18.6

17.2

0.5

0.9

1,298.1
1,274.1
8.7
15.3

18.7

18.3

0.1

0.2

과실

-신선과일

-건조과일

-과실가공품

1,227

995

91

141

9.5

7.7

0.7

1.1

2,178
1,789
148
241

13.0

10.7

0.9

1.4

1,093.0
1,052.7
17.1
23.2

15.7

15.1

0.2

0.3

두류·두류가공품 282 2.2 309 1.8 138.0 2.0

유지작물 및 그제품 407 3.2 502 3.0 518.4 7.5

버섯 및 그 제품 453 3.5 481 2.9 29.4 0.4

기타(신선및가공품) 335 2.6 386 2.3 236.5 3.4

축산물
신선 축산물 604 4.7 771 4.6 54.1 0.8

축산 가공품 1,052 8.1 717 4.3 133.8 1.9

수산물
신선 수산물 629 4.9 529 3.2 17.7 0.3

수산 가공품 168 1.4 258 1.5 8.7 0.1

음료제품 1,176 9.2 1,437 8.6 259.5 3.7

주류제품 777 6.0 703 4.2 351.3 5.1

기타제품 976 7.5 1,444 8.6 1,071.4 15.4

합 계 12,868 100.0 16,748 100.0 6,951.4 100.0

자료: 中國綠色食品網(http://www.greenfood.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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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고생산성·고효율·고품질·친환경·안전성을 추

구하는 방향으로 농업구조를 조정하여 농업 내부의 소득증대 잠재력을 발굴

한다는 농업구조조정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친환경 고품질 농

산물을 대표하는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친환경농식품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친환경

농식품에서 원예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7 녹색

식품에서 채소·채소가공품과 과실·과실가공품의 위상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상품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각각 15.0%과 9.5%에서 2010

년 18.6%과 13.0%로 증가하였다. 2010년 기준 생산량 점유율은 각각 18.7%

와 15.7%, 수출액(23.1억 달러) 점유율은 각각 26.8%와 9.7%이다.

한편 유기식품에서 채소·채소가공품과 과실·과실가공품의 위상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2010년 기준 상품 수 점유율은 23.2%와 8.7%, 생산량 점유

율은 8.8%와 8.5%, 국내 판매액 점유율은 7.8%와 14.9%, 해외 판매액 점유율

은 18.1%와 13.7%이다.

5. 시사점

한국과 중국의 농업구조는 모두 재배업의 위상이 약화되고 축산업의 위상

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토지가 적고 인구는 많은 아시아 농

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양국의 농업이 동일한 발전 방향성을 지녔다는 

7 2010년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규모는 약 50.7억 원으로 전체 농식품시장의 

5.35% 수준이다. 이 중 녹색식품 시장 규모는 국내 매출액 기준 48.2억 원

(2,823.8억 위안), 유기식품 시장 규모는 국내 매출액 기준 2.48억 원(145.4억 위

안)이다. 한편 한국의 2011년 시장 규모는 3.26조 원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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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2002~2011년 동안 농업생산액 중 재배업의 비중이 한국은 

71.9%에서 63.6%, 중국은 63.8%에서 62.0%로 감소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재배업은 식량산업에 비해 원예산업의 위상이 강화되

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 변화의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재배업 생산액에서 원

예산업(채소 및 과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40.5%에서 2011년 49.5%로 

증가한 반면 식량산업의 비중은 45.3%에서 34.6%로 감소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재배업 생산액에서 원예산업의 비중이 40.6%에서 44.0%로 증가한 반면 

식량산업의 비중은 37.7%에서 34.1%로 감소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농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원예산업의 위상이 강화되었지

만 양국의 원예산업 규모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양국 간 원예산업 규모

의 차이는 교역 과정에 반영되어 중국의 원예농산물은 한국산에 비해 비교

우위가 매우 강하다. 또한 중국은 시설원예 및 친환경 원예산업도 빠르게 발

전하는 추세이다.

결국 양국 간 농업구조의 변화 양상은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서 원예농산

물의 경쟁관계가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앞

으로 한 중 간 원예농산물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국내 원예농산

물이 중국산과 경쟁하고 국내 원예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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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시각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원예산업 정책은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정책 틀을 갖추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체계적으로 추진된 것

이 아니다. 시장경제 도입과 진전 과정에서 원예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중국 원예산업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바구니공정(菜篮子工

程)8도 1980년대 중반 이후 곡물을 제외한 채소, 과일, 육류 등 부식물의 공

급 부족 상황에 직면하여 부식류의 생산 증대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이었

다. 장바구니공정은 1990년대 중반부터는 생산 증대를 위한 생산기지 건설

과 함께 당면 문제인 유통체계 건설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고, 2000년대 들

어서는 품질과 안전성 제고가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농업 성장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시한 농업 관련 대

책들 가운데 원예농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소비, 수출과 관련된 조치들을 

분리하여 종합하면 이것이 곧 중국 원예산업의 정책 대강이라고 할 수 있다.

8 대도시의 부식물(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 공급안정 대책으로서 1988년에 

시작하였으며 시기별로 당면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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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중국 원예산업 정책의 전개 과

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9 이 장에서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5년 주기의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

여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의 원예산업 정책을 파악하는데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12 5 계획' 기간에 추진할 원예산업 전반의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 문건은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12 5 계획'과 관련하여 농

업분야에서 발표된 다수의 문건에 나타난 원예농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소

비(품질 및 안전성), 수출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특

히 ‘12 5 계획' 기간을 포함한 10년 동안의 채소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과 목

표, 추진 과제를 제시한 전국채소산업발전계획(2011~2020년)의 내용은 비교

적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아울러 산동성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예농산물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12 5 계획' 기간 동안 산동성이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채소산업과 과수산업의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파악하기로 한다.

2. ‘12 5 계획’ 기간 주요 원예산업 정책10

2.1. 생산관련 주요 정책

9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어명근 등(2007)의 제2장 중국의 원예산업 정책 개요

를 참조할 수 있음.
10 위탁원고 “중국의 ‘12 5’ 계획 기간 원예산업 정책”(이상훈)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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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전국현대농업발전계획(2011~2015년)

국무원이 2012년 발표한 전국현대농업발전계획《全国现代农业发展规劃

(2011~2015年)》은 원예산업과 관련하여 중점 추진 업무로 장바구니(菜籃子)

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국가급 현대농업시범구 건설을 제시하였다. 장바구니 

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관련해서 채소·과일 등의 품목별 비교우위 생산지역 

건설 강화, 중대규모 도시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농산물 생산기지

의 규모 확대, 겨울철 중국 북부지역에 남부지역에서 생산된 채소를 공급하

기 위한 남채북운(南菜北運) 생산기지 건설 그리고 사과·감귤 등 우수 원예

농산물의 생산 증대를 강조하였다.

국가급 현대농업시범구 건설과 관련해서는 2015년까지 300개의 고표준·다

수확 현대농업시범구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농업경영의 전문화·표

준화·규모화·집약화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범구가 지역의 농업 

발전 견인, 기술 전파, 인력 육성 등을 통해 주변 지역의 농업현대화에 기여

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 계획은 각 지역의 자연자원 조건과 경제사회 발전 수준 및 농업 발전의 

초기 조건 등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개 농업지역과 23개 농산물 

생산벨트(七區二十三帶)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중점추진지역,

우선실현지역, 안정발전지역 등 세 종류의 지역 건설에 주력하여 전국적으

로 농업현대화를 선도할 것을 강조하였다(표 3-1 참고). 또한 변화된 여건에 

맞게 새로운 장바구니공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원예농산물 생산표준원 

건설, 국가급 중점 대형도매시장 건설, 산지도매시장 건설 및 우수품질 농산

물의 물류배송센터 건설을 유도하고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도 발전을 촉진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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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역 분포 및 특징 주요 내용

중

점

추

진

지

역

￭동북(東北)평원·황회해

(黃淮海)평원·장강(長

江)유역·분위(汾渭 )평

원·하투(河套)관개지역·

화남(華南) 감숙신강(甘

肅新疆) 등 ‘7구 23대’

의 주요 지역 포함

￭지세 평탄, 수자원과 토

지자원 비교적 풍부

￭선진 농업기술 보유, 농

업생산 조건 양호

￭식량, 면화, 유지작물,

식용 당, 채소, 과일, 가

금류 등 농축산물의 주

산지로서 주요 농산물의

공급보장 기능 담당

식량

생산

핵심

지역

∙《전국 5천만 톤 식량생산 능력 건설계

획》에서 확정한 24개 성(시) 800개 대

규모 식량생산 현(縣)

∙밀·옥수수·벼의 비교우위지역 생산벨트

건설에 중점을 두고 식량의 안정적 증

산 강화

∙식량의 심층가공 및 저장·물류업을 발전

시키고, 식량 저장 및 운송시설 완비

기타

주요

농산물

비교

우위

생산

지역

∙《전국농산물비교우위지역 배치계획》에서
확정한 면화·유채·사과·감귤 등 12개 품

목의 비교우위 생산지역

∙비교우위지역 생산벨트 건설에 중점을

두고 규모화·표준화 생산, 산업화 경영,

브랜드화 촉진

우

선

실

현

지

역

￭환발해(環渤海)·장강(長

江)삼각주·주강(珠江)삼

각주지역·해협서안경제

구(海峽西岸經濟區) 등

경제발전 지역

-연해지역 이외의 직할

시, 성 수도 등 대도시

교외지역과 농간계통 지

역 포함

￭자본, 기술 등 현대적

생산요소의 투입비율이

높고, 농업의 집약화 규

모화 수준이 높으며 다

기능 농업이 발전한 지

역

동부

연해

선진

농업

지역

∙발해만·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지역과 해

협서안경제구 등 경제발전 지역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을 발전시키고, 경

지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지

∙고효율·고품질·외향형·생태관광 농업 발

전 가속화

∙기업화·집단화 발전모델 모색, 표준화

생산과 집약화 경영 대대적으로 추진

대도시

교외

다기능

농업

지역

∙연해지역 이외의 직할시, 성 수도 등 대

도시 교외지역

∙장바구니공정을 총괄 추진하고, 대도시

교외지역 장바구니농산물 생산 용지 보

유량을 합리적으로 확정

∙채소·과일·화훼 등 고효율 원예산업 및

축산업의 발전 촉진

∙대도시의 장바구니 농산물 자급률 제고

개간

농지

규모화

농업

지역

∙신강(新疆)생산건설병단과 흑룡강(黑龍

江), 광동(廣東) 등 19개 대규모 개간농

지 계통 지역

∙규모의 우위 지속 발휘

∙기계화·표준화·브랜드화·산업화 발전 전

면 추진, 농지 기초시설 확충 및 농업현

대화 가속화

표 3-1. 농업 중점지역 건설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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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역 분포 및 특징 주요 내용

안

정

발

전

지

역

￭주로 초원생태경제구역

-북부가뭄·반가뭄 초원지

역, 청장고원(青藏高原)

초원지역

-내몽고(內蒙古)·사천(四

川)·서장(西藏)·감숙(甘

肅)·청해(青海)·신강(新

疆) 등 13개 성 포함

∙생산과 생태의 유기적 결합 및 생태환경 우선의

기본 방침을 확고히 수립

∙초원생태환경 보호와 건설을 강화하고, 퇴목환초

(退牧還草)와 유목민정착사업 안정적 추진

∙절수관개 목초지를 중점으로 목초지역 수리건설

을 강화

자료: 《全国现代农业发展规劃(2011~2015年)》.

2.1.2. 전국농업·농촌경제발전제12차5개년계획

농업부에서는 농업현대화를 추진하고 농업발전 방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

해 2011년 《전국농업·농촌경제발전제12차5개년계획(全国农业和农村经济发

展第十二個五年規劃)》을 발표한 바 있다. 본 계획은 농지면적의 안정화, 경

지 이용구조의 최적화, 주산지 건설, 단수 증가를 통해 식량 생산 능력을 제

고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농업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계

획에 따라 원예산업과 관련하여 채소 주산지 건설을 강화하고 대도시 교외 

지역의 채소 재배면적을 안정시켜 원예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과일·

차·화훼 등 우수 원예농산물의 규모화·표준화 생산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

을 제시하였다.

본 계획은 장바구니 농산물의 공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바구니 농산

물의 계절적·구조적·지역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안전에 관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장바구니공정의 실시를 명시하였다. 또한 장바

구니 농산물 주산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비교우위 

생산지역에서 국가급 중점 대형도매시장과 지역성 산지도매시장을 건설 또

는 개조하고,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적정 규모의 경영주체를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전업농가, 가정농

장(家庭农场), 농민전업합작사, 농업산업화 선도기업 등 신형 경영주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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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일촌일품·강촌부민(一村一品强村富民)’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금과 기술, 인재 등 우수 자원의 통합을 촉진하여 규모 우위와 산업적 특

색이 뚜렷한 전업농가(專業農家)와 전업촌(專業村)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표준·고수준의 국가급 현대농업시범지구를 설립하여 집약화 수준

을 제고할 방침이다.

2.1.3. 전국농산물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2008~2015년)

농업부는 2008년 농산물의 지역배치 구조를 최적화하고 농산물의 품질·수

익성·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농산물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全国優勢

农产品区域布局規劃(2008-2015年)》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2015년까지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고수확·고품질·고수익·친환경·안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생

산 중점 현(縣)을 육성하여 생산의 지역배치를 최적화하고 영향력이 있는 산

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본 계획은 대상 품목의 비교우위 생산지역을 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다. 1차 계획(2003~2007년)에서 선정한 품목보다 2개 품목이 추가 지정되어 

총 16개 품목이 비교우위 농산물로 선정되었다.11 비교우위 지역의 경우 1차 

계획의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조정하였는데, ‘대안정(大穩定)·소조정(小

調整), 상대적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비교우위 지역을 현(縣) 단위까지 세

분하여 확정하였다. 아래의 <표 3-2>에서는 원예작물과 관련이 있는 품목인 

사과와 감귤에 대해 지역배치와 발전방향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11 본 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 선정했던 품목에 기초하여 16개 품목을 최종 선

정하였음. 쌀, 밀, 옥수수, 대두, 면화, 유채, 사탕수수, 사과, 감귤, 돼지, 젖소 

등 12개 품목은 1차 계획과 동일하며 1차 계획에서 하나로 묶여있던 소와 양

을 각각 구분하였고 감자와 천연고무 등 2개 품목이 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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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사과와 감귤의 지역배치와 발전 목표

사과 배

지역
배치

∙발해만(渤海湾)지역: 산동성, 요녕성, 하
북성 3개 성의 53개 현을 포함하며 신선
사과 생산 증대에 주력
∙황토고원지역: 섬서성, 감숙성, 산서성,

하남성 4개 성의 69개 현을 포함하며 신
선사과 생산 증대와 함께 가공겸용 품
종의 생산 증대에 주력

∙장강 중상류지역: 호북성 자귀(秭歸) 서
부, 사천성 의빈(宜賓) 동부, 중경시의 
삼협댐 지역을 중심으로 38개 중점 현
을 포함; 신선 감귤과 가공 겸용 감귤,

오렌지주스 원료용 감귤, 조생·만생 감
귤 생산에 주력
∙강서성 남부-호남성 남부-광서장족자치
구 북부지역: 강서성 감주(竷州), 호남성 
침주(郴州), 영주(永州), 소양(邵陽) 지
역, 광서장족자치구의 계림, 하주(賀州)

지역 44개 중점 현을 포함; 신선 오렌지 
생산에 주력
∙절강성-복건성-광동성 지역: 동남연해 
지역으로 50개 중점 현을 포함; 껍질이 
두꺼운 감귤, 포멜로, 잡교 감귤류 생산
에 주력
∙호북성 서부-호남성 서부지역: 24개 중
점 현을 포함; 조생종과 극조생종 위주
∙특색 감귤 생산지역: 남풍(南豊) 밀감 
기지, 영남(岭南) 만생종 기지, 운남성 
극조생 기지, 단강(丹江)댐 지역 북원(北

緣) 기지, 운남성과 사천성의 레몬기지
로 20개 중점 현을 포함

발전
방향

∙사과 수출 및 2차 가공을 촉진하고 재배
면적 안정, 단수 증대, 우수품질 재배 확
대, 저장·가공 능력 및 시장개척 능력 
강화

∙감귤산업 구조, 품종 구조 등을 최적화
하고 현대적인 감귤 생산에 부합하도록 
일체화된 생산기술체계 구축
∙신선감귤 상품화율 제고, 저장능력 강
화, 2차 가공제품 개발
∙브랜드화 촉진, 규모화 경영 촉진, 협동
경영조직 발전, 산업화 경영 발전, 농산
업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체계 발전 

발전
목표

∙2015년까지 비교우위지역의 재배면적 
134만 ha, 생산량 2,800만 톤 이상(비교
우위지역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점유율 
모두 82% 이상)

∙ha당 평균 수확량 20.9톤 이상
∙비교우위지역의 수확 후 가공처리 능력 
생산량의 40% 이상, 신선사과와 사과즙 
수출액 비중 각각 70%, 99% 이상

∙2015년 까지 3~5개의 세계적 지명도를 
가진 주산지를 육성하고 8~10종의 국제
경쟁력을 지닌 품종과 브랜드 육성
∙비교우위지역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각
각 70%(141만 ha), 80%(2,430만 톤) 이상 
유지, ha당 평균 수확량 14.9톤 이상
∙신선 감귤 수출 140만 톤 이상, 가공 캔
류 생산 70만 톤 이상

자료: 《全国優勢农产品区域布局規劃(2008-201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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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전국재배업발전제12차5개년계획(2011~2015년)

농업부는 2011년 《전국재배업발전제12차5개년계획全国种植业发展第十二

個五年規劃(2011～2015年)》을 발표하고 식량안전 보장, 주요 농산물의 공급 

보장, 농산물 품질안전수준 제고,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달성 목표로 제시하

였다. 특히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15년까지 재배면적은 1,876만 ha

이상 유지하고, 생산량은 6억 5,000만 톤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

하였다.

본 계획은 공업 원료와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을 ‘12 5 계획’ 기간의 주요 임무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신품종 

및 신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단수를 늘리며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 및 시장경

쟁력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비교우위 생산지역 배치계획에 따

라 공업 원료 및 원예작물 산업벨트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채소 등 원예작물의 생산은 재배면적 확대보다는 단수 증대 및 품질 향상

을 우선시하도록 하였다. 과일은 2015년까지 재배면적은 1,139만 ha, 생산량

은 1억 5,000만 톤 이상이 되도록 하고, 생력화, 품질제고, 수확 후 상품화,

저장운송, 신선도 유지와 관련된 핵심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하도록 하

였다.

이외에도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가뭄과 홍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

천후 농지를 조성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고표

준농경지건설종합계획》을 제정하고, 원예농산물의 표준화 생산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채소, 과일, 차의 비교우위 생산지역에서 농민전업

합작사 및 선도기업을 선정해 채소, 감귤, 사과, 배 등의 표준화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집약적 공장육묘, 표준화 생산, 상품화 처리 등과 관련된 인프라를 

확충하여 원예농산물 생산의 표준화·집약화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또

한 전국적으로 채소, 과일, 차 등 원예작물 표준원을 설립하고 기술과 역량

을 집중시켜 친환경 재배기술과 저독성의 농약 사용을 크게 확대해 갈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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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신규 장바구니(菜籃子)공정의 통합추진에 관한 의견

중국은 1988년부터 실시된 장바구니공정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신규 장바구니공정의 통합추진에 관한 의견(关于统筹推进新一轮‘菜

篮子’工程建设的意见)》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장바구니공정에서는 장바구니 

농산물의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품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장바구니공정에서는 육류, 낙농제품, 채소, 과일 등 장바구니 농산

물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2015년까지 비교우위 생산지역을 합리적으로 배치

하여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품종을 더욱 다양화하고 계절 간 수급균

형도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장바구니 농산물의 생산 증대를 위해서 시설원예농산물 생산기지를 구축

하는 한편 공장형 육묘장이나 우수 품종의 선발·육성장, 유전자원 종자보호

센터를 주산지에 설립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원예농산물 생

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중대규모 도시의 교외지역이나 원예농산물 생산에

서 비교우위가 있는 주산지에 시설 설비를 지원하여 집약화된 장바구니 농

산물 생산기지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채소, 과일, 차 등 10대 농산

물을 선정하여 공장화 육묘, 집약화, 생산표준화, 상품화 처리 및 병충해 예

방, 품질 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원예농산물의 표준화 생산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2.1.6. 전국채소산업발전계획(2011~2020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농업부는 2012년 채소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전국채소산업발전계획全国蔬菜产业发展规劃(2011~2020年)》을 발표하였다.

본 계획은 시장 공급물량 확대 및 시장가격 안정, 채소산업구조 조정, 채소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채소 유통시스템 개선, 농민소득 증대 기여도 제고 등 

5가지의 중장기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표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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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중국의 중장기 채소산업 발전 목표

목표 주요 내용

1) 시장 공급 물량 확대

시장 가격 안정

▪재배면적 안정적 유지
- ’10 1,540만 ha → ’20 1,570만 ha
▪생산량 증대
- ’10 49,620만 톤 → ’20 58,950만 톤
▪단수증가율 매년 1%포인트 이상
(’15년 34톤/ha, ’20년 37톤/ha)
▪수확 후 손실 감소율 매년 1%포인트 이상

2) 채소산업 구조조정

▪품종구조: 수요가 증가하는 엽채류 재배 확대
▪생산지역구조: 운송 반경을 고려한 생산지역 배치
조정

▪출하구조: 비수기의 채소 공급 확대

3)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채소 상품화율: ’15 50%, ’20 60% 목표

4) 채소 유통시스템 개선

▪각종 도소매시장의 기능 강화를 통해 생산과 소비
의 연계 강화

▪주산지와 주소비지를 거점으로 한 효율적 유통체
계 구축

▪고효율, 저비용, 저손실의 현대적인 채소유통 시스
템 구축

5) 소득증대 기여도 제고
▪채소재배를 통한 농민1인당 연평균 소득 기여액:
’15 1,000위안, ’20 1,300위안) *’11 농민1인당 연
평균 소득 6,977위안

자료: 《全国蔬菜产业发展规劃(2011~2020年)》.

본 계획은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특히 채소의 주년 생산 및 균

형 공급을 위해 채소 생산지역을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제시하였다. 자연지

리, 기후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6대 채소 생산 비

교우위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6개 지역에 580개의 채소산업 중점 현(시/

구)을 육성하여 전국적으로 채소의 수급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표 3-4 참

조). 한편 직할시, 성 수도, 중앙정부 직속 중점개발도시(計劃單列市) 등이 포

함된 전국 36개 대도시에서는 채소 자급률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였

다. 이를 위해 입지·기술·시장 비교우위를 최대한 발휘하여 시설재배를 적극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엽채류 및 지역 

특색이 강한 채소의 생산에 중점을 두고 연간 안정적인 시장 출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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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중국의 6대 채소생산 비교우위지역

지역 발전 목표

화남 서남지역

(겨울 봄채소)

▪7개 성 자치구(해남성, 광동성, 광서자치구, 복건성, 운남성 남

부, 귀주성 남부, 사천성 서부)의 94개 현

▪발전목표: 채소 생산량 ’15 2,500만 톤 → ’20 2,600만 톤, 지역

외 반출량 ’15 1,500만 톤 → ’20 1,600만 톤

▪목표시장: 동북, 서북, 화북 등 “삼북(三北)”지역, 장강유역 및

홍콩 마카오 등

▪주요 작물: 동부, 꼬투리콩, 여주, 멜론, 토마토, 고추, 가지 등

▪출하시기: 화남지역 12월∼익년 3월, 서남지역 1∼4월

장강유역

(겨울 봄채소)

▪9개 성 직할시(사천성, 중경시,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절강성,

상해시, 강소성 중남부, 안휘성 남부)의 149개 현

▪발전목표: 채소 생산량 ’15 5,400만 톤 → ’20 5,600만 톤, 지역

외 반출량 ’15 2,700만 톤 → ’20 2,800만 톤

▪목표시장: 동북, 서북, 화북 등 “삼북(三北)”지역, 주강삼각주

및 홍콩 마카오 등

▪주요작물: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상추, 셀러리, 겨자, 배추, 무, 마늘 등

▪출하시기: 화남지역 11월∼익년 4월

황토고원

(여름 가을채소)

▪섬서성, 감숙성, 영하자치구, 청해성, 서장자치구, 산서성, 하북

성 북부의 54개 현

▪발전목표: 채소 생산량 ’15 2,000만 톤 → ’20 2,100만 톤, 지역

외 반출량 ’15 1,200만 톤 → ’20 1,300만 톤

▪목표시장: 화북, 장강 하류, 화남 및 홍콩 마카오 등

▪주요 작물: 양파, 무, 당근, 양배추, 배추, 셀러리, 상추 등

▪출하시기: 7∼9월

운남 귀주고원

(여름 가을채소)

▪운남성, 귀주성, 호북성 서부, 호남성 서부, 중경시 동남부 및

동북부의 38개 현

▪발전목표: 채소 생산량 ’15 1,000만 톤 → ’20 1,100만 톤, 지역

외 반출량 ’15 600만 톤 → ’20 650만 톤

▪목표시장: 화남, 장강 하류, 화북 및 홍콩 마카오 등

▪주요 작물: 무, 배추, 양배추, 당근, 셀러리, 브로컬리, 상추, 고

추, 토마토, 멜론 등

▪출하시기: 7∼9월

북부고원지역

(여름 가을채소)

▪길림성, 흑룡강성, 내몽고자치구, 신강자치구 신강건설병단의 41개 현

▪발전목표: 채소 생산량 ’15 1,800만 톤 → ’20 1,900만 톤, 지역

외 반출량 ’15 1,000만 톤 → ’20 1,100만 톤

▪목표시장: 북경, 천진, 장강중하류 둥

▪주요 작물: 토마토, 고추, 오이, 강낭콩, 배추, 양파 등

▪출하시기: 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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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 목표

황회해 환발해

시설채소지역

▪요녕성,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동성, 하남성, 안휘성 중북

부, 강소성 북부의 204개 현

▪발전목표: 채소 생산량 ’15 15,300만 톤 → ’20 16,300만 톤,

지역 외 반출량 ’15 10,700만 톤 → ’20 11,600만 톤

▪목표시장: 현지 시장 외 장강 유역, 북부 연안지역 등

▪주요 작물: 토마토, 오이, 고추, 가지, 강낭콩, 쥬키니호박, 멜론,

양배추, 셀러리, 아스파라거스, 부추, 버섯 등

▪출하시기: 일광온실 재배 작물 10월∼익년 6월, 비닐하우스 재

배 작물 1∼3월, 4∼6월 및 9∼11월

표 3-4. 중국의 6대 채소생산 비교우위지역(계속)

자료: 《全国蔬菜产业发展规劃(2011~2020年)》.

그림 3-1. 중국의 6대 채소생산 비교우위지역 배치도

자료: 전형진 편저(2012c). p.395. <별첨 그림 2> 인용.

본 계획은 채소의 생산, 유통, 품질안전 등 분야별 정책목표도 제시하였다.

이 중 채소 생산 증대와 관련하여 우량품종 개발 및 재배 확대, 대규모 육묘

장 건설, 밭 생산기반 정비, 수확 후 저장·가공시설 확충, 생산기술 보급체계 

강화, 채소 생산 모니터링 및 정보 분산체계 구축, 자원순환형 생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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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채소 생산 전문협동조합 육성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표 

3-5 참조).

표 3-5. 채소생산 증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중점 추진사업 주요 내용

우량품종 재배 및

기술혁신 가속화

∙우량품종의 선별 재배 강화: 종자개발에 역점을 두고 육종방

법을 개선시키는 한편, 품질이 우수하고, 각종 병해충에 강하

며, 생산성이 높고, 내성이 강한 채소 우량품종 육성

∙비교우위가 있는 품종 개량을 통해 일부 수입 품종 대체

∙시설재배에 적합하고 저온에 대한 내성이 강하며 품질이 우수

한 품종(오이, 토마토, 고추, 가지, 멜론 등), 다양한 계절에

걸쳐 노지재배가 가능한 품종(배추, 무, 양배추, 시금치 등),

수출 및 가공에 적합한 토마토(당근, 양파 등), 다양한 시장과

음식문화에 적합한 품종(겨자, 연근, 버섯 등) 육성에 주력

채소 집중육묘장

건설 가속화

∙2020년까지 채소 생산 비교우위지역 및 대도시 근교에서 채

소 집중육묘 시범장 구축 및 관련 설비조건 개선

∙채소 육묘의 전문화, 상품화, 산업화 발전 도모

기초설비조건의

개선

∙수리시설 및 일광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채소

재배지 기초시설 확충

∙도로, 전력 등의 설비 개선, 바이오농약 및 유기질비료의 사용 확대

∙노지채소산업 중점 현의 채소 생산조건 개선

상품화 처리 설비

구축

∙수확 후 예냉 등 채소 상품화 처리 설비에 대한 지원 강화

∙채소 상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손실률 절감

∙외부 지역으로의 판매량이 많은 대규모 생산기지 및 대도시

근교 지역의 경우 채소 재배면적과 상품 수요에 상응하는 예

냉설비, 상품 분류 및 등급화를 위한 작업장, 대형 저장고를

비롯한 세척, 등급 분류, 포장 등을 위한 설비 지원 확충

기술보급

시스템의 확충

∙기술보급을 위한 경비 지원 확대, 기술보급 인력의 자질 향상

으로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실용 기술의 현실화 수준 제고

∙채소생산 비교우위지역 및 대도시 근교 중점 현에서 생산기술 보

급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 규모의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

고 전문기술 인력을 배치하여 기술의 확산 및 보급 수준 제고

∙ 채소 재배지에 기후 및 수확물의 품질 체크 등을 위한 각종

간이 설비 확충

정보 모니터링

및 보급 시스템

∙채소생산 관련 정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정보 분산

- 정부의 조절·예측 기능 강화로 생산주체의 대응역량 제고

자료: 《全国蔬菜产业发展规劃(2011~202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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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공 및 유통 관련 정책

2.2.1. 농산물가공업발전12 5발전계획

농업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농산물가공업의 발전 목표를 제시한 

《농산물가공업발전‘12 5’발전계획(农产品加工业‘十二五’發展規劃)》을 제정

하여 발표하였다. 본 계획은 2015년까지 농산물가공업의 생산액이 18조 위

안(연평균 11% 성장)을 달성하고, 농산물가공업 생산액과 농림어업 생산액 

비율이 2.2:1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집중도 제고를 위해 2015년까지 연매출액 100억 

위안 이상의 대형기업 비중이 약 30%가 되도록 하며, 《전국농산물비교우위

배치계획(2008~2015년)》에 근거해 비교우위지역에 생산액 100억 위안 이상

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비교우위지역의 식량·식용유 가공업, 과일·채소 

가공업, 육류 가공업, 유제품 가공업, 수산물 가공업의 생산액이 각각 전국 

생산액의 85%, 70%, 50%, 80%, 80%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

물 가공 수준을 향상시켜 2015년까지 주요 농산물의 가공률이 65%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중 식량, 과일, 채소, 육류, 수산물의 가공률은 각각 

80%, 20%, 10%, 20%, 40%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농산물의 심층

가공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본 계획은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지 단순가공 확대, 농산물가공 선도기업 육성, 농산물 가공산

업 클러스터 건설 강화, 기술개발·혁신 능력 제고, 농산물 가공원료 전문 생

산기지 건설 확대, 농산물가공 표준화체계 구축, 농산물 가공업 관련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라는 7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지역 및 산업의 

입지 조건과 자원 조건, 발전 수준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지역 및 산업에 대한 배치를 시행함으로써 중점 지역의 핵심문제 해결과 중

점 산업의 발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표 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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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농산물 가공업 발전을 위한 중점 지역 및 중점 산업

중점지역 주요 내용

식량생산

핵심지역

∙식량 생산지 단순가공·정밀가공·창고저장 물류업을 적극 발전시키

고, 현대적인 국가급 식량 및 사료·공업용 가공기지 건설

∙황회해·서북지역 및 장강중하류지역 우수 밀 가공산업지대, 동북·황

회해지역 옥수수·대두 가공기지, 동북·남방지역 벼 가공산업지대, 동

북·화북·서북·서남지역 감자 가공산업지대, 중원·서남지역 고구마 가

공산업지대, 서북·서남·화북지역 잡곡 가공지대 조성 강화

경제작물

우수생산지역

∙수확 후 가공처리 기술 및 설비 개선, 면화·감귤·사과 등 경제작물

의 가공업 발전 촉진

∙서북·중원지역 면화 가공산업지대, 장강유역 우수 유채종자 가공산

업지대, 광서남부·운남서남부·광동서부·해남북부지역 사탕수수 가공

산업지대, 중남·서남지역 감귤 가공산업지대, 환발해만·서북황토고원

지역 사과 가공산업지대, 화남지역 열대과일 가공산업지대, 기타 우

수 경제작물 가공기지 조성 추진

축산·양식

전문생산단지

∙육류·유제품·수산물 가공업 발전 촉진

∙화북·중남·서남지역 돼지고기 가공산업지대, 중원·서북·동북지역 소·

양고기 가공산업지대, 동북·화북·서북지역 유제품 가공산업지대, 연

해·환발해만·장강유역 수산물 가공산업지대 형성 추진

연해

발전지역

∙수출지향형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해외시장 개척

∙주삼각·장삼각·환발해·해협서안(海峽西岸)지역에 농산물 정밀가공기

지, 수산물·난제품·누에·차 가공기지 건설

중대 도시

교외지역

∙과일·채소, 축산물의 등급별 포장 등 수확 후 상품화 처리 및 물류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농산물 등급별 상품화율 제고

∙중대 규모 도시 교외지역에 과일·채소 저장·보관 기지, 과즙캔 가공

기지, 쌀·밀가루 주식품가공 생산기지, 유제품 가공기지, 차 심층가

공기지, 양봉제품 가공기지 조성

농지개간

주요 농산물

생산지역

∙식량, 면화, 천연고무, 식용 당, 유제품의 가공업의 경쟁력 제고

∙서북지역 유제품·사탕무 가공기지, 화남지역 사탕수수·천연고무 가

공기지 및 벼 가공기지, 동북지역 벼·대두·옥수수 가공기지 건설

초원

생태구역

∙무공해 축산물 가공업의 발전을 통해 농·목축민 소득 증대

∙서북·서남지역 소고기·양고기·유제품·모피·캐시미어 가공기지 건설

자료: 《农产品加工业‘十二五’發展規劃》.

2.2.2. 전국현대농업발전계획(2011~2015년)

국무원이 제정하여 발표한 본 계획은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의 발전을 중

점 추진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농산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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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위생산지역에 가공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농산물가공업이 재배업

과 축산업 비교우위지역과 도시 교외지역에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농산

물 수확 후 저장·보관 등 초기 가공기술과 장비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포함하

고 있다. 이외에도 생산액이 100억 위안을 초과하는 대형 가공·유통기업을 

육성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의 업그레이드 개조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비교우

위 생산지역에 현대화된 신선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지원하고 냉장유통 및 

신선농산물 배송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농가-유통업체 간 직접 연

계(農超對接)’를 추진하고 신선농산물 운송을 위한 녹색통로(綠色通道) 정책

을 적극 시행하여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2.2.3. 전국농업 농촌경제발전제12차5개년계획

본 계획에서는 농산물가공업의 발전을 위해 농산물 가공 능력 향상과 농

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농산물가공업의 지역적 분포를 최적화하고, 농산물 

가공업과 농업생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지가공을 대대적으

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장·신선보관·등급분류·포장의 

선진기술을 널리 보급하여 농산물의 품질보장과 손실감소 및 효율증대를 촉

진하는 한편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공기술의 연구체계를 개선하여 

농산물 가공기술의 혁신·응용능력과 심층가공 수준을 향상시키며, 생산액이 

100억 위안을 넘는 대형기업을 육성하여 생산·가공·유통의 통합화를 촉진한

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선농산물 도매시장을 육성하고 현대적인 

유통방식과 새로운 경영방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농민전업합작사의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장창고·냉장창고·초기가공 등의 시설 및 설

비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업구조의 최적화를 위해 농산물가공

업을 발전시키되 재배업과 축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지역과 도시근교 및 

소도시에 가공업이 집중되도록 유도하여 산업내 분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

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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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농산물가공업 발전의 핵심을 농산물 가공 능력의 제고와 농민소득 

증대에 두고 산지에서의 가공업 발전에 주력하고 산업집적을 촉진하여 생산

액이 100억 위안을 넘는 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농산물 심층가

공을 발전시키기 위해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생산액이 100억 위안을 넘는 대

형 가공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2.2.4. 신규 ‘장바구니(菜籃子) 공정의 통합추진에 관한 의견

새롭게 추진할 장바구니공정에서는 장바구니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현

대적 물류체계와 정보화에 초점을 둔 시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산지 도매시장 건설 및 개조, 소비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및 자

유무역시장 개조, 산지와 소비지 연계기능 강화, 정보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계획에 따라 산지 도매시장을 신설 및 개조하여 장바구니 농산

물 생산기지의 규모화를 촉진한다. 도매시장의 입지, 도로, 교역부스, 수도·

전기 등 기초시설을 개선하고 품질검사 체계를 갖추며 냉장설비, 신선보관

창고 및 유통가공 설비를 구비하여 가공 후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둘째, 중·대 규모 도시의 소비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자유무역시장(農貿

市場)에 대해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설비를 비롯해 품질안전검사, 냉

장보관, 가공배송 및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셋째, 산지와 소비지 연계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대 규모 도시는 

소비지의 수요에 대응한 장바구니 농산물 판매보장체계를 확립하고, 비교우

위를 갖춘 산지는 전국적 또는 국지적인 서비스를 위한 규모화된 생산기지

를 조성하여 도시지역과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농산물시장은 농산물 

유통 또는 생산기업과 연계를 맺거나 농산물 생산기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대형마트나 농산물 유통기업이 직접 농민전업합작

사(農民專業合作社; 우리의 전문협동조합에 해당함)와 연계하여 농산물 직판

기지를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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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보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한다. 주산지와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포괄하는 장바구니 농산물 산지 소비지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를 위해 필요한 제반 설비의 구축을 강화하며, 정기적으로 장바구니 농산물

의 생산, 수급상황, 품질, 가격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발표한다.

2.2.5. 전국채소산업발전계획(2011~2020년)

본 계획은 채소의 가공 및 유통과 관련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시스

템 개선 및 기능 강화, 도시지역 농산물 소매시장의 기초시설 개선 및 표준

화된 시장 설립 확대, 직거래 유통채널 확대, 생산자와 중 대형마트의 직거

래 확대, 전자상거래 제도 도입 확대 및 규범화, 식품가공기업과 생산자 간 

직접 연계 확대, 냉장유통시스템 구축 강화, 채소 유통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강화, 농산물 유통주체의 육성, 대도시 및 중소도시 겨울·봄채소 비축

제도 개선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 도매시장시스템을 확충한다. 도시 인구, 채소 생산기지의 규

모, 교통 입지, 물류의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형 소비지와 생

산지의 도매시장을 발전시키는 농산물 도매시장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여 

채소의 공급과 시장 가격을 안정시킨다. 대도시의 경우 산지 시장과 긴밀히 

연결된 판매 중심형 대규모 도매시장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교통 및 물류 

중심지에서는 중계 중심형 도매시장을 계획적으로 조성한다.

둘째,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강화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관련 상 하류

(upstream and downstream) 부문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생산지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송 서비스체계를 발전시킨다. 또한 

대형마트 체인과 농민전업합작사 사이에서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한다. 2015년까지 마트(슈퍼마켓)를 통해 판매되는 채소가 전체 채소 

판매량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셋째, 채소의 냉장유통시스템 건설을 강화한다. 주요 채소 소비지에서 냉

장유통설비 구축을 강화하고 광역배송 역량을 갖춘 현대적인 배송센터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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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다. 유통기업들이 예냉·저온분류·냉장운송 관련 설비 등 냉장유통과 관

련된 각종 설비들을 갖추도록 유도하며 일정 규모를 갖춘 채소 냉장유통 전

문서비스업체의 육성을 위해 지원한다.

넷째, 다양한 농산물 유통주체를 육성한다. 소규모 농산물 관련 업체들의 

기업화를 유도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및 농산물 판매기업들이 현대기업제도

를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농민전업합작사를 통해 적극적인 범위에서 전문농

업경영인을 육성함으로써 농산물의 판매가격 협상 등의 분야에서 농민의 역

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2.3. 식품안전 및 농산물 품질 관련 정책

2.3.1. 전국현대농업발전계획(2011~2015년)

본 계획은 농산물의 품질안전 보장 능력의 강화를 중요한 발전 목표의 하

나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농업표준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

시하였다. 농약 및 수의약의 잔류 표준을 중심으로 농업표준체계를 완비하

고, 국가농업표준화 사업의 시범 현으로서 원예작물 표준화 생산기지를 집

중적으로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투입재와 생산물에 대해 부(部), 성(省), 시(市), 현(縣)에 이르는 4단계 

품질안전관리감독체계를 완비하도록 하였다. 투입재를 대상으로 등록 생산

경영 사용 시장감독 등의 관리제도를 완비하고,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농산

물 산지의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안전등급관리(安全分級管理)제

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농산물의 품질안전 보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품질안전 검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검사실험실을 개조 확대하고,

부급(部級) 수산물 품질안전연구센터와 전문품질검사센터를 설립하며, 시급

(市級) 종합품질검사센터와 현급(縣級) 종합품질검사소를 전면적으로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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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범위에서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2.3.2. 전국채소산업발전계획(2011~2020년)

본 계획은 채소의 품질안정 보장과 관련하여 채소 생산의 표준화를 통한 

품질 및 수익성 제고, 품질안전 검사시스템 개선, 리스크 조기 경보 및 응급

조치시스템 구축, 이력추적제도 철저 시행, 투입재 및 생산물의 품질안전 관

리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한다. 채소 생산 비교우위지역 및 대도시 

근교지역에 표준화 생산기지 및 국가농업표준화 시범 현 설립을 출발점으로 

하여 표준화 생산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채소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

익성도 제고한다. 장기적인 품질안전관리체계를 가능한 한 빨리 확립하고 

농업투입재 관리, 생산기록, 생산물 검사, 산지 출하 허가 및 품질 이력추적

제 등 제도를 개선하여 채소의 품질안전 수준을 제고한다.

둘째, 품질안전 검사시스템을 개선한다. 《전국농산물품질안전검사체계건

설계획全國農產品質量安全檢驗檢測體系建設規劃(2011~2015年)》의 실시와 

연계하여 현급(县级) 농산물 검사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검사설비 및 운용 경

비를 마련하도록 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에도 채소 품질안전검사소를 설치하

여 자체적으로 검사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모니터링 및 기업의 검

사능력도 강화한다.

셋째, 품질 이력추적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장바구니공

정에서 이력추적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각 지역에서는 성(省) 시(市)

현(縣)의 각급 행정단위별로 장바구니 농산물에 대한 품질안전 이력추적정

보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유통단계별 추적과 상품 리콜이 가능하도록 하고 

책임의 범위를 분명하게 한다. 또한 ‘식용농산물 품질안전 이력추적 관리방

법(食用農產品質量安全追溯管理辦法)'을 제정하여 채소 생산 및 판매 주체들

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또한 산지 증명 및 품질인증 등 

품질 관련 증명의 사용을 적극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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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기타 정책

국무원은 2012년 《전국농간농산물품질이력추적체계건설발전계획全國農

墾農產品質量追溯體系建設發展規劃(2011~2015年)》을 발표하였다.12 본 계획

은 2015년까지 국내외 시장에서 일정한 경쟁력과 우수한 관리시스템을 갖춘 

국유농간기업연합체를 형성하여 농간계통의 우수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한다

는 계획을 세웠다. 농간계통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품질관리감독의 사각지

대를 없애고 관리감독의 허점을 메우는 관리체계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여 농

간계통에서 농산물 품질이력추적체계를 전면 구축하는 데 견고한 기초를 마

련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전 과정에서 품질이력추적이 가능한 기업 200개

와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업 300개를 새롭게 육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신규 장바구니(菜籃子)공정의 통합 추진에 관한 의견》에서는 농산물 품

질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검역체계를 완비하고 전 과정에서의 농산

물 품질이력추적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농산

물 품질안전 검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농산물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기구 개혁을 가속화하고 이

를 통해 농산물 안전검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장바구니 농산물

에 대한 전 과정 품질이력추적 정보처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에 장바구

니 농산물 생산기업이나 농민전업합작사 조직이 신뢰할 만한 농산물 전 과

정 품질이력추적정보 수집체계를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산지에서의 출고허가

(准出) 제도, 판매지에서의 입고허가(准入) 제도, 농산물 자체에 대해서는 산

지 증명이나 표지를 부착하는 제도를 갖추도록 하였다.

농업부는 2012년 농산물품질안전법 , 식품안전법 , 식품안전법실시조

례 에 의거하여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농산물품질

12 농간농산물은 신중국이 건국된 이후 인민해방군 제대군인과 도시의 청년지식

인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적으로 황무지를 개간하여 조성한 국영농장(농간계통

이라 칭함)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함.



중국의 원예산업 정책64

안전모니터링관리방법(农产品质量安全监测管理办法)’을 발표하고 품질안전 

모니터링 업무를 규범화하였다.

《전국농업 농촌경제발전제12차5개년계획》에서는 부(部), 성(省), 시(市),

현(縣)에 이르는 4단계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하

도록 하였다.

2.4. 수출 관련 정책

2.4.1. 전국현대농업발전계획

본 계획에서는 현대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장 조치에서 농업의 대외개

방 수준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농산물의 국제무역을 강화할 것을 

밝히고 있다. 즉, 다자 간 또는 지역 간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는 한편 농업분

야의 국제무역에 관한 규칙 제정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비교우위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제무역 마찰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였다.

2.4.2. 전국농업 농촌경제발전제12차5개년계획

본 계획에서는 농업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해외 자본 및 기술의 도입(引進來)과 농업의 해외진출(走出去) 전략의 상호

결합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우수 농산물의 수출을 적극 추진할 것

과 국가 간 무역마찰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의 농산물 수출입 조정메커니즘

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중국의 원예산업 정책 65

2.4.3. 농업국제합작발전12 5계획

농업부는 2011년 농업의 국제무역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의 해외진출(走出

去)과 해외 자본 및 기술의 도입(引进来)의 유기적 결합을 추진하며 농업분

야의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국제협력발전12 5계획(农业国际合作发展

‘十二五’规劃)》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본 계획에서는 ‘12·5 계획’ 기간에 

농산물 수출을 연평균 6% 이상 증가시키고, 해외농업과학기술 시범센터를 

10곳 이상 설립하며, 개발도상국에 1,350명의 전문가와 기술인력을 파견하

고, 중국에서 농업관리인력과 기술인력 3,000명을 교육·훈련시키는 것을 발

전 목표로 제시하였다.

본 계획은 국제농업협력의 발전을 위해 농산물시장 개방 수준에 부합하는 

농산물무역 발전 지원체계를 점차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을 주요 과제로 제

시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 협상과 국제 규정·기준 제정에 대한 참여역량을 강화한다. 무

역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신속히 발견하여 제거하고, 중국의 농산물 무역

정책을 널리 홍보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우려를 불식시킨다. 중·아세안, 중·

뉴질랜드 등 이미 체결된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한다.

둘째, 농산물무역 모니터링·조기경보체계를 완비한다. 정보수집, 무역상황 

모니터링, 산업피해에 대한 조기경보, 무역구제, 산업보상 등을 포함하는 농

산물 무역구제 업무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며, 15개 성(자치구)에 구축되

어 있는 산업피해모니터링·조기경보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셋째, 농산물무역의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국외 상표등록과 제품품질 인증을 추진

하며 글로벌 판매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이와 함께 지리적표시 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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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동성의 원예산업 정책 개요13

3.1. 채소산업진흥계획(2011~2015년) 

산동성은 ‘12 5 계획’ 기간의 채소산업의 정량적인 발전 목표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첫째, 채소 재배면적은 200만 ha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 중 시설채소 면적

은 100만 ha까지 확대한다.

둘째, 채소 생산량은 1.1억 톤 이상 유지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20% 수준

에 달하도록 한다.

셋째, 채소 생산액은 1,800억 위안 이상이 되도록 한다.

넷째, 채소 품질안전검사 합격률이 98% 이상 되도록 하고, 3품1표(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지리적표시 농산물) 인증 물량을 30% 이상 증

가시킨다.

다섯째, 채소 상품화율과 심층가공률이 모두 65% 이상 되도록 한다.

여섯째, 채소 표준화 생산기지를 1,000개 건설하고, 집중육묘센터를  100개 

건설한다.

일곱째, 산동성 내 채소재배 농민의 1인당 연간 소득 증가액이 300위안 이

상 되도록 한다.

산동성은 ‘12 5 계획’ 기간의 채소산업의 발전 방향을 시설채소산업의 육

성, 지역특산 채소의 브랜드화, 수출채소의 심층가공 확대 등 3가지로 제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국내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동성이 ‘12 5 계획’ 기간에 추진할 채소 및 과

수산업 정책으로 발표한 《채소산업진흥계획蔬菜产业振兴规划(2011~2015年)》
과 《과수산업진흥계획水果产业振兴规划(2011~2015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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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설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광온실을 중심으로 일광온실, 대형 

및 중소형 비닐하우스를 적절히 배합한 시설채소의 생산·기술·시장체계를 

구축한다. 표준화 시설채소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신형 피복재료 보급을 확

대하는 한편 기계화 수준을 제고한다. 또한 시설 전용 채소 품종을 적극 도

입하고 육종 및 품종 개발을 촉진한다. 현대적인 육묘기술, 규범화된 생산기

술, 수확 후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강화한다. 그리고 채소 품질안

전보장체계를 완비하고 시설채소 지역배치를 최적화하여 56개 시 현 구의 

시설채소 생산 중점지역의 생산집중도를 심화한다.

둘째, 지역별 특화된 채소의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면 창산(苍

山) 마늘, 금향(大蒜) 마늘, 래무(莱芜) 생강, 장구(章丘) 대파, 유현(潍县) 무,

교주(胶州) 배추, 창악(昌乐) 수박, 마가구(马家沟) 셀러리, 조현(曹县) 아스파

라거스, 연태(烟台) 오이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수출채소의 심층가공을 확대한다. 건조채소, 냉동채소, 신선냉장채

소, 조리식품 등의 가공제품 생산에 중점을 둔 수출채소의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한다.

3.2. 과수산업진흥계획(2011~2015년) 

산동성은 ‘12 5 계획’ 기간의 과수산업의 정량적인 발전 목표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첫째, 과실 재배면적은 2015년까지 80만 ha를 회복하고, 생산량은 2,000만 

톤에 달하도록 한다. 이 중 대표적인 과실인 사과의 재배면적은 40만 ha 이

상, 생산량은 1,100만 톤 이상이 되도록 한다.

둘째, 과실의 외부 반출량과 수출량을 합한 비율이 총 생산량의 75% 이상 

되도록 한다.

셋째, 과실 생산액이 800억 위안 이상 되도록 한다.

넷째, 산동성 내 과수재배 농민의 1인당 연간 소득 증가액이 400위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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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한다.

다섯째, 저산출 저효율 과수원 약 14만 ha를 개조하고, 우량 과수품종 재

배 비율이 70% 이상 되도록 하며, 과실의 표준화 생산 면적이 전체 과실 재

배면적의 85% 이상 되도록 한다.

산동성은 ‘12 5 계획’ 기간의 과수산업의 발전 방향을 사과 등 주력 과수

산업의 발전 촉진, 지역특산 과수산업 육성, 우량 과일 품종 육종 및 번식체

계 완비, 과수산업의 산업화 수준 제고 등 4가지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과 등 주력 과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먼저 과수재

배면적을 확대한다. 매년 약 3만 ha 이상의 과수원을 조성하여 2015년까지 

산간구릉지역에 약 20만 ha의 과수원을 조성한다. 다음으로 밀식재배 과수원 

약 10만 ha와 노령화된 저효율 과수원 약 6.7만 ha를 개조한다. 다음으로 우

량종 및 왜성재배 등 핵심기술의 보급을 확대하여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실의 우량종 보급률이 70% 이상 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사과, 배, 포도, 복

숭아 등 4대 과실을 대상으로 30ha 규모 이상의 성급 표준화 생산기지를 100

개 건설한다. 마지막으로 사과, 배, 복숭아의 비교우위 생산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

둘째, 지역별로 특화된 과수산업을 육성한다. 예를 들면 교동(胶东) 앵두,

래양(莱阳) 배, 비성(肥城) 복숭아, 청주(青州) 복숭아, 봉성(峄城) 석류, 대택

산(大泽山) 포도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우량종 육종 및 번식체계를 완비한다. 2015년까지 성급 3개, 현급 10

개의 우량종 육묘장을 건설하고, 우량종 묘목 공급량이 2,000만 주 이상 되

도록 한다.

넷째, 과수산업의 산업화 수준을 제고한다. 과일 저장 가공기업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여 시장경쟁력과 산업화 수준을 제고한다. 수확 후 상품화율 제고

에 중점을 두어 가공능력이 강하고 생산기술이 뛰어난 식품기업을 적극 육성

하고, 시설을 완비하고 기능에 충실한 과일도매시장 건립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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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중국 원예산업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 비해 최근 품질과 식품안전, 가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관

련된 정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을 목

표로 하는 생산정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과거 기업이나 농가 등 생산주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산업이나 

업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산업의 집적,

지리적 비교우위 등에 입각하여 지역특화를 강조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품종이나 특정 산업에 특화된 지역배치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아직까지는 시장 주도의 정책보다는 정부 주도의 정책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장바구니공정에 관한 정책이나 농산물 비교우위지역 배치계획은 

정부 주도하에 지역별 특화대상 품목이나 산업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실패할 경우 가격이

나 수급 측면에서의 불안정성도 나타날 수 있다.

넷째, 고속경제성장으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소비

자들의 품질안전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져 점차 식품안전이나 농산물 품질

과 관련된 정책이 많이 발표되는 추세이다. 또한 농산물시장이 개방됨에 따

라 가공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반영하여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에 관한 정책도 최근 들어 중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섯째, 인구대국인 중국이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할 생산정

책에 커다란 비중을 두면서도 최근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품질안전이나 

가공 및 유통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중시하는 추세는 국내 원예산업에 시

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원예농산물은 중국산 원예농산물에 비해 이미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품질이나 가공영역에서도 중국산과 격차가 좁혀

진다면 국내 원예농산물은 더욱 경쟁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중국산에 비

해 품질·기술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면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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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시각

검역상 수입규제 조치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신선 과일류

과채류 육류를 제외하고 우리의 식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고추, 마늘 

등 주요 양념채소의 중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채소 수입액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94년(3년 평균) 35.8%에서 2010/12년

(3년 평균) 72.6%로 대폭 증가하였다. 수입 채소 중 김치, 고추, 마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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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양념채소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사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

해서는 이들 품목의 중국내 생산 및 소비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장에서는 국내 양념채소 수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주요 양념채소와 국내 과수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주요 과실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지역 분포의 변화 동

향과 유통구조의 특성을 분석한다. 생산지역 분포의 변화는 대상 품목별로 6

대 농업지역간 재배면적 비중의 변화를 통해 관찰한다. 또한 대상 품목별로 

중국내 유통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수출 경로 파악에도 유의하기로 한다.

특히 중국은 농식품기업이 주체가 된 ‘기업+생산기지+농가’ 유형의 생산계

열화가 발전하였고 이들 계열화된 농식품기업들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생산계열화 실태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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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예농산물 생산의 지역분포 특성

2.1. 채소류14

2.1.1. 채소류 전체 

중국의 채소 생산은 6개 농업지역 가운데 황하중하류지역과 장강중하류지

역의 생산집중도가 높다. 장강중하류지역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재배면적 

점유율은 증가했지만 생산량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동북3성지역은 

상품식량 생산기지로 특화되면서 채소류 재배면적과 생산량 점유율 모두 감

소하였다. 반면 서남내륙지역과 서북청장고원지역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점

유율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4-1 참조).

표 4-1. 중국의 농업지역별 채소류 생산 비중 변화 추이

　지역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1980/82년 2010/11년 1995/97년 2010/11년
천 ha % 천 ha % 만 톤 % 만 톤 %

북

부

동북3성 783 19.7 1,060 4.9 3,286 8.9 5,145 6.8
황하중하류 1,169 29.5 6,303 29.0 13,898 37.8 29,912 39.8
서북청장고원 263 6.6 1,473 6.8 1,378 3.8 6,139 8.2
소 계 2,215 55.8 8,836 40.7 18,562 50.5 41,196 54.8

남

부

장강중하류 897 22.6 6,254 28.8 10,595 28.8 18,711 24.9
남부연해 383 9.6 3,324 15.3 4,339 11.8 7,569 10.1
서남내륙 472 11.9 3,295 15.2 3,228 8.8 7,650 10.2
소 계 1,752 44.1 12,873 59.3 18,162 49.4 33,930 45.2
합 계 3,967 100.0 21,709 100.0 36,723 100.0 75,125 100.0

주: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이동평균치임.

자료: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农业统计资料 2009, 2010, 2011 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14 위탁 원고 “중국의 주요 채소류의 생산·유통구조 및 경로 사례조사”(리경호)의 

내용과 연구협의회에서 중국농업 전문가(고정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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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년 생산량 기준으로 황하중하류지역의 산동성, 하남성, 하북성과 

장강중하류지역의 강소성, 호북성, 서남내륙지역의 사천성은 중국의 5대 채

소 주산지 성(省)이다. 중국의 최대 채소 주산지 성인 산동성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점유율은 각각 1995/97년 10.6%와 16.0%에서 2010/11년 9.5%와 

13.9%로 모두 감소하였다. 반면 하남성과 하북성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점유

율은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하북성은 동 기간 재배면적 점유율은 4.9%에서 

8.2%, 생산량 점유율은 5.8%에서 10.3%로 증가하여 채소 주산지 성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2.1.2. 고추

고추는 중국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주산지는 섬서성, 귀주

성, 호남성, 사천성, 하남성 등이다. 이들 지역은 주산지인 동시에 주소비지

이기도 하다. 중국의 전통적인 고추 주산지는 주로 남부지역에 치중되어 있

으나 최근 들어 산동성, 동북3성, 내몽고자치구, 신강자치구 등 북부지역의 

고추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고추 품종은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로 우리와 관련된 품종은 홍고

추 품종이다. 익도홍(益都红), 금탑(金塔)이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하늘초(朝天椒), 북경홍(北京红; 익도홍 계열), 미국홍(美国红), 단고추

(甛椒) 등이 재배되고 있다. 이 중 금탑은 원산지가 한국인 교배종이며, 익도

홍은 한국, 이스라엘, 멕시코 산 고추를 교배한 것이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건고추와 냉동고추는 홍고추 품종인 익도

홍, 북경홍, 금탑 등이 대부분이다. 익도홍 품종의 주산지는 산동성, 내몽고

자치구, 길림성, 요녕성 등이다. 금탐 품종의 주산지는 요녕성, 길림성, 신강

자치구 등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건고추를 국영무역방식으로 수입한 1990년

대 초에는 주로 산동성에서 수입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내 고추 산지의 

확장으로 지금은 주로 요녕성, 길림성, 내몽고자치구, 신강자치구 등의 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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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산동성 일부 지역의 고추가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으로 수출하는 

고추의 주산지가 산동성에서 변방지역으로 점차 이동한 것은 중국의 경제발

전에 따른 토지가격,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과 연작 피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산동성 지역에서도 당초 고추 주산지는 산동성 익도(현재 청주) 지역이었

으나 지금은 요성시, 덕주시, 하택시 등 산동성의 서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중국의 건고추 재배면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색소용, 캡사이신 

추출 등 식품산업 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2. 중국 주요 건고추 주산지의 재배면적 현황
단위: 천ha

구분
내몽고
통료시

길림성
백성시

신강 남강 및
북강 지역

요녕성
북표현

산동성
청도시

2010년 14.4-15.6 8.4-9.5 20.0-25.0 13.0-14.0 1.3-1.7

2011년 15.8-18.7 10.1-11.4 24.0-32.5 15.6-18.2 1.4-1.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 자료.

표 4-3. 중국 산동성 건고추 주산지의 재배면적 현황
단위: 천ha

구분 청도 일대 덕주 일대 유방 일대
하택, 제녕 등
기타지역

2010년 1.3-1.7 10.0-13.0 0.55-0.66 2.2-2.7

2011년 1.4-1.9 11.0-14.3 0.61-0.73 2.4-3.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 자료.

중국의 건고추 파종기는 주산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4월이며, 수

확기는 9~11월이다. 한국에서는 재배 기간 동안 5～6회에 걸쳐 홍고추를 수

확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1회에 수확을 마친다. 그러나 최근 냉

동고추 수출 증가로 홍고추 수요가 늘자 고추 농가들은 종전의 1회 수확에

서 3회 수확으로 재배 방법을 바꿔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확한 홍고추는 신

선고추로 그대로 유통되거나 건고추, 고춧가루, 냉동고추 등으로 가공해 유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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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중국 주요 건고추 주산지의 고추 파종, 수확 시기 및 품종

구분 파종기 수확기 주요품종

신강 2월 하∼3월 상 9월 중∼11월 상 대장, 홍룡, 단고추, 미국홍

요녕성 3월 하∼4월 중 10월 상∼11월 상 익도홍

내몽고 3월 중하∼4월 중 10월 하∼11월 중 익도홍, 북경홍, 금탑

길림성 3월 하∼4월 중 10월 하∼11월 중 금탑, 조남초, 익도홍, 북경홍

산동성 3월 중∼4월 하 10월 하∼11월 하 하늘초, 익도홍, 북경홍, 금탑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 자료.

그림 4-1. 중국의 홍고추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수확 전 북경홍고추 수확 전 하늘초고추

선별 및 꼭지 제거 산지 가공공장 건조시설

자료: 위탁연구 현지 출장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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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추 수확과 건조 방법은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고추를 수확한 후 건고추를 만들기 위해 열풍건조기에 건조(화건)하거나 비

닐하우스 내에서 태양열로 건조(양건)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중국은 건고

추용 고추는 따지 않고 고추가 붉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기가 되면 

고추를 뿌리째 뽑아 밭에서 4〜5일 동안 건조시킨다.

건고추가 주로 생산되는 산동성이나 내몽고의 경우 고추 수확기인 10월 

중순 동안 강수량이 매우 적어 밭에서 건조시키더라도 수분에 의한 품질저

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노지에서 닷새 정도 1차 건조 후 산지작업장에

서 고추를 따고 비닐하우스 시설 혹은 시멘트 바닥에서 7〜8일 정도 2차 양

건을 진행한다. 고추를 노지에서 뿌리째 건조할 경우 건조 과정에도 영양분

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색이 되지 않아 색깔이 좋고 건고추가 쉽게 

부러지지 않는 등 품질 면에서 우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중국 산동성은 고추 가공 수출기업이 집중된 지역이다. 한국이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고추도 대부분 산동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산동성 소재 

고추 가공·수출기업들은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이 일체화된 ‘기업+생산기지+

농가’ 유형의 농업산업화 경영 모델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성 

내 주산지에서 생산한 고추 외에도 다른 성(省)에 조성한 생산기지에서 생

산된 고추를 운반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산동성은 생산보다는 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

이다.

2.1.3. 마늘

중국의 마늘 주산지는 산동성, 안휘성, 하남성, 하북성, 강소성, 호북성 등 

중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대표적인 주산지는 산동성 남서부 지역

의 금향(金乡), 창산(苍山), 강소성 비주(邳州), 하남성 기현(杞县), 중모(中牟)

등이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마늘은 주로 산동성 금향, 창산 지역에서 생산된

다. 재배 품종은 산동성 금향을 비롯한, 하남성 기현, 강소성 비주(邳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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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 stem(마늘줄기가 부드러움) 품종이 재배되며, 산동성 창산(苍山) 지역은 

hard stem(마늘줄기가 딱딱함) 품종이 재배된다. soft 마늘은 모양이 한국의 

남도, 대서 마늘과 유사하며, hard 마늘은 의성 마늘과 비슷하다. 중국의 서

남부에 위치한 운남성은 통마늘(알맹이가 한 개임), 3Y산(三丫蒜), Y산(丫蒜)

등의 품종이 재배된다.

표 4-5. 중국 주요 마늘 주산지의 재배면적 현황

단위: 만 ha

구 분 2009 2010 2011

산동성 7.2 8.7 10.4

하남성 6.4 7.7 9.2

강소성 3.1 3.6 4.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 자료.

산동성 금향은 중국 최대의 마늘 산지이며 금향 주변 6개 현을 포함하여 

약 11.3~12.0만 ha(2013년 추정치) 면적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다. 창산 역

시 마늘 재배면적이 약 2.0만 ha(2013년 추정치)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수입 

초기부터 주로 산동성 금향, 창산 지역으로부터 마늘을 수입해 왔으며 현재

에도 이런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이들 지역이 중국의 최대 마늘 주산

지인 데다 품질이 우수하고, 마늘 선별, 뿌리절단 등 가공기술이 발달하여 

상품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산동성의 금향마늘, 창산마늘, 양하(两河)마늘, 화관(花冠)마늘, 래우(莱芜)

마늘, 상하(商河)마늘은 중국의 지리적표시 농산물로 등록되었다. 산동성에

서는 마늘이 고소득작목으로 인식되어 전통적인 주산지인 금향과 창산 이

외에도 래우, 하택, 덕즈 등지로 주산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마늘은 

수확 후 저온보관이 필요해 주산지가 산동성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보다 성내에서 주산지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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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국의 마늘 수확 및 수확 후 관리(산동성 창산지역)

수확 전 마늘산지 마늘종 수확 작업

마늘 수확 작업 수확한 신선마늘 묶음 상태

창산현 신선마늘 창산현 특징인 4～6쪽 마늘

자료: 위탁연구 현지 출장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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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중국 마늘 주산지의 파종 및 수확시기와 재배 품종

지역별 파종기 수확기 재배품종

운남 이원(洱源) 9월말 ～ 11월초 1월중 ～ 5월초
통마늘, 3Y산(三丫蒜),

Y산(丫蒜)

산동 금향(金乡) 9월말 ～ 10월초 5월말 ～ 6월초 soft stem

산동 창산(苍山) 10월초 ～ 10월중 6월초 ～ 6월중 hard stem

하남 기현(杞县) 9월초 ～ 9월말 5월중 ～ 5월말 soft stem

강소 비주(邳州) 9월말 ～ 10월초 5월말 ～ 6월초 soft stem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 자료.

마늘 주산지의 파종 시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9~11월이며,

수확기는 1~6월이다. 산동성, 하남성, 강소성의 수확기는 5～6월로 우리와 

비슷하다. 운남성은 남부지역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상 1~5월이다.

마늘종을 수확하고 나서 보름 정도 지나서 마늘을 수확한다. 수확한 마늘

은 건조한 기후를 이용해 자연 건조한다. 산동성의 금향과 창산지역에서는 

밭에서 뽑기만 한 상태로 초기 건조 작업을 실시한다. 그 상태로 2～3일 정

도 지나면 마늘을 일정한 개수씩 묶어 노지에 쌓은 후 건조시킨다. 수확기인 

5～6월은 강수량이 적어 노지에서 마늘을 건조하기에 적합하다.

2.1.3. 양파

중국의 양파 주산지는 화북지역(산동성, 강소성, 하남성, 하북성), 감숙성,

내몽고자치구, 흑룡강성, 길림성, 복건성, 사천성, 운남성 등 통상 8개 지역으

로 구분된다. 이 중 최대 산지는 산동성, 강소성, 하남성, 하북성을 포함하는 

화북(华北)지역이다.

이 중 산동성은 주요 양파 수출기지로 금향현, 유방시, 청도시, 교주시, 평

도시, 고밀시, 안구시 등이 주산지이다. 기후가 건조한 감숙성은 양파 건조에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품질은 양호한 편이지만 발병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내수용과 건조양파 가공용 이외의 수출용 양파는 대부분 수확 후 

산동성으로 옮겨 가공한 후 수출하고 있다. 감숙성은 건조양파 제조 가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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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지역으로서 건조양파 가공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운남성은 내수용을 제

외한 수출용 대부분은 산동성 안구시, 수광시, 청도시로 운반하여 가공 후 

수출하고 있다.

표 4-7. 중국의 8대 양파 주산지

주산지 지역 출하 성수기

감숙산지 주천(酒泉), 무위(武威), 옥문(玉门) 9월부터

내몽고산지
오란찰포(乌兰察布), 상도(商都)

적봉(赤峰), 통료(通辽)
8월말부터

흑룡강산지 제제합이(齐齐哈尔) 8월말부터 9월

길림산지 연길(延吉)

화북산지

산동성: 유방(潍坊),금향(金乡),청도(青岛)
강소성: 풍(丰)현, 패(沛)현, 하남성: 개봉(开封)시

하북성: 감단(邯郸)

6〜8월

복건산지 하문(厦门) 4월말부터

사천산지 서창(西昌) 4월중순부터

운남산지 원모(元谋),건수(建水) 3월말 부터

자료: 梁毅等(2009)을 참조하여 정리.

표 4-8. 중국 주요 양파 주산지의 재배면적 현황

단위: ha

지 역 2009 2010 2011

운남성 원모 867 1,000 1,250

강소성 풍현 4,500 4,950 6,435

산동성 금향 3,150 3,465 4,331

감숙성 주천 9,900 13,300 15,29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 자료.

양파와 마늘은 생산시기가 같고, 기후 토질 등 생육 요구조건도 유사한 경

합작물이다. 산동성 금향현은 난지형 마늘과 양파의 주산지로서 마늘과 양

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재배면적의 변화도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최근 들어 

양파 재배가 금향현 인근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양파 주산지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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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제녕시 금향현과 어대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평도시, 유방시 등 산동성 동부지역으로

까지 주산지가 확산되었다. 금향현 지역은 일본 수입업체와의 계약재배 면

적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일본 수입업체가 일본 종자를 생산농가

에게 공급하여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4-9. 중국 주요 양파 주산지의 생산시기 및 재배 품종

지 역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비 고

복건성 6월말-7월중 8월초-8월말 1월초-2월초 조생종

운남성 7월말-8월중 9월초-9월말 2월초-4월초 조생종

산동성 9월초-9월중 10월중-11월초 5월말-6월말 중만생종

흑룡강성 3월초-3월중 5월초-5월중 8월초-9월초 조생종

내몽고 3월중-3월말 5월중-5월말 8월중-9월말 조생종

감숙성 2월말-3월중 4월초-4월말 9월초-10월말 조생종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 자료.

중국에서 양파는 동절기(11~12월)를 제외하고 연중 생산이 이루어진다. 양

파 수확기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연초 복건성과 운남성을 시작으로 남부에

서 북부로 향하면서 연중 생산이 이루어진다. 최대 양파 주산지인 화북지역

은 6~8월에 출하물량이 집중된다. 따라서 이 기간은 전국적인 양파 출하 성

수기가 된다. 8월말 9월초부터 흑룡강성, 하북성, 내몽고 지역의 양파가 출하

되기 시작한다. 9월에는 감숙성 양파의 출하 성수기인데 물량이 상당하여 이 

기간에는 산동성, 하북성 등 지역에서도 감숙성 양파를 수집해간다. 서북 및 

동북 지역의 출하 성수기는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이 지역 양파는 저장

성이 강해 6개월 동안 저장·판매가 가능하다.

2.1.4. 배추(김치)

배추는 중국 채소 중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다. 2011년 재

배면적은 255.8만 ha로 채소 전체 재배면적의 11.6%, 생산량은 1억 843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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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채소 전체 생산량의 14.2%를 차지하였다.

배추는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며 산동성, 하북성, 하남성, 동북3성 

등 북부지역의 재배 규모가 크다. 중국에서 배추는 연초부터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연중 생산 및 시장 공급이 이루어진다. 봄배추는 

산둥성, 하남성, 강소성에서 4월중순에서 6월말까지 수확 및 출하가 이루어

진다. 고랭지배추는 6월말부터 9월말까지는 하북성, 9월말부터 10월말까지는 

동북3성에서 수확 및 출하된다. 10월말이 되면 산동성 등 지역에서 생산된 

가을배추가 집중 출하된다.

그림 4-3. 중국의 배추 생산 및 장거리 운송

하북성 장백현 여름배추 하북성 배추운송차량(20톤 트럭)

배추운송차량 빛가림 포장 김치공장 반입배추 포장

자료: 위탁연구 현지 출장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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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중국 주요 배추 주산지의 생산시기 및 재배 품종

지역별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재배품종

산동성

(2모작)

2월초∼3월초 2월말∼3월말 4월초∼6월말 大绿春黄(대록춘황)

春宝黄(춘보황)- 8월초∼8월중 10월말∼12월초

하북성 4월∼5월초 5월초∼8월초 7월초∼10월초
金凤一,二号, 三号

(금봉1, 2, 3호)

흑룡강성 6월초∼7월 6월중∼7월하 9월초∼10월말 -

하남성 9월초∼9월말 9월말∼10월초 11월초∼1월말 87-14, 秋黄(추황)

절강성 9월말∼10월중 10월초∼11월말 12월초∼2월말 春喜(춘희)

복건성 9월말∼10월초 10월초∼11월중 12월중∼3월초

大绿黄迷你(대록황미이)

大绿秋黄(대록추황)

秋翠(추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 자료.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하북성은 김치 수요 증가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고랭지배추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하북성 북부는 해발 1,500m의 고원지역으

로 고랭지채소 재배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7월말～8

월중순에 출하되는 고랭지배추는 하북성에서 유일하게 생산·공급된다. 하북

성에서 생산된 고랭지배추는 일반 트럭을 이용해 북경 등 인근 지역으로 

5～6시간 만에 운송된다. 산동성 등 원거리 수송 시에는 20톤 대형 트럭에 

빛가림 포장을 씌운 상태로 운송하는데 17〜18시간 정도 소요된다.

중국의 배추김치 생산량에 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2007년 약 13만 톤에

서 2011년 약 33만 톤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千讯信息咨询有

限公司, 2012).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추김치는 지역별로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일대에서 생산되는 연변배추김치와 요녕성, 산동성, 북경시 등지에서 

생산되는 한국식 배추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의 배추김치 생산기업은 

주로 동북3성과 산동성, 북경시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길림성에서는 연변 

가리아(可利亚)특산유한공사, 연변 금강산(金刚山)식품유한공사, 연길(延吉)

김용(金勇)민속식품유한공사, 연길(延吉)동북아(东北亚)식품유한공사 등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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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유명하다. 요녕성에서는 개원성아(开原圣亚)식품유한공사, 심양(沈阳)

화신설악산(和信雪岳山)식품유한공사, 영구(营口)해우(海宇)농수산물유한공

사, 단동(丹东)대동강(大同江)식품유한공사 등이 유명하다. 북경시에서는 육

필거(六必居)식품유한공사, 흥성식원(兴盛食苑)식품공장, 대상(大象)식품유한

공사(한국 종가집 김치) 등이 전국 배추김치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그림 4-4. 중국의 할인매장에서 판매되는 연변김치 및 한국식 김치

가리아의 배추포기김치 7.00위안/400g 묘향산 배추포기김치 8.10위안/400g

경복궁 배추포기김치 19.5위안/1kg 종가집 배추김치 12 5위안/400g

자료: 위탁연구 현지 출장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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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김치산업은 한국 식품기업들이 2002년부터 중국내 현지공장 설립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산동성은 많은 한국

기업이 입주하여 대 한국 수출용 김치 생산을 시작하면서 수출용 김치 가공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산동성 청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으로 김치를 수출하

기 위한 중소 규모의 김치공장이 급증하였으나, 2005년 기생충 김치 파동 이

후 업체내 구조조정으로 숫자가 대폭 감소하였다. 2013년 현재 청도지역의 

김치가공공장은 약 30개 정도이다. 한국독자기업도 청도송덕식품공사(青岛

松德食品公司)와 산청원청도영창식품공사(青岛永昌食品公司) 등 2개가 있다.

2.3. 과실류

2.3.1. 과실류 전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과실류 주산지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 주산지

였던 황하중하류지역과 동북3성의 생산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남부연해지

역과 서북 청장고원의 생산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동북3성은 식량주

산지로서 위상이 강화되면서 과실류의 생산 비중이 감소하였다. 사과 주산

지로 섬서성, 감숙성 등이 급성장함에 따라 서북 청장고원의 생산 비중도 크

게 증가하였다.

서북·청장고원의 과수산업이 발전한 것은 서부지역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

해 과수산업을 장려한 서부대개발사업과 관련이 깊다. 한편 열대 아열대 과

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주산지인 남부연해지역이 과실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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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중국의 농업지역별 과실류 생산 비중 변화 추이

지역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1980/82년 2010/11년 1980/82년 2010/11년

천 ha % 천 ha % 만 톤 % 만 톤 %

북
부

동북3성 290 15.7 450 3.8 89 11.9 661 4.9

황하중하류 788 42.7 3,612 30.9 377 50.7 5,319 39.5

서북청장고원 125 6.8 1,612 13.8 39 5.3 1,025 7.6

소 계 1,203 65.2 5,674 48.5 505 67.9 7,005 52.0

남
부

장강중하류 300 16.3 1,942 16.6 93 12.6 2,242 16.6

남부연해 211 11.4 2,757 23.6 85 11.4 2,942 21.8

서남내륙 131 7.1 1,316 11.3 60 8.1 1,286 9.5

소 계 642 34.8 6,015 51.5 238 32.1 6,470 47.9

합 계 1,844 100.0 11,687 100.0 744 100.0 13,474 100.0

주: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이동평균치임.

자료: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农业统计资料 2009, 2010, 2011 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2.3.2. 사과

발해만(渤海湾)지역, 황토고원(黄土高原)지역, 황하유역(黄河故道)과 진령

(秦嶺) 북쪽 기슭지역, 서남고원(西南高原)지역은 중국의 전통적인 사과 주산

지이다. 특히 발해만지역과 황토고원지역은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이다. 1980년 이후 중국의 사과 생산은 전

통적 주산지인 발해만지역에서 신주산지로 부상한 황토고원지역으로 생산의 

중심이 이동하고 추세이다. 특히 황토고원에 위치한 섬서성과 감숙성은 대

표적인 2대 신규 주산지로서 생산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6개 농업지역을 구분해서 보면 발해만과 황토고원 일부를 포함하는 황하

중하류지역은 최대 사과 주산지이다. 1980년 이후 두 지역의 재배면적과 생

산량 점유율은 각각 61~72%, 65~78%로 생산집중도가 매우 높다. 황토고원에 

위치한 주산지인 섬서성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점유율은 1980/82년 7.3%와 

4.0%에서 2010/11년 28.4%와 25.4%로 대폭 증가하였다. 황토고원 일부가 포

함된 감숙성이 속한 서북·청장고원지역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점유율도 같은 

기간 7.8%와 5.3%에서 19.2%와 9.6%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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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중국의 농업지역별 사과 생산 비중 변화 추이

지역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1980/82년 2010/11년 1980/82년 2010/11년

천 ha % 천 ha % 만 톤 % 만 톤 %

북
부

동북3성 166 22.8 154 7.2 64 24.7 251 7.2

황하중하류 444 60.8 1,467 67.9 168 64.8 2,706 78.2

서북청장고원 57 7.8 415 19.2 14 5.3 332 9.6

소 계 667 91.4 2,036 94.3 246 94.8 3,289 95.0

남
부

장강중하류 36 4.9 54 2.5 9 3.4 101 2.9

남부연해 2 0.3 0 0.0 0 0.0 0 0.0

서남내륙 26 3.5 69 3.2 5 1.8 72 2.1

소 계 64 8.7 123 5.7 14 5.2 173 5.0

합 계 730 100.0 2,159 100.0 260 100.0 3,462 100.0

주: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이동평균치임.

자료: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农业统计资料 2009, 2010, 2011 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표 4-13. 중국의 사과 주산지 재배면적 점유율 및 집중도 변화

연 도

재배면적 점유율(%)
집중도지수

산동 요녕 하남 하북 섬서 감숙 산서
5대 주산지

구 신 CR2 CR5

1980/82 25.3 21.4 11.1 10.2 7.3 3.1 5.7 75.1 56.7 46.4 75.1

1983/85 27.0 20.9 10.4 12.2 6.1 3.1 6.2 76.6 58.8 47.9 76.7

1986/88 27.2 15.0 11.1 13.4 9.2 5.3 5.9 75.9 66.2 42.2 75.9

1989/91 25.2 13.1 9.0 13.0 12.0 6.8 6.2 72.7 66.3 38.5 72.7

1992/94 25.1 10.3 9.3 12 5 15.1 6.6 6.5 72.3 68.6 40.2 72.3

1995/97 22.2 8.6 11.1 13.1 13.9 7.1 6.7 71.8 70.3 39.0 71.8

1998/00 20.5 8.5 9.8 14.0 17.3 7.7 7.7 70.1 69.3 37.8 70.1

2001/03 19.0 6.9 8.7 14.9 19.4 8.4 8.1 69.0 70.5 38.4 70.4

2004/06 17.5 5.8 8.8 13.8 23.0 10.0 7.9 69.0 73.1 40.5 73.1

2007/09 14.2 5.7 8.8 12.1 26.3 12.6 7.3. 67.2 74.1 40.5 74.1

2010/11 12 5 6.0 8.3 11.6 28.4 12.6 6.5 66.8 73.4 41.0 73.4

주: 5대 구, 신 주산지는 각각 1980/82년과 2010/11년 상위 5위 성의 점유율 합계임.

자료: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农业统计资料 2009, 2010, 2011 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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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북3성지역의 사과 재배면적 점유율은 1980/82년 22.6%로 높았으나 

2010/11년에는 7.2%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1980년대 초반 제2의 주산지로 

유명했던 요녕성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림 4-5. 중국의 사과 비교우위 생산지역 분포도(1차, 2차)

자료: 전형진 등(2010). p.197. <그림 5-8> 인용.

중국의 사과 생산의 중심이 발해만지역에서 황토고원지역으로 이동한 것

은 황토고원지역이 사과 재배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적지적작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이 2003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산지 육성 정책

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은 주요 농산물 생산의 주산지 집중도를 강화

하기 위해 두 차례의 농작물 지역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1차 계획(2003~

2007년)에서는 발해만지역과 비교하여 서북 황토고원의 주산지 규모가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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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었다. 그러나 2차 계획(2008~2015년)에서는 서북 황토고원지역의 주산

지 규모가 발해만지역보다 증가하였다. 2차 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발해만지

역과 서북 황토고원지역의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 점유율이 각각 82%(134만 

ha) 이상, 82%(2,800만 톤) 이상 되도록 하고 ha당 단수도 20.9톤으로 제고한다

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향후 발해만지역과 서북황토고원지역의 생산집중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주산지로서 위상이 강화된 서북 황토고

원지역으로의 생산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3.3. 배

중국에서 배는 해남성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품목이다. 북부지

역에서는 황하중하류의 하북성, 산동성과 동북3성 중 요녕성을 포함하는 발

해만지역, 남부지역에서는 강소성, 절강성, 호북성 등 장강유역과 남부연해

지역, 서남내륙지역이 주산지이다.

6개 농업지역을 구분해서 보면 1980년 이후 중국의 배 생산은 황하중하류

와 동북3성의 생산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반면 서남내륙지역과 

서북·청장고원의 생산집중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황하중하류지역의 재배면

적 점유율은 1980년대 말 52.4%까지 증가하기도 했으나 2010/11년 35.0%로 

감소하였다. 황하중하류지역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82년 

57.6%에서 2010/11년 49.0%로 감소하였다. 전통적 주산지였던 요녕성의 재

배면적 점유율 감소로 동북3성의 배 재배면적 점유율도 같은 기간 21.6%에

서 10.9%로 감소하였다. 다만 동북3성의 배 생산량 점유율은 약 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남부지역의 배 주산지인 장강중하류지역의 배 재배면적 점유율은 

1980년대 말 13.7%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11년 19.0%

로 증가하였다. 한편 서남내륙지역과 서북·청장고원지역은 신주산지로 급성

장하였다. 두 지역의 재배면적 점유율은 1980/82년 각각 6.7%와 5.0%에 불과

했으나 2010/11년 19.8%와 10.5%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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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중국의 농업지역별 배 생산 비중 변화 추이

지역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1980/82년 2010/11년 1980/82년 2010/11년

천 ha % 천 ha % 만 톤 % 만 톤 %

북

부

동북3성 66 21.6 117 10.9 15 9.2 151 9.8

황하중하류 128 42.2 376 35.0 93 57.6 756 49.0

서북청장고원 15 5.0 113 10.5 6 3.7 128 8.3

소 계 209 68.8 606 56.4 114 70.5 1,035 67.1

남

부

장강중하류 65 21.4 204 19.0 32 19.6 285 18.5

남부연해 9 3.0 50 4.6 3 1.5 49 3.2

서남내륙 20 6.7 213 19.8 13 8.4 173 11.2

소 계 94 31.1 467 43.4 48 29.5 507 32.9

합 계 303 100.0 1,074 100.0 161 100.0 1,543 100.0

주: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이동평균치임.

자료: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农业统计资料 2009, 2010, 2011 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표 4-15. 중국의 배 주산지 재배면적 점유율 및 집중도 변화

연 도

재배면적 점유율(%)
집중도지수

요녕 하북 산동 호북 산서 사천 신강
5대 주산지

구 신 CR2 CR5

1980/82 19.8 18.9 10.6 5.0 4.7 3.1 1.6 59.0 46.5 38.7 59.0

1983/85 18.6 22.9 9.6 4.2 5.6 3.0 1.8 60.9 49.8 41.5 60.9

1986/88 13.8 31.2 8.4 2.9 5.6 3.0 2.5 61.9 53.2 45.0 62.7

1989/91 12.8 27.7 8.0 2.8 5.5 3.8 2.9 56.9 50.1 40.6 59.1

1992/94 11.2 26.6 7.8 3.6 4.5 3.6 2.9 53.6 47.2 37.7 56.0

1995/97 9.4 25.5 9.2 4.6 3.3 3.2 2.6 52.0 44.1 34.9 55.9

1998/00 8.6 22.8 6.8 5.6 3.2 3.8 3.0 47.0 42.4 31.4 49.6

2001/03 8.3 20.3 6.4 4.6 2.8 5.9 4.4 42.4 42.7 28.6 46.4

2004/06 8.2 19.3 6.1 3.5 2.7 7.4 5.8 39.8 44.3 27.5 46.8

2007/09 8.1 18.4 4.6 3.4 2.9 7.8 6.6 37.4 45.2 26.5 45.8

2010/11 9.2 17.8 4.0 4.0 2.9 7.7 5.5 37.9 45.8 27.0 45.8

주: 5대 구, 신 주산지는 각각 1980/82년과 2010/11년 상위 5위 성의 점유율 합계임.

자료: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农业统计资料 2009, 2010, 2011 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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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배 주산지 변동은 전통

적인 주산지였던 황하중하류, 동북3성(이 중 요녕성), 장강중하류의 생산집

중도가 약화되고 서남내륙지역과 서북·청장고원 등 신 주산지가 형성된 것

이 커다란 특징이다. 그러나 동북3성,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지역 등 전통

적인 배 주산지인 생산 비중이 감소한 것은 재배면적의 감소했기 때문은 아

니다. 서북·청장고원과 서남내륙지역의 재배면적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덧이 주요 원인이다. 이는 중국이 서부대개발전략의 일환으로 서남

내륙 및 서북·청장고원지역에서 과수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

다. 앞으로 이들 지역의 생산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3.4. 포도

6개 농업지역 가운데 황하중하류지역과 서북 청장고원지역이 중국의 주요 

포도 생산지역이다. 개혁개방 이후 황하중하류지역의 재배면적 점유율은 

1980/82년 43.3%에서 2010/11년 32.4%로 감소한 반면 생산량 점유율은 같은 

기간 36.6%에서 37.5%로 커다란 변화가 없다. 한편 서북 청장고원지역은 재

배면적 점유율이 같은 기간 32.7%에서 32.3%로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반면 

생산량 점유율은 48.1%에서 24.9%로 대폭 감소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포도 주산지 변화의 또 다른 특징은 재배면적에서 동북3성

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지역의 비중은 모두 

증가하였다. 생산량은 서북 청장고원의 비중이 대폭 감소한 반면, 동북3성,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모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장강중

하류지역의 비중 증가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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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중국의 농업지역별 포도 생산 비중 변화 추이

지역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1980/82년 2010/11년 1980/82년 2010/11년

천 ha % 천 ha % 만 톤 % 만 톤 %

북

부

동북3성 15 12.3 42 7.3 1.0 6.6 86 9.8

황하중하류 54 43.3 186 32.4 5 36.6 330 37.5

서북청장고원 41 32.7 185 32.3 7 48.1 219 24.9

소 계 110 88.3 413 72.0 13 91.3 635 72.2

남

부

장강중하류 12 9.9 86 14.9 1.2 7.9 147 16.7

남부연해 0.9 0.7 25 4.4 0.0 0.2 36 4.1

서남내륙 1.4 1.1 51 8.8 0.1 0.6 62 7.1

소 계 14.3 11.7 162 28.1 1.3 8.7 245 27.9

합 계 125 100.0 575 100.0 15 100.0 881 100.0

주: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이동평균치임.

자료: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农业统计资料 2009, 2010, 2011 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표 4-17. 중국의 포도 주산지 재배면적 점유율 및 집중도 변화 추이

연 도

재배면적 점유율(%)
집중도지수

신강 산동 하북 요녕 하남 섬서 영하 강소 절강 감숙
5대 주산지

구 신 CR2 CR5

1980/82 29.5 15.2 12.0 6.6 5.6 3.0 0.8 2.3 1.9 1.3 68.9 65.3 44.7 68.9

1983/85 22.6 15.9 12.8 7.6 4.2 3.0 0.7 2.4 2.5 1.3 63.1 58.6 38.5 64.0

1986/88 19.0 10.6 15.4 7.8 6.4 3.3 0.7 2.8 2.8 1.0 59.2 54.7 34.4 59.2

1989/91 29.5 15.2 11.9 6.6 5.6 3.0 0.8 2.3 1.9 1.3 68.8 65.1 44.6 68.8

1992/94 22.4 15.8 12.7 7.5 4.2 3.0 0.7 2.4 2.4 1.3 62.6 58.1 38.2 63.5

1995/97 18.8 10.5 15.2 7.8 6.3 3.2 0.6 2.7 2.8 1.0 58.6 54.1 34.0 58.6

1998/00 19.4 12.7 16.7 9.2 5.9 2.1 1.7 2.3 2.1 1.4 63.8 56.7 36.1 63.8

2001/03 21.8 14.8 13.1 8.9 5.2 2.5 1.8 2.5 1.9 2.2 63.9 57.4 36.6 63.9

2004/06 23.6 11.3 13.4 7.4 6.1 3.3 1.9 2.8 2.4 2.2 61.7 57.7 36.9 61.7

2007/09 24.1 8.6 13.2 5.7 6.0 4.1 3.2 3.3 3.2 2.5 57.5 55.9 37.3 57.5

2010/11 22.7 6.2 12 5 4.7 5.2 5.3 4.9 4.1 3.7 3.4 51.4 52.0 35.2 52.0

주: 5대 구, 신 주산지는 각각 1980/82년과 2010/11년 상위 5위 성의 점유율 합계임.

자료: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农业统计资料 2009, 2010, 2011 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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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중국의 포도 주산지 생산량 점유율 및 집중도 변화 추이

연 도
생산량 점유율(%)

집중도지수
신강 산동 하남 하북 요녕 절강 강소 섬서 운남 북경

5대 주산지
구 신 CR2 CR5

1980/82 46.7 13.0 7.5 6.3 5.5 0.0 2.8 1.0 0.2 4.3 79.0 79.0 59.8 79.0

1983/85 40.8 20.4 7.9 6.6 5.9 0.2 2.6 1.4 0.4 4.0 81.7 81.7 61.3 81.7

1986/88 34.5 22.4 6.7 7.8 6.0 1.9 3.0 3.6 0.5 1.8 77.4 77.4 56.9 77.4

1989/91 36.8 18.2 3.6 9.4 8.9 2.5 2.8 2.3 0.5 1.4 76.9 76.9 55.0 76.9

1992/94 32.7 12.7 4.0 12.9 10.6 3.8 2.8 1.8 0.5 1.1 73.0 73.0 45.6 73.0

1995/97 26.3 11.1 5.3 17.0 9.4 4.4 3.3 2.3 0.5 0.8 69.1 69.1 43.3 69.1

1998/00 22.2 13.3 6.5 16.5 12.1 3.6 2.8 1.5 0.5 0.9 70.5 70.5 38.6 70.5

2001/03 19.8 15.2 6.9 16.1 11.3 3.4 2.9 1.6 0.8 1.2 69.1 69.1 35.8 69.1

2004/06 22.7 14.2 6.8 14.6 10.0 3.7 3.0 2.4 1.2 0.9 68.3 68.3 37.3 68.3

2007/09 23.7 12.2 5.9 13.4 7.9 4.7 3.5 3.2 2.0 0.6 63.2 63.2 37.1 63.2

2010/11 21.1 11.0 5.6 12 5 7.4 5.4 4.1 3.9 3.2 0.5 57.7 57.7 33.6 57.7

주: 5대 구, 신 주산지는 각각 1980/82년과 2010/11년 상위 5위 성의 점유율 합계임.

자료: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农业统计资料 2009, 2010, 2011 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결과적으로 중국의 최대 포도 생산지역인 서북·청장고원과 황하중하류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점유율이 감소하고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지역

의 점유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산량 상위 10개 지역의 생산집중도지수

(CR10)는 1980/82년의 94.8%에서 2010/11년 77.2%로 감소하였다. CR5도 같은 

기간 79.0%에서 57.7%로 감소하여 중국의 포도 주산지가 이동 및 확산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최대의 포도 주산지인 신강자치구의 재배면적 점유율은 1980년대 초

반 29.5%에서 2010/11년 22.7%로 다소 감소하였다. 생산량 점유율은 같은 기

간 46.7%에서 21.1%로 감소하여 주산지로서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다. 산

동성은 재배면적 점유율이 같은 기간 15.2%에서 6.2%로 크게 감소하였고,

생산량 점유율도 2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감소하여 역시 위상이 약화되

었다. 반면 하북성은 재배면적 점유율이 약 12% 수준으로 변화가 없으나 생

산량 점유율은 6%에서 12%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여 주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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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감귤류

6개 농업지역 가운데 장강중하류지역이 중국 최대의 감귤류 생산지역이다.

1980년 이후 재배면적 점유율은 43~54%, 생산량 점유율은 33.4~46.5%를 차지

하였다. 장강중하류지역이 2010/11년 감귤류 재배면적과 생산량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1980/82년과 비교하여 재배면적 점유율은 54.0%에서 46.8%로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생산량 점유율은 33.4%에서 44.8%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 4-19. 중국의 농업지역별 감귤류 재배면적 점유율 변화

연도
재배면적
(만 ha)

농업지역별 비중(%)

동북3성
황하
중하류

장강
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
청장고원

1980/82 28.6 0.0 0.8 54.0 23.0 22.2 0.0

1983/85 42.1 0.0 1.4 49.5 24.9 24.2 0.0

1986/88 83.0 0.0 1.7 43.0 35.7 19.4 0.1

1989/91 107.0 0.0 1.9 43.7 36.5 17.9 0.1

1992/94 111.4 0.0 1.2 46.1 33.5 19.2 0.1

1995/97 126.8 0.0 0.9 51.7 28.8 18.5 0.1

1998/00 127.5 0.0 1.2 52.0 26.4 20.4 0.0

2001/03 141.1 0.0 1.5 47.2 28.5 22.8 0.0

2004/06 172.0 0.0 1.7 46.4 29.8 22.0 0.0

2007/09 204.4 0.0 1.8 47.6 29.9 20.8 0.0

2010/11 225.0 0.0 2.0 46.8 29.8 21.4 0.0

주: 재배면적은 이동평균치임.

자료: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农业统计资料 2009, 2010, 2011 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장강중하류지역에 이어 남부연해지역과 서남내륙지역도 감귤류 생산 비중

이 높다. 1980년 이후 남부연해와 서남내륙지역이 감귤류 재배면적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각각 23~36.5%와 17.9~24.2%,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각 31.3~44.9%와 17.8~32.8%였다. 남부연해지역은 1980년 이후 재배면적 점

유율이 다소 증가한 반면 생산량 점유율은 커다란 변화가 없다. 반면 서남내

륙지역은 1980년대 초반에 비해 감귤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

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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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중국의 농업지역별 감귤류 생산량 점유율 변화

연도
생산량

(만 톤)

농업지역별 비중(%)

동북3성
황하

중하류

장강

중하류
남부연해 서남내륙

서북

청장고원

1980/82 81.6 0.0 0.3 33.4 35.1 31.1 0.1

1986/88 277.7 0.0 0.2 36.7 40.4 22.6 0.0

1992/94 617.6 0.0 0.1 34.0 44.9 20.9 0.0

1998/00 938.7 0.0 0.5 44.5 34.1 20.9 0.0

2004/06 1,625.9 0.0 1.1 42.0 36.6 20.2 0.0

2010/11 2,794.6 0.0 1.3 44.8 35.4 18.5 0.0

감귤류 품종별(2009/11)

만다린 852.8 0.0 2.4 42.6 36.7 18.4 0.0

탄제린 1,033.7 0.0 1.4 59.8 29.4 9.3 0.0

오렌지 502.2 0.0 0.0 41.3 25.3 33.4 0.0

포멜로 290.3 0.0 0.1 13.4 71.1 15.4 0.0

주: 생산량은 이동평균치임.

자료: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 中國农业统计资料 2009, 2010, 2011 을 참조하여 필자 계산.

그림 4-6. 중국의 농업지역별 만다린 생산 비중 및 주산지 분포(2011년)

자료: 农业部. 中國农业统计资料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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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농업지역 가운데 우리나라의 감귤과 같은 품종인 만다린의 최대 생산

지역은 남부의 장강중하류지역으로 2009/11년 생산량 점유율은 42.6%에 달

한다. 다음으로 남부연해지역이 36.7%, 서남내륙지역이 18.4%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5대 만다린 주산지는 광서장족자치구, 호남성, 사천성, 호북성, 절강

성으로 이들 지역이 만다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1%, 18.4%,

11.6%, 11.2%, 9.0%였다. 5대 주산지의 생산량 점유율은 72.3%로 생산집중도

가 매우 높다.

3. 주요 원예농산물 유통구조: 사례분석15

3.1. 채소류

3.1.1. 건고추: 내몽고자치구 통료시(通遼市) 개로현(開魯縣)16 사례

중국의 고추 생산모델은 크게 ①개별농가 생산, ② “기업+생산기지+농가”

모델, ③ “기업+합작사+농가” 모델, ④ “기업+상인+농가” 모델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별농가 생산 모델은 생산농가가 합작사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기업과 생산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다.

개별농가의 고추 재배 규모는 지역별로 다양하지만 산동성 금향현 계서진

(鸡黍镇) 유루촌(刘楼村) 사례의 경우 농가당 평균 약 1,000평 규모이다. 이들 

15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의 위탁연구보고서 “中国水果市场流通模

式研究”(赵芝俊·孙翠清·高芸·刘剑·苏斐菲)과 “中国蔬菜流通模式典型案例分析”

(赵一夫·李丽原·薛莉)의 주요 연구 내용을 번역하여 요약·정리하였음.
16 중국 최대의 건고추 생산 현(縣)으로 주요 재배 품종은 국내 건고추 품종과 유

사한 금탑(金塔), 익도홍(益都紅), 노홍6호(魯紅6號), 몽랄4호(蒙椒4號) 등.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2만 ha, 10만 톤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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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농가는 고추 수확 후 대부분 거래중개인(broker; 经纪人), 산지 수집반출

상, 산지 가공(수출)기업 등에 판매한다.

다음으로 기업+생산기지+농가 모델, 기업+합작사+농가 모델, 기업+상인+

농가 모델은 가공·수출기업이 농가와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기지를 조

성하거나, 합작사를 통해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중개인 또는 수집

반출상의 중개로 농가로부터 원료를 수매한다.

중국 최대의 고추시장이 있는 산동성 교주시(膠州市)에 위치한 청도순통

식품유한공사(青岛顺通食品有限公司)는 “기업+생산기지+농가” 모델과 “기업

+상인+농가” 모델을 통해 신강자치구, 내몽구자치구, 동북3성, 하남성, 하북

성, 산동성 등지에 약 1,700ha의 원료기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

하게 하고 있다. 산동성 교주시는 고추 주산지가 아니라 고추의 서버시장,

즉 터미널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많은 고추 가공·수출기업이 집중되어 있다.

현지의 수많은 고추 가공·수출기업들은 대부분 북부지역 고추 주산지 성(자

치구)에 자체 원료 공급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청도순통식품유한공사가 원료 건고추를 확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고추 주산지에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신강

자치구의 신강건설병단농장(新疆建设兵团农场)과 안정적인 수매계약을 체결

하여 공급기지를 확보하고 원료를 조달하고 있다.

둘째, 기업내 구매담당 부서가 주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일반

적으로 산지 상인을 통해 위탁 구매하는 데 건고추 1톤당 수수료는 하남성

과 하북성의 경우 약 200위안(약 3.7만 원), 신강자치구와 내몽고자치구의 경

우 약 300위안(약 5.6만 원) 수준이다.

셋째, 기업이 산지 수집반출상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이다. 구매가격은 시

세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

넷째, 기업이 대규모 고추시장에서 현지 구매대행 상인을 통해 현지 거래

중개인 또는 기타 기업의 재고 물량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청도순통식품유한공사는 냉동고추를 제외하고, 건고추, 고춧가루(굵은 고

춧가루 포함), 고추장 및 색소 등의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주로 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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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중국의 고추 유통경로도(내몽고자치구 개로현 사례)

미국, 유럽 등지에 수출한다. 연간 가공물량은 약 8,500톤이다. 신강자치구에

서 1톤의 금탑 품종 건고추를 구입하여 가공하는 사례를 보면 원료 구입비

용 5,500위안, 원료 구매대행 수수료 300위안, 운송비 및 손실비용 1,400위안,

1차 가공비용 1,600위안이 소요된다. 원재료 대비 가공률을 70~75%로 계산

할 때 최종 제품의 생산 원가는 1톤당 약 11,600위안이다.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조사 지역인 내몽고자치구 통료시 개

로현 동풍진(东风镇) 도덕촌(道德村)의 경우 개별농가가 생산한 고추의 판매

경로는 크게 5가지이다.

첫째, 고추 재배농가가 현지 거래중개인에게 판매하는 경로로 약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거래중개인은 그들 스스로가 대부분 고추 농사를 짓고 있

으며, 단지 수매철이 되었을 때 타지의 기업을 위해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

할 뿐이다. 이들은 이를 통해 톤당 300위안의 수수료를 받으며, 기업들의 정

가(定價) 구매에서 오는 가격 차이를 통해 추가적인 이윤을 획득하기도 한다.

둘째, 산지 수집반출상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며 약 15%를 차지한다. 일반

적으로 산지 수집반출상은 현지 가공·수출기업이 위탁한 물량을 농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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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는데 현지 거래중개인으로부터 구매하기도 한다.

셋째, 현지 가공·수출기업에 판매하는 경로이다. 먼저 기업이 직접 현지 

고추농가로부터 수매하는 방식으로 가격은 시세에 따라 변동된다. 다음으로 

기업이 농가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예약 구매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 예

를 들어 개로현에 위치한 가공기업인 형통숙업의 형통초업(亨通椒业)의 경

우, 2013년 140여 호의 고추재배 농가와 건고추 500g당 2.8위안(신선홍고추

는 0.8위안)의 사전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

넷째, 합작사(협동조합)를 통해 판매하는 경로이다. 합작사는 타지의 가공·

수출기업을 위해 대리구매 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회원농가에게 각종 

판매루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

행한다.

다섯째, 타지 수집반출상에게 판매하는 경로이다. 이렇게 판매된 건고추는 

일반적으로 타지의 도매시장으로 보내지거나, 타지 가공·수출기업에 판매된다.

개로현 현지의 가공(수출)기업이 수출하는 고추는 생산량의 10%에 불과하

고 나머지 90%의 고추는 거래중개인, 수집반출상 등을 통해 기타 성(자치구,

직할시)으로 판매된다. 이 중 70% 정도는 산동성내 고추집산지(시장)로 판매

되며 최종적으로 산동성내 가공·수출기업을 통해 한국, 일본을 비롯해 세계 

각지로 수출된다.

산동성 교주시(膠州市) 우가촌(于家村) 고추시장은 교역량이 55만 톤으로 

중국 최대의 고추 집산지이다. 2012년 교주시의 건고추 거래량이 전국 거래

량의 74%를 차지하였다. 우가촌 시장에서 거래되는 고추의 40%는 신강자치

구, 20%는 내몽고자치구, 나머지 40%는 길림성, 산동성, 하북성, 감숙성, 섬

서성 등이 원산지이다. 우가촌 시장에서 거래되는 고추의 60~70%는 가공·수

출기업들을 통해 해외로 수출된다. 나머지 30~40%는 국내 2급 도매시장과 

식품가공기업에 판매한다. 내몽고자치구 개로현에서 산동성 우가촌 시장까

지의 운송비용은 톤당 500위안이며, 수확기(10월~익년 1월)에 차량으로 운송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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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마늘: 산동성 금향현(金鄉縣)17 사례

금향현은 중국의 최대 마늘 주산지 현이지만 생산방식에서는 여전히 개별

농가 중심의 소규모 분산경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별농가의 평균 마늘 재

배면적은 1,000~1,200평 수준이다. 금향현에는 현재 약 25개의 마늘 전업합

작사가 존재하지만  관리방식이나 생산표준, 마케팅 등이 통일화된 협동생

산 방식이 일반화되지는 않아 개별농가가 마늘 생산의 중심이 되고 있다. 금

향현의 마늘 생산모델은 크게 개별농가 방식, “기업+합작사+농가” 방식, “기

업+생산기지+농가”로 구분된다.

첫째, 개별농가 경영 방식이다. 금향현에는 총 12개의 진(镇)이 있고, 인구

는 약 64만 명이다. 개별농가의 경작면적은 약 1,000평이며 대부분의 농가에

서 마늘을 재배한다. 현재 마늘은 금향현의 지주산업이 되었으며, 현지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마늘산업과 관련된 “만능형 농민(三栖农民)”으로 발전하였

다. 즉, 농번기에는 밭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농한기에는 마늘 관련 기업에서 

일을 함으로써 마늘 가공기업의 노동자가 되고, 심지어 마늘 수확기가 되면 

일부 농민들은 마늘의 구입 및 판매에 종사하면서 농가와 시장을 연결하는 

마늘 소상인이 되기도 한다.

금향현 어산진(鱼山镇) 오묘촌(吴庙村)의 사례를 살펴보면 농가는 약 240

여 호, 인구는 770명,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은 약 960평 정도이다. 마을 주민

들 중 외지로 나가 일을 하는 사람은 없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늘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운송, 유통 및 무역 등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농가

들은 매년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사이에 마늘을 파종하고, 다음 해 4월이 

되면 수박이나 면화(혹은 고추)를 사이짓기한다. 5월 하순이 되면 마늘 수확

을 시작하고,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수박을 수확한다. 9월말에서 10월초가 

되면 면화(혹은 고추)를 수확하고, 그 다음 해를 위한 마늘을 파종한다. 일부 

17 중국 최대의 마늘 생산 현(縣)으로 평년 재배면적 약 47천 ha, 생산량 80만 톤.

한국('12): 28천 ha, 34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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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경우는 마늘과 면화(혹은 고추) 두 작물만을 재배하기도 한다.

오묘촌(吴庙村)의 촌민 Y씨는 현지 마늘 재배 농민의 전형적인 케이스라

고 할 수 있다. 약 1,200평의 농지에서 전부 마늘을 재배하고 있으며 수박과 

면화를 사이짓기한다. 매년 5월말이 되면 자신이 재배한 마늘에 대해 수확,

가공, 포장을 직접 할 뿐만 아니라 외지의 바이어들을 위해 거래중개인 역할

을 하기도 한다. 이때 500g당 0.02위안의 수수료를 받는다. 촌민 가운데 이러

한 거래중개인이 약 10여명 존재한다.

둘째, “기업+합작사+농가” 모델이다. 금향현내 일부 마늘 전업합작사의 경

우 가공·수출기업의 주도로 설립되었는데 이들 합작사는 대부분 표준화 생

산과 유통의 통합화 경영이 가능한 상태이다. 대표적 사례로 산동성공인과

채전업합작사(山东成功人果蔬专业合作社)를 들 수 있다. 이 합작사는 2009년 

4월 금향현 공급판매합작사(供销社)와 성공과채제품유한공사(成功果蔬制品

有限公司)가 함께 투자하여 세운 농촌합작경제조직이다. 등록자금은 818만 

위안, 사원은 400여 명이며, 2011년에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합작사로 

선정되었다. 2012년에는 중화전국공급판매합작총사로부터 국가급 시범합작

사로 선정되었다.

이 합작사는 우선 생산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품질

을 제고하였다. 다음으로 투입재 다섯 가지를 통일시키는 관리경영방식을 

통해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장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회원 

농가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형마트, 도매시장과 직거래를 통해 유통 단계

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합작사의 이윤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층가공제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 합작사는 2010년 금향 마늘을 상해엑스포와 광주아시안게임에 납품하

였으며,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한 메트로(Metro AG) 마트에서도 금향 마늘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을 개척하였다. 2010년 연간 판매액은 8,000

만 위안에 달하였다. 2011년에는 “농가-마트”, “농촌-도매시장” 직거래 프로

젝트를 통해 마늘 15,000여 톤, 마늘종 800여 톤을 판매하였으며 연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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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1.2억 위안에 달하였다. 2012년에는 흑마늘 계열의 제품 등 마늘을 이

용한 심가공제품을 정식으로 생산, 판매하였다. 이들 제품은 영국, 독일, 일

본, 캐나다, 한국, 이집트, 알제리와 동남아 등 32개 국가에 수출됨으로써 소

비시장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부가가치도 크게 증가하여 연간 

판매액은 1.8억 위안에 달하였다.

셋째, “기업+생산기지+농가” 모델이다. 마늘 가공·수출기업이 마늘 주산지

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생산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생

산기간 중, 기업은 농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종자, 화학비료, 농약 및 농업용

비닐 등 투입재를 공급한다. 이때 우선 기업이 농가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지

급하고, 마늘 수매 시 이를 공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농가는 기업의 표준

화 요구에 맞추어 생산을 진행하고, 통일적인 규범에 따라 경작지 관리를 실

시하며, 수매도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현지조사 결과 금향현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마늘 가공·수출기업들은 보

편적으로 주산지에 자체적인 마늘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목적은 주

로 가공 및 수출 수요에 맞추어 고품질의 마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각 기업이 계약한 생산기지의 규모는 서로 다를지라도 기본적

으로는 모두 금향현 및 주변지역, 즉 생산 조건 및 재배 수준이 비교적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기업이 마늘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농가와 계약을 체결

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농가는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생산을 진

행한다. 한편 일부 경쟁력 있는 기업은 생산기지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외에 직접 생산기지를 경영하는 사례도 있다. 즉, 농민으로부터 경작

지를 임대하고, 현지 마늘재배 농민 및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높은 기준의 유

기농 마늘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기지는 기업의 핵심기지로 불린다.

금향현에 소재한 금향화광식품수출입유한공사(金乡县华光食品进出口有限

公司)의 예를 들어보자. 이 기업은 2001년에 설립되어, 현재 금향현 마늘산업

의 선도기업이 되었으며, 국가급 농업산업화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되었다. 마

늘 단품종 수출 수량 및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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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중국의 마늘 유통경로도(산동성 금향현 사례)

다.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미 약 1,340ha의 무공해 마늘생산기지, 약 270ha

의 GAP 생산기지, 약 870ha의 성급 표준화 생산기지를 구축하였다. 이들 생

산기지는 대부분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들의 건강 및 유기농제품에 대한 관심이 지

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2011년 금향현 계수진(鸡黍镇)에서 ha당 약 

44,780위안 정도의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약 34ha의 토지를 임대하여 유기

농 마늘생산기지를 구축했다. 생산기지에서 출하되는 제품은 내놓기가 무섭

게 중국 유기농산품 인증 및 유럽 유기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

은 대부분 수출되고 있다.

<그림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조사 지역인 산동성 금향현의 경우 

마늘 재배농가가 생산한 마늘의 판매경로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산지 수집반출상에게 판매하는 경로로 전체 유통량의 약 절반을 차

지한다. 대부분의 산지 수집반출상들은 금향현 혹은 주변 지역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이다. 마늘의 수매 및 운송 판매를 위해서는 현지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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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타지의 상인들은 금향현에서 

마늘 수매 및 운송판매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추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마

늘의 수매 및 운송판매 시기가 비교적 짧고 주로 5~8월 마늘 수확기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 상인들이 장기간 머무르며 영업을 하기엔 불리한 측

면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래전부터 산지 수집반출상들은 현지 농민 위

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산지 수집반출상들은 금향현의 마늘산업 가치사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 즉, 농가와 가공·수출기업, 외부 상인들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

가 되는 것이다. 또한 분산된 소규모 농가들과 대규모 시장과의 연계를 확대

하고, 시장 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배포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산지 수집반출상들은 마늘 생산-판매-유통 사슬의 가장 앞부분

에서 상품과 정보가 유통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운반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들 수집반출상들의 수익은 비교적 편차가 큰 편이다.

둘째, 마늘 재배농가가 현지 거래중개인(broker; 经纪人)에게 판매하는 경

로이다. 산지 수집반출상과 비교하여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 비슷한 점은 거래중개인의 대다수가 현지 농민이라는 점이고, 다른 점

은 거래중개인은 자신들이 구매나 판매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단지 

저장상, 타지의 상인(도매상), 가공·수출기업 등을 위해 수매, 운송 업무를 대

신 처리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수입원인 수수료는 비교적 고정적이고, 기본

적으로 마늘가격의 변동과 무관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거래중개인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지식과 자금 실력을 갖추고 있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1차 가공장 혹은 창고를 운용할 여력이 있다. 또한 이들은 다시 마늘 재배를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마늘 구매 및 판매를 하는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현지 가공·수출기업에 판매하는 경로이다. 금향현에는 마늘 저장·

가공기업이 약 700여 개 있고, 이 가운데 수출입권을 갖춘 기업은 140여 개

다. 연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의 기업은 300여 개이며, 이들 기업은 금향현 

및 주변지역 그리고 하남성, 하북성 등 기타 마늘 주산지의 산업화경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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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 부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금향현 소재 가공·수출기업을 통해 해외로 수출되는 마늘 및 마늘제품은 중

국의 마늘 수출 총량의 70%를 차지한다. 단일 품목의 수출을 통한 외화 획

득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금향현에서 생산한 마늘은 매년 기업이 직접 구매(농가 및 생산기지와의 

계약을 통한 선매 이외에 기업이 직점 구매담당자를 파견하여 수매하는 것 

포함)하거나 혹은 수집반출상, 거래중개인 등을 통해 구매된 후 신선제품 시

장과 재고시장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가공·수출기업에까지 이르게 된다.

가공·수출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은 연 30~40만 톤 수준이며 이는 금

향현에서 생산되는 마늘의 약 50% 정도이다.

넷째, 저장 및 보관을 전문으로 하는 상인에게 판매되는 경로이다. 저장

창고업자는 현지의 마늘 중개상, 기업, 저온저장창고 업주 등이 포함되어 있

으며, 일부 외지에서 온 마늘 저장 및 운송 전문 상인들도 있다. 심지어 저장

창고업자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단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다. 저장창고업자들은 금향현 마늘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독특한 시

장 유통주체로서, 마늘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양날의 칼(双刃

剑)”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금향현 내에 약 3,000여 개의 저온저장창고가 있는데, 창고마다 평균 

약 700톤을 저장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저장 능력은 220만 톤 가까이 된

다. 이는 금향현 및 주변 지역의 마늘 유통에 있어 “저수지(蓄水池)” 및 조절

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거대한 저장보관업체의 존재는 수급을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절대량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금향현에서 신선 마늘이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시기는 매년 5월초에서 8월

말까지이다. 금향현은 오랫동안 전국 마늘 생산 및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시장 거래 및 유통은 산동성, 하북성, 하남성 등 주요 산지를 

대부분 커버할 수 있다. 금향현은 2010년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일 품

목 시장인 “산록(山禄)국제마늘교역시장”을 설립하였다. 이를 위해 본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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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현 각지에 분포하고 있던 수십개의 길거리시장(马路市场) 및 물류배송기

업을 단계적으로 정돈하였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마늘은 일부 기타 지역에

서 생산된 마늘도 포함되지만 주로 금향현 및 주변지역에서 재배된 신선마

늘이 주를 이룬다. 금향현에서 생산되는 마늘의 50% 이상이 이 시장에서 거

래되고 있다.

금향현의 재고마늘 시장은 기본적으로 일년 내내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

지만 매년 5월에서 8월 사이 햇마늘이 출하되는 시기의 교역량은 크게 줄어

들며, 9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까지가 주요 거래기라고 할 수 있다. 재고 거

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마늘은 모두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창고에서 보관된 

것이다. 이 재고 거래시장의 특징은 한곳에 집중되어 있지도 않고, 실체적인 

교역시장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년간의 거래습관을 통해 금향현 남점

자(南店子)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여기서 형성된 가격은 국내외 재고마늘의 

거래가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는 최초의 마늘전자거

래시장인 금향마늘국제교역소, 속칭 “남점자반(南店子盘)”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남점자반 전자거래시장은 마늘 선물시장

(期货市场)과 유사한데, 경영과정 중 규정을 어기는 등의 문제로 인해 2012

년 4월 문을 닫았다. 비록 현재 전자거래시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거래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어, 각지의 마늘 상인 및 

에이전트들은 여전히 매일 남점자반에 모여 거래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

한다. 남점자반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 및 상품재고와 관련된 정보는 중

국 마늘의 거래 및 유통에 매우 중용한 영향력을 가진다. 연중 마늘시장거

래를 통해 볼 때, 재고거래시장은 다양한 유형의 시장유통주체가 수요와 공

급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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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양파: 강소성 풍현(豐縣)18 사례

조사지역인 강소성 풍현은 모두 14개의 진(镇)이 있고 이 중 양파 생산량

이 많은 곳은 수선진(首羡镇)과 조장진(赵庄镇)이다. 평년 양파 재배면적은 

수선진이 3,400~4,000ha, 조장진이 약 4,700ha이며 5월초에 출하한다.

그림 4-9. 중국의 양파 유통경로도(강소성 풍현 사례)

이 지역의 양파는 내수 판매가 70%, 수출이 30%를 차지한다. 수출되는 양

파 중 약 1/3은 현지 가공·수출기업을 통해 수출되고 나머지는 산동성 등지

의 가공·수출기업이 구매 후 운송하여 해당 지역에서 가공하여 수출한다.

<그림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조사 지역인 강소성 풍현의 경우 양파 

재배농가가 생산한 양파의 판매경로는 크게 4가지이다.

18 강소성은 감숙성, 산동성, 운남성, 사천성과 함게 중국의 주요 양파 주산지. 강

소성 풍현은 전통적인 양파 주산지 현(縣)으로 평년 재배면적 8.7천~10.0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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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지의 거래중개인에게 판매하는 경로로 전체 판매 물량의 65~70%

정도이다. 거래중개인은 대부분 현지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이며 주요 

소비지 도매상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양파 구매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풍현 하둔촌(夏屯村)의 거래중개인 사례를 보면 2012년도

의 톤당 구매 대행 수수료는 20위안이었다. 올해는 양파 출하 시기에 시장가

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일부 거래중개인의 경우 톤당 30위안을 받은 경

우도 있었다. 현지 거래중개인들은 타지에서 양파 구매를 위해 방문한 상인

들에게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화물 운송, 하역 등을 책임지지만 장거

리 운송비용 및 하역비, 포장비 등은 해당 상인 측에서 부담한다.

둘째, 양파 재배농가들이 양파 전업합작사를 통해 판매하는 경로로 전체 

판매 물량의 약 15%를 차지한다. 풍현 수선진(首羡镇) 왕당촌(王堂村)19의 낙

금(诺金)농산품발전합작사 사례를 보면 약 1,000여 회원 농가가 생산한 양파

를 합작사를 통해 타지로 판매하고 있다. 이 합작사는 주로 종자, 화학비료,

농약 등 투입재의 구매 및 재배기술 지도,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

해 출하기에 농가들이 합작사를 통해 수취한 가격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kg

당 황색양파는 1.2위안, 적색양파는 1.4위안이었다. 이 합작사는 매년 약 2만 

톤 이상의 양파를 판매한다.

셋째, 가공·수출기업에 판매하는 유통경로로 전체 판매 물량의 10~15%를 

차지한다. 풍현에는 현재 4개의 양파 가공·수출기업이 있다. 이 중 서주가풍

식품유한공사(徐州佳丰食品有限公司)는 강소성 농업산업화 선도기업의 하나

로 양파를 가공하여 주로 한국, 일본, 동남아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연간 수

출량은 약 2만 톤에 달하며 이를 위해 매년 약 3만 톤의 양파를 구매하고 있

다. 이 기업은 풍현에 약 130ha의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원료의 안정적인 공

급을 도모하고 있다. 수출 수요가 많은 경우 자체 생산기지 물량 이외에 소

재지인 풍현, 감숙성 주천(酒泉), 옥문(玉门), 무위(武威), 운남성, 산동성 등

19 수선진(首羡镇)에는 모두 33개의 행정촌(行政村)이 있으며 왕당촌은 이 중 양

파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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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주산지 농가와 시장에서 구매하기도 한다.

넷째, 수집반출상에게 판매하는 경로로 전체 판매 물량의 5~10%를 차지한

다. 대부분 소규모 상인들이 농업용 운송차량을 이용해서 양파 포전으로 직

접 찾아가 구매한다.

소비지의 양파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북경시에 소재한 대표적 도매시

장인 신발지(新发地)도매시장의 양파 유통사례를 조사하였다. 신발지도매시

장은 1988년 5월 설립되었으며 중국에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도매시장이다.

시장 면적은 약 1,200ha, 고정 매장 수는 5,558개, 정기 거래처는 8,000여 개

이며 1일 평균 방문차량 3만 대, 방문객 6만여 명, 물동량 1.5만 톤에 달한다.

채소, 과일 도매를 중심으로 육류, 식량 및 식용유, 수산물, 조미료 등 10대 

농부산물을 취급하는 종합도매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신발지도매시장에서 거

래되는 채소의 산지는 산동성, 하북성, 감숙성, 내몽고자치구 등 다양하며 이

중 산동성이 약 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발지도매시장의 중도매상은 40~50개이며, 1일 거래 물량은 많을 때 는 

110만 ㎏, 적을 때는 30~40만 ㎏에 달한다. 여름양파와 겨울양파의 kg당 거

래가격은 평균 0.7위안, 3.6위안 정도이다. 신발지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양

파의 산지는 주로 운남성, 사천성, 강소성, 산동성, 산서성, 내몽고자치구, 감

숙성 등이다. 이들 지역의 양파 출하시기를 보면 먼저 2월에 운남성 양파 출

하를 시작으로, 3월 사천성, 4월 강소성 및 산동성, 5월 하남성, 6월 산서성,

8월 내몽고자치구 및 감숙성이다. 매년 8월부터 이듬해 2월 운남성 양파가 

출하되기 전까지 북경신발지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양파는 대부분 감숙성과 

내몽고자치구산이다.

산지에서 구매된 양파는 주로 트럭을 이용하여 시장으로 운송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중도매상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장거

리 운송을 담당했으나 최근 들어 양파 운송업무를 물류업체에 위탁하는 추

세이다. 감숙성으로부터 운송하는 경우 겨울철 운송비용은 톤당 380~440위

안이다. 여름철 운송비용은 이보다는 적은 편이다.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일반적으로 시장 주변의 저장창고를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월 임대료는 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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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위안 정도이다.

3.2. 과실류

3.2.1. 사과: 산동성 서하시(栖霞市)20 사례

사과는 산동성 서하시(栖霞市)의 지주산업으로서 농민 1인당 소득의 85%

이상이 사과 재배를 통해 얻는다. 서하 사과는 북경, 상해, 광주, 심천을 비롯

해 30여개 내수시장에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유럽, 미국, 중동 

등 30여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서하시는 농업부로부터 ‘전국사과수출기지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40여개 대도시에 270여개의 판매망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대련(大连), 청도(青岛), 흑하(黑河) 등 항구에 대외수출창구를 

마련해 놓았다. 시 전체적으로 20여개의 과일 가공·수출기업이 유럽GAP 인

증을 획득하였다.

서하 사과의 유통은 도매시장 유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전자거래

시장 등 새로운 거래형태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서하시 사와박진(蛇窝泊镇)

에 소재한 과일 도매시장은 현재 중국 북부지역에서 가장 큰 과일전문도매

시장으로 연간 거래물량은 백만 톤, 교역액은 18억 위안에 달한다. 사와박진

에 2008년 설립된 사과 전자거래시장은 중국 최초의 사과 선물거래시장으로 

북경, 상해, 중경(重庆), 광주(廣州), 동관(东莞), 무한(武汉), 남경(南京), 심양

(沈阳), 태원(太原), 성도(成都), 제남 등지에 지점 및 판매망 120개를 설치하

였으며, 1,000여 개의 기업 회원과 4,500여 명의 개인회원을 모집하였다. 서

하 사과는 주로 9~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며, 현지에 저온저장창고 

등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어 4계절 판매하고 있다.

20 산동성은 섬서성과 함께 중국의 최대 사과 주산지. 서하시의 사과 재배면적은 약 

47천 ha, 평년 생산량은 150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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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조사 지역인 산동성 서하시의 경우 

사과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과의 판매경로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사과 재배농가가 산지 도매시장에 판매하는 경로로 전체 판매 물량

의 10~20%를 차지한다. 서하시에 설립된 과일 전문거래시장은 16개소이며 

연간 교역량은 90만 톤에 달한다. 사와박진에 위치하고 있는 과일 도매시장

이 가장 대표적이며 사과 출하기에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약 십여 리(里)가 

사과 재배농가에서 출하된 사과로 뒤덮인다. 서하 사과에 대한 수요가 많은 

남경, 광주, 심천 등 대도시지역에서 온 수많은 도매상은 현지 거래중개인을 

통해 사과 재배농가나 과일 전문도매시장에서 사과를 구입하여 소비지로 운

송한다.

그림 4-10. 중국의 사과 유통경로도(산동성 서하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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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과 농가 → 거래중개인(broker; 经纪人) 또는 수집반출상 → 과일가

공 저장기업 → 소비지 1, 2급 도매시장 소매점 또는 수출 → 소비자 유통경

로이다. 서하시에는 냉장창고 및 가스를 이용한 저장창고가 총 610여 개가 

있으며, 연간 110~120만 톤의 과일을 저장할 수 있다. 이 저장창고들의 경영

주체는 대부분 사영기업이다. 대형 저장시설로 인해 신선한 과일이 9월에 출

하된 후, 이듬해 6월까지 9개월간 장기에 걸쳐 시장공급이 가능해졌다. 서하 

사과는 일반적으로 저장보관되었다가 다음 해 4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하된다. 4월 이전에 판매되는 사과는 대부분 섬서성에서 생산된 사과이다.

매년 새 과일이 출하되면 기업의 위탁을 받은 거래중개인이나 수집반출상

들이 사과 농가로부터 사과를 구매하여 등급 분류, 1차 포장을 거쳐 기업에 

운송하고 농가수매가격보다 kg당 0.4~0.5위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기업

은 저장시설에 보관한다. 기업이 직접 농가 수매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대부

분 거래중개인이나 수집반출상을 통해 사과를 수매한다.

서하시의 과일 가공기업은 약 30여 개다. 매년 햇사과가 출시되면 약 20%

의 비상품과는 과일 가공기업이 수매하여 주스, 절임, 식초, 술 등 다양한 가

공품을 제조한다.

과일 저장기업이 냉장보관한 사과는 주로 다음의 4가지 경로를 통해 판매

된다. 먼저 소비지 도매시장의 도매상이 직접 기업을 찾아와 사과를 구입하

여 운송한 후 도매거래를 하는 경로이다. 다음으로 대형마트나 전문 과일판

매점과 직접 연계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저장기업이 수매한 사

과의 25%가 이 방식을 통해 거래된다. 다음으로 저장기업이 직접 가공하여 

각종 사과 관련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저장

기업이 직접 수출을 하는 경로이다. 수출지역은 대부분 동남아 시장이다. 서

하시에는 사과를 수출하는 기업이 약 100여 개 있으며, 연간 수출량은 약 15

만 톤 정도로 기업이 수매한 사과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2003년 서하시 경제개바라구에 설립된 연태천원식품유한공사(烟台泉源食

品有限公司)의 사례를 보면 이 기업은 과일 재배, 저장, 가공 및 판매를 통합

화한 기업으로서 가스를 이용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2만 톤 규모의 저장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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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5만 톤 규모의 냉장창고를 갖추고 있다. 이 기업은 자영수출입권을 가

지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 중동, 유럽 및 캐나다 등 46개 국가에 사과를 수

출하고 내수에서도 월마트, 카르푸 등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셋째, 사과 농가 → 거래중개인(broker; 经纪人) 또는 수집반출상 → 소비지 

1급 도매시장(예: 북경 신발지도매시장) → 2급 도매시장 재래시장 소매점 

→ 소비자 유통경로이다. 대표적인 소비지인 북경시 소재 신발지(新发地) 농

산물도매시장의 사례를 보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는 전국 각지에서 오는

데, 대부분 산동성, 섬서성, 산서성, 신강자치구 등이 산지이다. 사과는 연중 

거래되며 판매량은 약 20만 톤에 달한다. 매년 9~11월이 신선 사과 거래 성

수기이며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저장시설에서 나온 사과가 비교적 높

은 가격에 거래된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는 산지 증명과 검역관련 

증명서류가 구비되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도매시장에서 사과를 판매하는 상

인은 거래액의 2%를 지불하고, 구매 상인은 거래액의 1%를 지불한다. 시장

에 들어와 사과를 판매하는 상인들은 별도의 자릿세 등은 지불하지 않는다.

북경시 신발지(新发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사과의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하북성, 동북3성 등 북경시 이외 지역으로 유통되는 경로

로 전체 판매 물량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북경시내 2급 도매시

장21으로 유통되는 경로로 전체 판매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2급 도매시장

을 거쳐 재래시장, 소매점 등에서 소매 판매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물류전

문업체를 통해 대형마트로 운송되어 판매되거나 호텔, 기관, 군 부대 등 각

종 집단소비처로 판매되는 경로이다. 전체 물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마지

막으로 영세소매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경로로 전체 판매물량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21 북경시의 8개 2급 도매시장: 北京順鑫石門農副產品批發市場，北京市昌平區水

屯農副產品批發市場，北京市八裏橋農產品中心批發市場，北京錦繡大地農副

產品批發市場，北京鑫東郊蔬菜果品批發市場, 北京永安農副產品批發市場, 北

京金五星農副產品批發市場，北京嶽各莊農副產品批發市場，北京華遠農副產

品綜合批發市場，北京玉泉營果菜批發中心, 北京大洋路果品批發市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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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배: 하북성 조현(趙縣)22 사례

설화리(雪花梨)는 중국 하북성 특산품으로 주로 중남부지역에서 재배된다.

하북성 석가장시(石家庄市) 조현(赵县)은 중국에서 설화리 생산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재배 역사가 긴 주산지이다. 조현의 배 생산은 개별농가가 중심

이며 최근 합작사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가당 배 재배면적은 약 

1,000평 정도이다.

그림 4-11. 중국의 배 유통경로도(하북성 조현 사례)

22 배 품종 중 설화리(雪花梨) 주산지. 배 재배면적 17천 ha, 평년 생산량 50만 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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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조사 지역인 하북성 석가장시 조현의 

경우 배 재배농가가 생산한 설화리의 산지단계 판매경로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소비지 도매시장의 도매상과 과일전문매장에 판매하는 경로로 전체 

거래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조사지역에서는 배 재배농가가 수확한 배는 

대부분 등급분류와 포장을 마친 후 현지의 냉장저장창고업자에게 위탁 보관

한다. 소비지 도매상은 농가로부터 직접 배를 구매하지 않고 저장업자의 중

개를 통해 구매한다. 저장창고업자는 농가를 위해 배를 대신 보관할 뿐만 아

니라, 농가를 대신하여 구매자와 연락을 취한다. 농가에게 매매와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저장창고업자는 어떤 의미에서 거

래중개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저장창고업자는 농가

로부터 배를 직접 구매하여 냉장보관하다가 나중에 타 지역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결국 조현지역의 배 저장창고업자는 거래중개인 역할과 함께 산지 도

매상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배 농가가 도매상에게 배를 판

매한 후 소비지 시장까지의 운송비용은 도매상이 책임진다.

농가가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물량 60% 중 배 도매상이 전국 각지의 1급 

도매시장(예를 들어 북경 신발지(新发地) 농산물 도매시장 등)으로 판매되는 

그림 4-12. 하북성 석가장시 조현의 배 수확 후 포장 및 보관

설화리 수확 후 등급분류 및 포장 설화리 냉장저장창고 보관

자료: 위탁연구 현지 출장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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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55% 정도이며, 나머지 5%는 타 지역의 과일 전문판매점으로 판매된다.

운송비, 운송 중 손실, 시장진입비용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전국 각지의 1급 도매시장으로 판매 후 이윤은 상자당 1위안, ㎏당 0.05위안 

정도이다.

둘째, 합작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타지의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경로로 

전체 거래량의 30%를 차지한다. 농가가 계약을 체결한 타지역 대형마트에 

배를 판매하는 경우는 대부분 전업합작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대형

마트로 판매할 때의 거래가격은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대형마트로 판

매되는 배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물류업체를 통해 운반되는데, 운송비는 

통상 구매자 측에서 지불한다. 운송비는 시세에 따라 변동하는데, 일반적으

로 여름이 비수기이고, 가을과 겨울이 성수기이다. 대형마트로 판매되는 가

격은 일반 시세보다 높지만, 배의 품질에 대한 요구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시 상품의 손실률이 4%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 중 수분 손실은 2%까지, 과수 간 부딪쳐서 발생하는 손실 역시 

2%까지만 허용한다는 식이다.

셋째, 배 수출기업에 판매하는 경로로 전체 거래량의 약 4%를 차지한다.

배 수출기업은 저장창고업자를 통해 냉장보관 중인 배를 수매하여 수출한다.

운송비, 수속비, 세금 등의 비용은 평균 상자당 3.3위안 정도이며 수출기업이 

부담한다.

넷째, 현지 배 가공기업에 판매하는 사례로 전체 거래량의 약 6%를 차지

한다. 현지 배 가공기업에게 판매되는 것은 대부분 일반 상품으로 처리할 수 

없는 흠집 과일이다. 이러한 흠집 과일은 저가의 과일주스 가공에 사용되는

데, 가격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냉장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수확시기에 모두 

바로 판매된다. 일반 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는 배의 경우, 고급 과일주스를 

생산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판매되는 배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거의 일치한다. 가공기업은 대부분 현지 냉장저장창고를 

통해 수매를 실시한다.

소비지의 1급 도매시장으로 유통된 설화리는 약 50%가 수집반출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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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변 성, 시, 현의 도매시장으로 판매되며 마트 등 소매점을 통해 소비자

에게 전달된다. 나머지 50%는 2급 도매시장 및 재래시장, 대형마트, 집단소

비처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된다.

4. 시사점

중국 원예농산물 생산의 지역분포와 주요 원예농산물의 유통구조를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혁개방 이후 원예농산물 생산의 지역분포는 채소류의 경우 황하

중하류지역으로의 생산집중도가 심화되는 반면 과실류는 황하중하류와 동북

3성의 생산집중도가 약화되고 서북청장고원지역과 남부연해지역으로의 생

산집중 현상이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중국의 주산지 변동은 품목별로 주산

지가 기후·토양 및 경제·사회조건에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으로 최적화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주산지 육성 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중국은 농산물의 자급이 최우선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원예농산물도 공급

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산지 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주산지를 중심으로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생산증대, 품질제고, 소득증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

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에서 지역

농업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6차산업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주산지 형성보다는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평적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비록 중국의 주산지 육성 정책이 규모의 경제성(economy of scale)을 지나

치게 지향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향은 있다고 할 수 있

지만 국내 원예산업과의 경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품질경쟁력도 제고하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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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예농산물 생산의 지역분포 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기후·토양 및 

정책적 요인 등으로 인해 품목별로 주산지가 집중, 이동, 확산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양념채소를 중심으로 중국산 원예농산물은 국내 원예농산물 

수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관심 품목을 대상으

로 품목과 지역을 연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내 변

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

국농업전망모형의 개발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원예농산물은 품목별로 유통 단계별로 다양한 유통주체와 

유통경로가 존재한다. 원예농산물 유통에서 우리와 비교하여 산지 유통에서 

거래중개인(broker; 经纪人)이라는 유통주체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거래중개인은 영세한 농가가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중

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나타난 유통주체로서 농가와 수집반출상, 도매상, 식

품기업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주체이다. 중국 정부는 낙후한 농촌 농민

과 시장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거래중개인을 적극 육성

하고 있다. 중국 농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한 유통

주체인 거래중개인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넷째, 원예농산물 유통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미미하고 오히려 식품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자본주

의적 농업협동조합 운영 경험이 부족하여 규범화된 협동조합의 발전이 매우 

미약하고 농산물 유통주체로서의 역할도 미약하다. 다만, 중국 정부는 농업

의 조직화, 규모화를 실현할 주체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7월 농

민전업합작사법 을 시행한 것을 계기로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

고 유통주체로서의 역할도 강조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대부분의 원예농산물 가공(수출)기업의 경우 ‘기업+생산기지+농

가’ 또는 ‘기업+합작사+생산기지+농가’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실현하고 있어 

우리와 비교하여 수출경영체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로 

산동성 지역에 위치한 수출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산동성지역의 

주산지 이외에도 품목별 주산지에 촌 단위(농장 단위) 또는 합작사와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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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결국 원예산

업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상대는 평균 수준의 원예농

가라기보다는 원예농산물을 수출하는 계열화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최근 중국이 직거래유통의 발전을 위해 “농초대접(农超对接)” 정

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대규모 전업농 또는 협동조합이 대형마트와 직거

래하는 새로운 유통경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원예농

산물 유통은 우리와 비교하여 낙후된 점도 있지만 선진적인 유통시스템도 

동시에 실험할 수 있는 여력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대응해야 할 지점은 중

국의 평균 상황이 아니라 중국 농업을 선도하는 프런티어 상황이라는 인식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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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시각

경제학 무역이론에서는 한 국가의 요소부존도는 생산구조에 반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생산구조의 차이는 다시 무역패턴의 차이를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농업생산구조는 농산물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농업생산구조는 소득탄력성과 수

익성이 낮은 식량작물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소득탄력적이면서 수익성도 

높은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축산물의 비중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했

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의 농산물 교역

구조도 원예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가?

이 장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먼저 중국 농업생산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원예농산물의 수출입구조를 파악하여 농산

물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위상 변화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농산물 수

출 효자 품목류로 부상한 원예농산물의 수출경쟁력 변화를 고찰하고 시사점

을 도출한다.

2. 원예농산물 무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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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WTO 가입 이후 2001~2012년 동안 농산물(HS 03류 제외)23 수출액은 136

억 달러에서 527억 달러로 3.9배 증가하였다. 수출 농산물 품목구조는 농업

생산구조의 변화가 반영되어 원예농산물과 일부 축산물이 주요 수출 품목군

으로 부상하였다. 2010/11년 기준 수출액 점유율 비중은 HS 07류(채소)

16.0% > HS 16류(육 어류조제품) 15.7% > HS 20류(채소 과실조제품) 13.9%

> HS 08류(과실 견과류) 6.7% 순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HS 16류

는 최대의 수출 품목군이었으나 최근 HS 07류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였다.

HS 07류, HS 16류, HS 20류, HS 08류 등 4개 품목군의 수출액 점유율은 

1999/01년 39.5%에서 2010/12년 52.3%로 증가하여 농산물 수출의 품목집중

도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이다.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군이었던 HS 10류(곡물)와 HS 02류(육과 식용설육)

는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HS 10류는 1999/01년 기준 

농산물 수출액 점유율이 9.8%로 주요 수출 품목군이었으나 2010/12년에는 

그 비율이 1.0%로 크게 감소하였다. 중국의 곡물 수출이 감소한 것은 중국이 

세계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곡물 수출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다 사

료용 및 가공용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HS 02류의 수출액 점유율은 같은 기간 5.9%에서 2.1%로 감소하였다. 이는 

소득 수준 향상으로 소득탄력성이 높은 육류의 국내 수요가 증가하여 수출 

여력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23 중국의 수출입상품 HS코드 분류상 농산물의 범위는 해관수출입세칙2013 상

의 HS 01~24류에 속하는 모든 품목과 HS 2801, HS 2905, HS 3301, HS

3501~3505, HS 3809, HS 3823, HS 3913, HS 4101~4103, HS 4301, HS

5001~5003, HS 5101~5103, HS 5201~5203, HS 5301~5305, HS 7101이며 2013

년 기준 총 세목은 HS-10단위 1,971개임. HS 03류를 제외한 총 세목은 HS-10

단위 1,640개, 종가세 부과 총 세목은 1,632개(8개 세목은 종량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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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중국의 농산물 품목군별 수출입액 비중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명칭

수출 수입

1999/01 2010/12 1999/01 201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01 산동물 372 2.9 536 1.1 51 0.5 386 0.4

02 육과 식용설육 763 5.9 1,018 2.1 578 5.3 3,245 3.2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181 1.4 479 1.0 200 1.8 2,637 2.6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677 5.2 1,750 3.6 148 1.4 430 0.4

06 산수목 꽃 33 0.3 230 0.5 20 0.2 123 0.1

07 채소 1,605 12.4 7,704 16.0 125 1.1 1,916 1.9

08 과실 견과류 426 3.3 3,214 6.7 331 3.0 2,992 2.9

09 커피 차 향신료 513 4.0 1,873 3.9 21 0.2 230 0.2

10 곡물 1,269 9.8 504 1.0 559 5.1 2,755 2.7

11 제분공업제품 93 0.7 580 1.2 75 0.7 523 0.5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 식물, 사료
866 6.7 2,341 4.9 2,685 24.7 32,578 32.0

13 식물성엑기스 53 0.4 872 1.8 32 0.3 162 0.2

14 기타 식물성생산품 42 0.3 80 0.2 65 0.6 213 0.2

15 동식물성 유지 129 1.0 492 1.0 1,053 9.7 11,155 11.0

16 육 어류 조제품 1,771 13.7 7,560 15.7 13 0.1 155 0.2

17 당류 및 설탕과자 156 1.2 1,206 2.5 247 2.3 1,903 1.9

18 코코아 및 그 제품 32 0.2 287 0.6 68 0.6 555 0.5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

과 빵류
355 2.7 1,387 2.9 71 0.6 1,601 1.6

20 채소 과실 조제품 1,314 10.1 6,697 13.9 63 0.6 559 0.5

21 기타 조제식료품 365 2.8 1,931 4.0 149 1.4 835 0.8

22 음료, 주류 및 식초 508 3.9 1,186 2.5 143 1.3 2,435 2.4

23 조제사료 255 2.0 2,315 4.8 722 6.6 3,128 3.1

24 담배 341 2.6 1,141 2.4 187 1.7 1,082 1.1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비지니스포탈(http://china.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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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중국의 농산물 품목군별 수출입액 비중 변화 추이(계속)

단위: 백만 달러, %

HS

코

드　

명칭

수출 수입

1999/01 2010/12 1999/01 201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8 무기화학품 2 0.0 2 0.0 14 0.1 219 0.2

29 유기화학품 50 0.4 646 1.3 1,214 11.2 12,631 12.4

33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64 0.5 213 0.4 39 0.4 164 0.2

35
단백질계물질,변성전분

글루, 효소
39 0.3 590 1.2 105 1.0 510 0.5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47 0.4 193 0.4 391 3.6 1,394 1.4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55 0.4 330 0.7 6 0.1 54 0.1

41 원피(모피제외)와 가죽 7 0.1 18 0.0 565 5.2 2,609 2.6

43 모피와 인조모피 및 제품 4 0.0 2 0.0 59 0.5 499 0.5

50 견 298 2.3 389 0.8 12 0.1 11 0.0

51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 및 직물
15 0.1 93 0.2 684 6.3 2,556 2.5

52 면화 225 1.7 43 0.1 84 0.8 9,052 8.9

53 기타식물성 방직용섬유 11 0.1 10 0.0 100 0.9 525 0.5

71 천연 또는 양식 진주 25 0.2 278 0.6 8 0.1 43 0

합 계 12,963 100.0 48,191 100.0 10,883 100.0 101,864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비지니스포탈(http://china.kita.net).

HS 12류(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 식물, 사료)는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

는 농산물 품목군이다. 이 품목군이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01년 24.7%에서 2010/12년 32.0%로 증가하였다. HS 12류의 수입이 증가

한 것은 HS 1201(대두)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HS 1201류 수입

액이 HS 12류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12년 기준 91.9%를 차지

(2010/12년 기준)하였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두의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했으나 1996

년 이후 대두 순수입국이 되었다. 착유용 대두 수요 증가로 대두의 총소비량

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량은 감소 추세여서 수입량이 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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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13 양곡연도 중국의 대두 자급률은 17.4%에 

불과하다. 중국이 2012년에 수입한 대두는 6,000만 톤으로 국내 생산량 1,280

만 톤의 4.7배에 달하는 양이다.

중국이 HS 12류 다음으로 많이 수입하는 품목군은 HS 15류(동식물성 유

지)이다.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9/01년 9.7%에서 2010/12년 

11.0%로 증가했다. 구체적인 수입 품목은 HS 1511(팜유), HS 1507(대두유)

등 식물성유지 위주이다.

HS 52류(면화)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수입액이 눈에 띄게 증가한 

대표적인 품목이다. 이 품목군이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01년 0.8%에 불과했으나 2010/12년 8.9%로 대폭 증가하여 제4위의 수입 

품목군으로 부상하였다. 이외에 HS 23(조제사료), HS 02(육과 식용설육), HS

08(과실, 견과류), HS 41류(원피와 가죽), HS 51류(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

사 및 직물), HS 04류(낙농품 조란 천연꿀)도 중국의 주요 수입 품목군이다.

농산물 수입액에서 이들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 정도이다. 주

로 축산물과 관련된 품목으로 최근 중국의 축산물 수요가 증가한 상황을 반

영하고 있다.

2.2. 원예농산물 교역구조의 특징

2000~2012년 동안 중국의 원예농산물 수출은 38.3억 달러에서 216.5억 달

러로 연평균 15.5% 증가하였다. 수입은 6.7억 달러에서 93.4억 달러로 연평균 

24.6% 증가하였다. 무역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31.6억 달러에서 123.1억 달러

로 3.9배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류 수출액은 같은 기간 25.6억 달러에서 124.8억 달러

로 연평균 14.4% 증가하였다. 수입액은 같은 기간 2.0억 달러에서 27.9억 달

러로 연평균 24.7% 증가하였다. 과실류 수출액은 같은 기간 12.7억 달러에서 

91.8억 달러로 연평균 17.9% 증가하였다. 수입액은 같은 기간 4.7억 달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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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중국의 원예농산물 수출입액과 비중 변화(2000∼2012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비지니스포탈(http://china.kita.net).

65.5억 달러로 연평균 24.5% 증가하였다.

2000~2012년 동안 농산물 수출액에서 원예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8.3%에서 41.1%로 크게 증가하여 수출기여도가 증가하였다. 채소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9%에서 2009년 29.0%까지 증가했으나 2012년에

는 23.7%로 감소하였다. 과실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4%에서 

2012년 17.4%로 크게 증가하였다.

2.2.1. 채소류24 교역

중국 농업부 통계25에 따르면 중국이 2012년에 수출한 채소는 수출액 기준

24 채소에 포함되는 HS-4단위 세번 품목은 HS 0701~0712, HS 0714, HS 0904, HS

0910, HS 1209, HS 1212, HS 2001~2005, HS 2009, HS 2103(農業部. 中國農

產品貿易發展報告2012 ).
25 农业部. 中国农产品贸易发展报告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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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선 및 냉동 채소가 41.4%로 가장 많고, 가공 및 조제저장처리 채소 

38.0%, 건조 채소 18.7% 순이다. 채소 수입의 경우 가공 및 조제저장처리 채

소가 45.2%로 가장 많고, 건조 채소 14.3%, 신선 및 냉동 채소 7.1% 순이다.

2012년도 중국의 채소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은 신선 냉장 통마늘(12.7%),

토마토 통조림(9.1%), 건표고버섯(5.3%), 양송이 통조림(3.9%), 건조 탈수 마

늘(3.2%), 신선 냉장 당근 및 무(2.7%), 신선 냉장 양파(2.7%), 생강(2.6%), 죽

순제품(1.5%), 건조 목이버섯(1.5%) 순이다.

중국의 최대 채소 수출시장은 일본으로 2012년도 수출액 기준 시장 점유

율은 23.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8.2%, 미국 7.6%, 말레이시아 5.1%,

태국 4.5%, 베트남 4.5%, 홍콩 4.4%, 인도네시아 4.2%, 러시아 4.1%, 독일 

2.4% 순이다. 한국은 2010년에는 일본, 미국에 이어 제3위의 수출시장이었으

나 2012년에 미국을 제치고 제2위의 채소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가. 고추

고추는 물량이나 금액 모두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품목이다. WTO 가입 

이후 2002~2010년 동안 수출과 수입 모두 대폭 증가하였다. 고추 수출액이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0.51%에서 2012년 0.56%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기간 채소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5%에서 

2.07%로 소폭 감소하였다.

고추의 HS-8단위 세변별 수출입 실적을 보면 건고추(HS 0904.2100, 분쇄하

지 않은 것; HS 0904.2200, 분쇄한 것)가 최대 수출입 품목이다. 2012년 기준 

고추 수출액의 89.6%, 수입액의 89.5%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분쇄하지 않은 건고추의 최대 수출국이다. 2012년 기준 수출액의 

22.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미국(16.9%), 말레이시아(15.8%), 북한

(10.8%), 태국(10.2%), 일본(9.3%), 인도네시아(4.0%), 멕시코(3.9%), 스페인

(1.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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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중국의 고추 수출입 실적(2002년, 2012년)

HS코드
수입

세율

2002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709.6000 13 23,419 4,197 40 80 64,397 34,206 - -

0904.2010(구)

0904.2100(신)
20 70,881 48,630 407 421 51,959 133,568 17,433 25,961

0904.2020(구)

0904.2200(신)
20 20,737 25,747 250 687 41,684 126,432 1,598 3,053

합 계 115,037 78,574 697 1,188 158,040 294,206 19,031 29,014

주: HS 0709.6000 신선·냉장, HS 0904.2100 분쇄하지 않은 말린 고추, HS 0904.2200

분쇄한 말린 고추.

자료: 中國海關統計年鑒(2002年, 2012年).

분쇄한 건고추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일본으로 수출액의 21.7%를 차지하였

다. 다음으로 미국(15.5%), 스페인(8.2%), 대만(6.7%), 한국(5.9%), 독일(5.4%),

남아공(5.0%), 말레이시아(3.8%), 베트남(3.7%) 순이다.

신선·냉장고추(HS 0709.6000)는 수입 실적은 없고 수출만 이루어지고 있

다. 건고추에 비해 금액은 매우 적다. 러시아(43.8%)가 최대 수출국이며, 카

자흐스탄(11.7%), 홍콩(10.4%), 대만(9.5%), 태국(5.8%), 몽골(5.5%), 말레이시

아(5.2%), 싱가포르(2.6%), 북한(2.3%)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나. 마늘

마늘은 물량이나 금액 모두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품목이다. WTO 가입 

이후 2002~2010년 동안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였다. 마늘 수출액

이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6%에서 2012년 3.3%로 다

소 증가하였다. 동기간 채소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 5%에서 

13.9%로 증가하였다.

마늘의 세번별 수출입 실적을 보면 최대 수출 품목은 신선·냉장 통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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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0703.2010)이다. 2012년 기준 마늘 수출액의 73.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

로 건조 마늘(HS 0712.9050) 18.2%, 신선·냉장 기타 마늘(HS 0703.2090) 5.1%,

신선·냉장 마늘대 및 마늘싹(HS 0703.2020) 1.7% 순이다. 마늘 수입은 건조 

마늘이 일부 수입되고 있으나 물량이나 금액 모두 미미한 수준이다.

표 5-3. 중국의 마늘 수출입 실적(2002년, 2012년)

단위: 톤, 천 달러

HS코드
수입

세율

2002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0703.2010 13 1,016,240 328,359 34 13 1,341,914 1,270,093 - -

0703.2020 13 19,239 11,000 - - 18,575 29,979 - -

0703.2090 13 13,942 5,308 0.2 3 53,214 87,593 - -

0710.8020 13 2,862 2,274 - - 5,526 9,688 - -

0710.8030 13 - - - - 250 530 - -

0711.9034 13 12,743 5,602 - - 7,281 10,494 0.3 1

0712.9050 13 75,496 46,654 1,065 206 138,285 315,900 19 116

2001.9010 25 3,711 2,550 1 1 5,348 9,284 1 4

합 계 1,144,233 401,747 1,100 223 1,570,393 1,733,561 20 121

주: HS 0703.2010 통마늘(신선·냉장), HS 0703.2020 마늘대 및 마늘싹(신선·냉장), HS

0703.2090 기타 마늘(신선·냉장), HS 0710.8020 마늘대 및 마늘싹(냉동), HS

0710.8030 통마늘(냉동), HS 0711.9034 마늘(일시저장), HS 0712.9050 마늘(건조),

HS 2001.9010 마늘(식초, 초산 조제).

자료: 中國海關統計年鑒(2002年, 2012年).

최대 수출 품목인 신선·냉장 통마늘(HS 0703.2010)의 최대 수출국은 인도

네시아로 2012년 기준 수출액의 26.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브라질

(8.9%), 베트남(7.9%), 말레이시아(6.5%), 태국(4.5%), 필리핀(4.4%), 네덜란드

(3.4%),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3.0%), 미국(2.8%) 순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는 중국산 건조 마늘(HS 0712.9050)과 신선·냉장 기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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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HS 0703.2090)의 주요 수출대상국이다. 한편 신선·냉장 마늘대 및 마늘싹

(HS 0703.2020)의 최대 수출국은 한국(43.8%)과 일본(31.4%)이다.

다. 양파

양파는 물량이나 금액 모두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품목이다. WTO 가입 

이후 2002~2010년 동안 수출이 대폭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였다. 양파 

수출액이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0.25%에서 2012년 

0.58%로 증가하였다. 동기간 채소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2.2%로 증가하였다.

표 5-4. 중국의 양파 수출입 실적(2002년, 2012년)

HS코드
수입

세율

2002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703.1010 13 229,306 34,493 1,821 210 602,330 272,338 141 33

0712.2000 13 3,395 3,792 576 878 12,582 33,952 159 528

합 계 232,701 38,285 2,397 1,088 614,912 306,290 300 561

주: HS 0703.1010 양파(신선·냉장), HS 0712.2000 양파(건조).

자료: 中國海關統計年鑒(2002年, 2012年).

양파의 세번별 수출 실적을 보면 신선·냉장 양파(HS 0703.1010)와 건조 양

파(HS 0712.2000)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며 2012년 기준 양파 수출액의 

88.9%와 11.1%를 차지하였다. 신선·냉장 양파의 수출대상국은 인도네시아

(26.2%), 브라질(8.9%), 베트남(7.9%), 말레이시아(6.5%), 태국(4.5%), 필리핀

(4.4%), 네덜란드(3.4%),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3.0%), 미국(2.8%)순이다.

건조 양파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일본으로 18.1%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독일(14.5%), 미국(12.4%), 영국(7.3%), 호주(5.6%), 필리핀(5.4%), 브라질

(4.8%), 한국(4.5%), 벨기에(3.3%), 태국(2.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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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김치

김치는 물량이나 금액 모두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품목이다. 2012년 기

준 김치 수출액이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8%, 채소류 수출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 수준이다.

중국산 김치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한국과 일본이다. 2012년 기준 김치 수

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3.6%와 31.5%이다. 한국과 일본에 태국

(12.8%), 미국(5.6%), 러시아(2.6%), 독일(2.1%)도 중국산 김치의 주요 수입국

이다.

표 5-5. 중국의 김치 수출입 실적(2002년, 2012년)

단위: 톤, 천 달러

HS코드 수입
세율

2002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5.9999 25 - - - - 373,149 516,770 5,149 5,621

합 계 - - - - 373,149 516,770 5,149 5,621

주: HS 2005.9999 기타 채소(식초, 초산 조제 외 저장처리).

자료: 中國海關統計年鑒(2002年, 2012年).

2.2.2. 과실류26 교역

중국 농업부 통계27에 따르면 중국이 2012년에 수출한 과실은 수출액 기준

으로 신선 냉동 과실이 41.7%로 가장 많고, 과일즙 18.6%, 과일통조림 

10.7%, 단순가공 과일 2.1% 순이다. 대표적인 수출 품목은 사과주스(18.4%),

신선 감귤류(15.7%), 신선 사과(15.5%), 감귤통조림(7.1%), 신선 배(5.3%), 포

26 과일에 포함되는 HS-4단위 세번 품목은 HS 0801~0814, HS 1203, HS 1212, HS

2006~2009, HS 2106, HS 2204(農業部, 中國農產品貿易發展報告2012 ).
27 农业部, 中国农产品贸易发展报告2012 .



중국의 원예농산물 무역 동향과 수출경쟁력132

도(4.2%), 복숭아통조림(2.7%), 건포도(1.1%), 신선 복숭아(0.8%), 배통조림

(0.8%) 등이다. 과종별로 보면 사과가 33.9%, 감귤류가 22.8%, 배가 6.1%로 3

대 과실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 과일은 열대·아열대 과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2년도 기

준 중국의 대표적인 수입 과일은 용안(10.6%), 두리안(10.6%), 포도(10.1%),

바나나(9.8%), 화룡과(8.8%), 신선 감귤류(4.0%), 감귤주스(4.0%), 키위(3.7%),

신선 사과(2.4%) 순이다.

중국 농업부의 농산물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12년도 수출액 기준 중국

의 5대 과일 수출 대상국은 미국(18.1%), 일본(11.6%), 러시아(7.8%), 베트남

(7.3%), 인도네시아(7.1%)이다. 수입액 기준으로 2012년도 5대 과일 수입 대

상국은 태국(28.5%), 베트남(13.3%), 미국(10.6%), 필리핀(5.7%), 미얀마(0.6%)

이다.

가. 사과

사과는 물량이나 금액 모두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품목이다. WTO 가입 

이후 2002~2010년 동안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수출이 대폭 증

가하였다. 사과 수출액이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1%

에서 2012년 4.0%로 증가하였다. 동기간 과실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19.3%에서 22.9%로 증가하였다.

사과의 HS-8단위 세변별 주요 수출 품목은 신선 사과(HS 0808.1000)와 사

과주스(HS 2009.7900)이다. 2012년 사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5.6%와 53.7%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2~2012년 동안 HS

0808.1000와 HS 2009.7900의 수출액은 각각 6.4배, 6.6배 증가하였다. 톤당 수

출단가는 HS 0808.1000의 경우 340달러에서 983달러로 상승, HS 2009.7900

는 584달러에서 1,923달러로 크게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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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중국의 사과 수출입 실적(2002년, 2012년)

단위: 톤, 천 달러

HS코드 수입
세율

2002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0808.1000 10 438,738 149,425 56,014 22,441 975,880 959,893 61,505 92,312

0813.3000 25 1,087 1,922 1 2 113 890 22 71

2009.7100 20 2,284 1,478 410 269 5,023 14,525 960 1,204

2009.7900 20 294,284 171,589 160 104 587,332 1,129,078 74 188

합 계 736,393 324,414 56,585 22,816 1,568,348 2,104,386 62,561 93,775

주: HS 0808.1000은 사과(신선), HS 0813.3000은 사과(건조), HS 2009.7100은 사과주

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HS 2009.7900은 사과주스(기타).

자료: 中國海關統計年鑒(2002年, 2012年).

최대 수출 품목인 사과주스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으로 2012년 기준 

수출액의 49.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일본(11.0%), 캐나다(9.4%), 러시아

(9.2%), 호주(4.3%), 남아공(3.3%), 독일(2.9%) 순이다. 신선 사과의 수출대상

국은 인도네시아(14.9%), 러시아(11.1%), 태국(10.1%), 인도(8.4%), 필리핀

(8.1%), 베트남(7.2%), 카자흐스탄(7.0%), 방글라데시(6.4%), 아랍 에미리트 연

합국(3.8%), 말레이시아(3.7%) 등이다.

사과의 주요 수입 품목은 신선 사과(HS 0808.1000)로 2012년 사과 수입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4%로 매우 높았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칠레

(58.3%), 미국(34.5%), 뉴질랜드(4.4%), 프랑스(2.4%) 순이다.

나. 배

배는 물량이나 금액 모두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품목이다. WTO 가입 

이후 2002~2010년 동안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였다. 배 수출액이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0.4%에서 2012년 0.1%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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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간 과실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에서 0.6%로 감소하였다.

배의 세번별 주요 수출 품목은 밀폐용기에 넣은 배(HS 2008.4010)이다.

2012년 배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2~2012년 동안 HS 2008.4010의 수출액은 6.9배 증가하였고, 톤당 수출단

가도 같은 기간 523달러에서 1071달러로 상승하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HS 2008.4010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41.0%), 태국

(11.2%), 일본(7.2%), 독일(7.0%), 그리스(4.3%), 캐나다(4.2%), 영국(3.0%), 스

페인(2.9%), 호주(2.9%), 러시아(2.5%) 등지이다.

표 5-7. 중국의 배 수출입 실적(2002년, 2012년)

단위: 톤, 천 달러

HS코드 수입
세율

2002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0808.2012 12 140,123 31,091 - - - - - -

0808.2013 12 11,122 3,628 - - - - - -

0808.2019 10 92,193 24,695 746 258 - - - -

2008.4010 20 14,910 7,800 15 14 50,484 54,052 221 210

2008.4090 20 6 9 - - 195 897 3 8

합 계 258,354 67,223 761 272 50,679 54,949 224 218

주: HS 0808.2012는 신선 압리/설리, HS 0808.2013은 신선 향리, HS 0808.2019는 기타 

신선 배, HS 2008.4010은 배(밀폐용기에 넣은 것), HS 2008.4090은 기타 배(밀폐용

기에 넣은 것).

자료: 中國海關統計年鑒(2002年, 2012年).

다. 포도

포도는 물량이나 금액 모두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품목이다. WTO 가입 

이후 2002~2010년 동안 수출과 수입이 모두 대폭 증가하였다. 포도 수출액이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0.08%에서 2012년 0.79%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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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동기간 과실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4.5%로 증가

하였다.

포도의 세번별 주요 수출 품목은 신선 포도(HS 0806.1000), 포도주(HS

2204.2100), 건조 포도(HS 0806.2000)이다. 2012년 포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3.1%, 18.2%와 17.8%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5-8. 중국의 포도 수출입 실적(2002년, 2012년)

단위: 톤, 천 달러

HS코드
수입

세율

2002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0806.1000 13 5,863 2,289 54,877 32,239 121,660 262,136 146,033 383,453

0806.2000 10 4,542 5,422 5,182 5,173 30,633 73,901 22,363 41,513

2009.6100 20 195 256 2,934 3,371 399 376 1,498 3,340

2009.6900 20 78 138 1,101 1,417 468 1,244 13,640 27,168

2204.1000 14 207 178 213 617 68 1,228 6,301 60,625

2204.2100 14 1,801 3,128 4,446 9,328 1,840 75,396 266,122 1,375,747

2204.2900 20 281 252 25,855 13,141 130 191 121,514 143,804

2204.3000 30 57 138 276 211 - - 51 186

2205.1000 65 795 823 85 109 435 839 526 1,530

2205.9000 65 481 410 0 0 - - 4 9

합 계 14,300 13,034 94,969 65,606 155,633 415,311 578,052 2,037,375

주: HS 0806.1000은 신선 포도, HS 0806.2000은 건조 포도, HS 2009.6100은 포도주스

(브릭스 값 20 미초과), HS 2009.6000은 기타 포도주스, HS 2204.1000은 발포성포

도주, HS 2204.2100은 신선한 포도로 양주한 포도주(2l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HS

2204.2900은 기타 포도주, HS 2204.3000은 기타 양조한 포도즙, HS 2205.1000은 

베르뭇 포도주와 그와 유사한 포도주(2l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HS 2205.9000은 

기타베르뭇 포도주와 그와 유사한 포도주(2l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자료: 中國海關統計年鑒(2002年, 2012年).

최대 수출 품목인 신선 포도는 대부분 동남아시아로 수출하고 있다. 2012

년 기준 주요 수출국은 태국(47.6%), 베트남(19.9%), 인도네시아(12.2%), 말레

이시아(10.7%), 러시아(3.6%) 등지이다. 포도주는 대부분 홍콩(94.6%)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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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있다. 한편 건조 포도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37.4%), 영국

(15.7%), 네덜란드(7.5%), 호주(7.3%), 독일(5.6%), 폴란드(3.4%), 사우디 아라

비아(2.9%), 인도(2.6%), 베트남(2.2%) 등지이다.

포도의 최대 수입 품목은 포도주(HS 2204.2100)로 2012년 포도 수입액의 

67.5%를 차지하였다. 신선 포도와 기타 포도주(HS 2204.2900)는 각각 18.8%,

7.1%를 차지하였다.

라. 감귤류

감귤류는 물량이나 금액 모두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품목이다. WTO 가

입 이후 2002~2010년 동안 수출과 수입이 모두 대폭 증가하였다. 감귤류 수

출액이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2%에서 2012년 2.7%로 

증가하였다. 동기간 과실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2%에서 15.6%로 

증가하였다.

감귤류의 세번별 주요 수출 품목은 HS 0805.2090(기타 감귤/신선 또는 건

조)과 HS 2008.3010(감귤류과실/밀페용기에 넣은 것)이다. 2012년 감귤류 수

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7.3%와 23.7%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2~2012년 동안 HS 0805.2090과 2008.3010의 수출액은 각각 15.8배, 3.5배 

증가하였다. 톤당 수출단가는 HS 0805.2090의 경우 260달러에서 912달러로 

상승, HS 2008.3010은 584달러에서 1317달러로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감귤과 비슷한 만다린(HS 0805.2010)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미

미한 수준이다. 2012년 수출액은 116만 달러로 감귤류 수출액의 0.08% 수준

에 불과하다.

최대 수출 품목인 HS 0805.2090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도

네시아(21.8%), 말레이시아(19.9%), 베트남(13.0%), 태국(12.9%), 필리핀

(12.3%), 방글라데시(2.6%) 등지이다. 한편 HS 2008.3010의 수출대상국은 미

국(52.5%), 일본(19.4%), 독일(9.7%), 태국(4.4%), 캐나다(2.8%), 네덜란드

(2.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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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중국의 감귤류 수출입 실적(2002년, 2012년)

단위: 톤, 천 달러

HS코드
수입

세율

2002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0805.1000 11 6,923 2,674 4,478 22,562 123,455 91,712 96,664 110,124

0805.2010 12 6,920 971 - - 901 1,162 122 272

0805.2020 12 960 253 - - 6 5 238 391

0805.2090 12 181,837 47,268 6,124 2,151 818,233 746,437 7,846 12,371

0805.4000 12 8,774 1,565 3,970 1,408 124,379 108,236 12,290 14,783

0805.5000 11 51 19 3,914 1,840 13,222 23,069 9,010 12,691

0805.9000 30 11,381 2,923 8 7 2,018 1,273 15 2

2008.3010 20 218,648 127,684 450 220 337,794 444,818 824 1,550

2008.3090 20 171 113 255 222 1,637 2,684 77,402 80,880

2009.1100 7.5 2,317 2,475 34,689 43,243 2,498 6,134 56,125 141,420

2009.1200 30 317 242 340 238 1,376 1,530 2,045 2,550

2009.1900 30 506 455 2,093 1,683 1,910 3,052 112 195

2009.2100 15 168 191 196 163 50 48 467 525

2009.2900 15 0 0 263 424 - - 1,093 2,667

2009.3100* 324 181 162 85 - - - -

2009.3110 18 - - - - 54 34 680 1,195

2009.3190 18 - - - - - - 381 582

2009.3900* 84 112 214 253 - - - -

2009.3910 18 - - - - 45 94 1,349 4,354

2009.3990 18 - - - - 180 300 42 27

합 계 439,381 187,126 57,156 74,499 1,427,758 1,430,588 266,705 386,579

주: HS 0805.1000은 오렌지, HS 0805.2010은 만다린, HS 0805.2020은 활엽감귤, HS

0805.2090은 기타 감귤, HS 0805.4000은 포멜로, HS 0805.5000은 레몬과 라임, HS

0805.9000은 기타, HS 2008.3010은 감귤류과실(밀페용기에 넣은 것), HS 2008.3090은 

기타 감귤류과실, HS 2009.1100은 냉동 오렌지주스, HS 2009.1200은 비냉동 오렌지주

스(브릭스 값 20 미초과), HS 2009.1900은 기타오렌지주스, HS 2009.2100은 포멜로주

스(브릭스 값 20 미초과), HS 2009.2900은 기타 포멜로주스, HS 2009.3100은 미혼합 

감귤류주스(브릭스 값 20 미초과), HS 2009.3110은 레몬주스(브릭스 값 20 미초과),

HS 2009.3190은 기타 감귤류주스, HS 2009.3900은 기타 미혼합 감귤류주스, HS

2009.3910은 레몬주스, HS 2009.3990 기타레몬주스. *은 2012년 세번에서는 삭제된 

것임.

자료: 中國海關統計年鑒(2002年, 201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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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예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분석: RCA 지수28

3.1. 채소류

중국 채소류의 1992~2010년 기간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를 계측한 결과 

신선·냉장, 냉동, 탈수, 조제저장처리 채소 모두 지수 값이 1이상으로 국제경

쟁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채소류 중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HS 0712류의 탈수(건조) 채소로 RCA 지수가 1992년 6.8에서 2010년 14.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HS 0711류의 저장처리 채소와 HS 0710류의 냉동 채

소는 RCA 지수가 4~6으로 매우 강한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

다.

반면 HS 0701류∼HS 0709류의 신선·냉장 채소는 1990년대 중반 RCA 지수

가 6으로 정점에 달한 후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다만 2008~2010

년(3개년 평균) RCA 지수가 1.6으로 여전히 강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

다. 채소조제품인 HS 2001류의 식초조제저장처리 채소는 RCA 지수가 1 내

외로 중국 채소류 중 국제경쟁력이 가장 약하지만 중간 수준의 국제경쟁력

을 보유하고 있다.

채소류의 품목별 국제경쟁력을 살펴보면 건고추, 마늘, 당근, 생강, 버섯

(건조, 통조림), 채소주스, 토마토 페이스트, 양배추는 모두 RCA 지수가 지속

적으로 상승하여 4~5 이상의 매우 강한 수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채두류

와 버섯·송로는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이지만 RCA 지수가 2 이상으로 

28    

   
 

  

 는 국 상품의 대 세계 수출총액, 는 국의 대 세계 수출총액,  는 

상품의 세계 전체 수출총액, 는 세계 전체 수출총액. RCA>2.5이면 매우 강

한 수출경쟁력 보유, 1.25≤RCA≤2.5이면 강한 수출경쟁력 보유, 1≤RCA≤

1.25이면 중간 수준의 수출경쟁력 보유, 1>1이면 수출경쟁력 미약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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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강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양파(건조), 감자, 꽃양배추와 브

로콜리는 RCA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1~2 내외의 비교적 강한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 중 국제경쟁력이 가

장 약한 신선 채소류의 풋고추, 오이, 가지, 토마토, 상추와 치커리 등은 RCA

지수가 1 이하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였다.

그림 5-2. 중국 채소류의 RCA 지수 변화 추이

자료: FAOSTAT(http://faostat.fa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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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 당근

은 RCA 지수가 모두 2 이상으로 매우 강한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3.2. 과실류

중국 과실류의 1992~2010년 동안 RCA지수를 계측한 결과 건조 과일은 3

내외로 매우 강한 경쟁력을 보유, 신선 과일은 2 내외로 비교적 강한 경쟁력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건조 과일 수출경쟁력은 1990년

대 중반에 RCA 지수가 6 내외로 정점에 달한 후 점차 약화되었으나 2000년

대 들어 다시 경쟁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신선 과일의 경쟁력은 2000년대 

중반까지 RCA 지수가 1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들어 점차 강화되는 추

세이다. 신선 열대 과일, 건조 열대 과일과 과일 가공품인 과일주스는 RCA

지수가 모두 1 이하로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그림 5-3. 중국 과실류의 RCA 지수 변화 추이

자료: FAOSTAT(http://faostat.fa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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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중국 과실류의 RCA 지수 변화 추이(계속)

자료: FAOSTAT(http://faostat.fao.org).

4. 시사점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구조는 재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한 

반면,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재배업의 

생산구조는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의 비중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여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는 원예농산물이 수출을 선도하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원예농산물

은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수출효자산업으로 부

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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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중국 원예농산물의 수출경쟁력도 높게 유지되고 있

다. 신선·냉장, 냉동, 건조, 조제저장처리 등 수출 형태를 불문하고 대체적으

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중국의 원예산업이 우리와 경쟁관계임

을 전제하면 중국산 원예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우리 원예산업의 입장

에선 경쟁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처해 있는 국

내 원예산업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원예농산물 수출시장은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 등 아시아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 미국에 이어 제3위의 채소 수출시

장이었으나 2012년에 미국을 제치고 제2위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일

본과 한국은 중국의 채소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에 달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의 원예농산물은 더욱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

로 우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국내 원예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에

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산 원예농산물과의 가격경쟁력 격차를 최대한 축소하고, 품질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

점이다.

중국의 원예농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입도 빠른 속

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증가 속도에서는 수

입이 수출을 앞서는 상황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농식품시장 규모도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고품질의 수입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도 관찰되고 있다. 한·중 FTA의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우리의 

고품질 원예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일도 소홀히 해

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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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시각

중국 농업과 한국 농업은 요소생산성 및 요소 대체관계 그리고 농업생산

구조가 대체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농업은 

자원부존 조건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성장 단계도 달라 경쟁력에서도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은 산업 간 무역이 대부분

을 차지하며 보완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 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농산물 교역구조는 교역액 기준으로 식량작물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채소류와 가공농산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식량작물은 중국내 수급상황 변화가 양국 간 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교역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품목이다. 신선 과채 과일 육류는 양국 모

두 동식물 검역조치로 인해 교역이 금지되어 있다. 양자 간 검역협상의 관례

를 고려하면 양국이 취하고 있는 동식물 검역조치가 단기간에 완화될 가능

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품목은 가공농산품과 채소 위주의 품목구조가 더욱 공고화될 가능성

이 커 보인다.

이 장은 한 중 간 농산물 교역의 주요 품목으로 부상한 원예농산물의 양국 

간 수출입 동향과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아울러 중국산 

원예농산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요 증가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일반

소비자와 식당경영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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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예농산물 교역동향과 전망

2.1. 개황

한·중 수교 후 양국의 농산물 교역액은 1992/94년(3년 평균) 9.8억 달러에

서 2010/12년(3년 평균) 30.4억 달러로 3.1배 증가하였다. 이 중 채소류는 같

은 기간 0.35억 달러(3.6%)에서 5.9억 달러(19.5%)로 증가하였다. 과실류는 같

은 기간 0.07억 달러(0.7%)에서 1.0억 달러(3.3%)로 증가하였다.

그림 6-1. 농산물 품목류별 대 중국 교역액 비중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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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세계 원예농산물 교역액에서 대 중국 교역액의 비중 변화를 보면 채소

류는 1992/94년(3년 평균) 20.7%에서 2010/12년(3년 평균) 53.8%로 크게 증가

하였다. 과실류는 같은 기간 2.5%에서 2010/12년(3년 평균) 7.2%로 증가하였

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채소류 교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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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임을 알 수 있다.

한 중 간 농산물 교역에서 원예농산물은 중국산이 한국 시장에 수출특화

된 품목류이다. 채소류는 대 중국 수입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교역 초기 

0.5%에 불과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3~5%로 증가했으

나 다시 1~2%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다. 과실류는 채소류에 비하면 우리나

라의 대 중국 시장 특화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중국의 대 한국 시장 특

화 품목이 월등히 많다. 과실류의 대 중국 수입액 대비 수출액 비중은 

1992/94년 0.4%에서 2010/12년 56.6%로 크게 증가하였다.

2.2. 대 중국 수입 현황

한·중 수교 이후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1992/94년(3년 평균) 9.6억 달러

에서 2010/12년(3년 평균) 23.4억 달러로 2.4배 증가하였다. 이 중 채소류는 

같은 기간 0.35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16.6배 증가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중 수입액 기준으로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3.6%에서 25%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과실류의 대 중국 수입액은 같은 기간 0.07억 달러에서 0.64억 달러

로 9배 증가하였다. 과실류가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0.7%에서 2.7%로 소폭 증가하였다.

대 세계 원예농산물 수입액에서 대 중국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보면 채소류의 경우 같은 기간 35.8%에서 72.6%로 대폭 증가하였다. 과실류

는  같은 기간 3.1%에서 5.4%로 소폭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원

예농산물 수입에서 중국산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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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농산물 품목류별 대 중국 수입액 비중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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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채소류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채소류 품목 수와 품목별 수입액 규모

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AG코드 채소류 48개 세부품목 가운데 1992~2012년 

동안 대 중국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 수는 12개에서 33개로 증가했다. 이 중 

수입액 규모가 10만 달러 이상, 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 수도 동기간 각각 9

개, 3개에서 30개, 22개로 증가했다. 수입액 규모가 천만 달러를 넘는 품목 

수는 1개(기타 채소)에서 8개(고추, 김치, 마늘, 기타채소, 당근, 토마토, 파,

양파)로 증가했다.

<표 6-1>은 2010/12년(3년 평균)의 48개 채소류 세부품목 가운데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액 규모가 큰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품목구조가 김치와 고추, 마늘, 파, 양파 등 양념채소 

위주로 고착되었다. 이 중 김치, 고추, 마늘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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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각각 4위, 5위, 7위인 대표적인 수입 품목

이다.

표 6-1. 대중국 채소류 수입액 상위 품목 순위(2010/12년 3년 평균)

품목
금액
(비율)

주요 세부품목

김치
93.7
(22.4%)

김치(조제저장처리, HS 2005.9910.00) 100%

고추
91.2

(21.8%)

고추류(냉동, HS 0710.8070.00) 77.8%,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 않은 것, HS 0904.2010.00) 20.2%,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것, HS 0904.2020.00) 2.0%

마늘
48.4

(11.6%)

마늘(신선/냉장/기타, HS 0703.2090.00) 44.4%, 마늘(냉동, HS

0710.8020.00) 43.8%, 마늘(조제저장처리, HS 2001.9090.60)

6.7%, 마늘(신선/냉장/탈피, HS 0703.2010.00) 3.3%

당근
38.1

(9.1%)

당근(신선/냉장, HS 0706.1010.00) 89.3%, 당근(건조, HS

0712.9020.40) 7.8%, 당근(냉동, HS 0710.8040.00) 2.9%

토마

토

14.5

(3.5%)

토마토페이스트(HS 2002.9010.00) 96.4%, 토마토케첩(HS

2103.2010.00) 1.9%

파
10.7
(2.6%)

파(건조, HS 0712.9020.30) 100%

양파
10.0

(2.4%)

양파(신선/냉장, HS 0703.1010.00) 67.0%, 양파(건조, HS

0712.2000.00) 21.1%, 양파(냉동, HS 0710.8010.00) 10.7%

기타

채소

59.3

(14.2%)

기타채소(냉동, HS 0710.8090.00) 24.8%, 기타채소(신선/냉장,

HS 0709.9090.00) 22.5%,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HS

0711.9050.99) 16.4%, 기타채소(조제조장처리, HS 2005.9990.00)

15.2%, 기타채소(건조, HS 0712.9020.99) 7.3%, 식용식물기타

(조제저장처리, HS 2001.9090.90) 6.2%, 기타채소혼합물등(조제

저장처리/냉동, HS 2004.9090.00) 5.3%

기타

품목

52.6

(12.4%)

채소종자(2.0%), 기타근채류(1.8%), 꽃양배추(1.4%), 양배추

(1.1%), 딸기(1.0%), 오이(1.0%), 생강(0.9%), 무(0.7%), 결구상

치(0.5%), 배추(0.4%), 채소혼합물(0.4%), 염교(0.3%), 기타파속

채소(0.3%), 상치(0.2%)

합 계
418.5
(100.0)

주: 세부 품목은 수입액이 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이며, 비율은 해당 품목의 전체수입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금액은 백만 달러이며,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 채소류 수입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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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고추 품종은 대부분 익도홍, 금탑이다. 금

탑(金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브랜드가 중국으로 건너가 재배되었

는데 브랜드명이 품종명과 혼용되어 불리운다. 익도홍과 금탑은 양지에서 

건조시키므로 색택이 좋고 맛도 우리나라 소비자 기호에 적합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후 국내산과 혼합하여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건고추의 수매과정은 건고추 수출상이 고추 산지인 내

몽고자치구, 길림성, 신강자치구 등의 수집상으로부터 직접 구매하거나, 산

지농가 등과 계약재배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긴급하게 

물량이 필요할 때는 청도 교주지역에 소재한 고추도매시장29에서 일부 물량

을 구매하기도 한다. 산지에서 구매한 후에는 수출상이 주로 소재한 산동성 

청도(교주, 평도) 지역으로 운반하여, 선별작업을 거친 후 저온창고에 보관하

다가 적정 시기에 수출하는 형태다.

중국산 고추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건고추의 경우 

TRQ 물량은 50% 저율관세가 적용되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물가 

안정용으로 수입한다. 민간업체는 270%의 고율관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일

반적인 상황에서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고율 관세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관세율이 27%인 냉동고추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고추는 최소시장접근(MMA) 품목이며 수입방식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가 입찰을 통해 직접 수입하는 외자구매형태와 다른 하나는 민간 수입업체

가 수입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을 부여받는 수

입권공매가 있다. 공사의 외자구매는 해외 공급업체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형태로 최저가 입찰제도로 운영된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된 해외 공급업체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중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확보한 후 수출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우리

나라의 도착항에서 납품을 받는 형태다. 수입권 공매의 경우는 민간 수입업

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

29 산동성 청도 교주시에 소재하는 교주우가촌고추시장은 중국 최대 고추시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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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마늘 품종은 대부분 soft stem 품종과 hard

stem 품종이다. 산동성 금향과 창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품종은 수출 초기

부터 우리나라로 수출되어 왔는데, 이는 이 두 지역의 마늘이 생산량이 풍부

하고 품질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재배면적 규모나 품질, 가격 경

쟁력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이 지역으로부터 마늘 수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중국산 마늘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은 마늘의 관세할당량(TRQ) 방식 

수입물량은 50% 저율관세가 적용되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물가안

정용으로 수입한다. 민간업체는 360%의 고율관세를 부담하고 수입해야 한

다. 민간업체에서는 관세 부담이 적은 냉동 깐마늘, 냉동 다진마늘, 초산마

늘 형태로 수입하기도 한다. 냉동마늘은 관세율이 27%이며, 초산마늘은 

36%이다.

마늘 수출과정은 산동성 청도 등에 소재한 수출상이 금향, 창산 등 마늘 

주산지에서 원료를 구매한 뒤 산지 수집상이 선별, 포장 등 작업을 하거나,

산지에서 구매한 마늘을 산동성 청도지역으로 운반하여 수출업체 공장에서 

선별, 포장작업을 하여 수출하기도 한다. 마늘 수출업체는 청도의 교주 또는 

평도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주산지인 금향지역에도 상당수가 있다.

중국에서 재배되는 양파 품종은 다양하지만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종은 주

로 일본 품종이다. 중국산 양파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TRQ 물량은 

50% 저율관세가 적용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물가안정용으로 수입

한다. 민간업체는 135%의 고율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양파는 주로 감숙성 주천, 옥문 등 지역의 양파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데,

산동성의 수출상이 주산지의 양파를 수매하여 산동성 지역으로 운반한 후 

건조, 선별, 포장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해외로 수출한다. 감숙성 지역의 수

출업체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감숙성에서 동부연안 항구(청

도)까지 장거리 운송에 따른 품질 보증이 어려워 자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양파 가공공장은 산동성 청도의 평도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주로 청

도항을 통하여 수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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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과실류

우리나라의 대 중국 과실류 수입액은 1992/94년(3년 평균) 7.1백만 달러에

서 2010/12년(3년 평균) 64.2백만 달러로 9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농산물 

전체 수입액이 2배 증가한데 비하면 과실류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 중국으로

부터의 과실류 수입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

게 증가했으며 2007년 72.8백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후 감소 추세

를 보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2년에는 73.4백만 달러로 다시 최

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산 과실류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과실류 수입액이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0.7%에서 2.7%로 증가했다. 중국산 과

실류가 우리나라의 전체 과실류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3.1%에

서 5.4%로 증가했다. 우리의 과실류 수입에서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미미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과실류 수입이 확

대되고는 있지만 식물검역조치로 인해 신선과일의 수입은 금지된 관계로 수

입 품목은 대부분 원료로 한 조제품이다.

AG코드 39개 과실류 세부품목 가운데 1992~2012년 동안 대 중국 수입실

적이 있는 품목 수는 9개에서 23개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입액 규모가 10

만 달러 이상, 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 수도 동기간 각각 3개, 2개에서 7개, 4

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수입액 규모가 천만 달러를 넘는 품목 수는 2012년 

기준 1개 품목(기타과실)뿐이다.

<표 6-2>는 2010/12년(3년 평균)의 39개 과실류 세부품목 가운데 중국으로

부터 수입액 규모가 큰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타과실을 원료로 한 과실조제품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세부품목은 대부분 HS 20류(채소 과실의 조제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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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대 중국 과실류 수입액 상위 품목 순위(2010/12년 3개년 평균)

품목 금액(비율) 주요 세부품목

기타

과실
52.3(81.5%)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HS 2008.99.9000) 42.7%,
기타과실(냉동, HS 0811.90.9000) 29.7%, 견과·땅콩외 기
타의 씨류(조제저장처리, HS 2008.19.9000) 14.6%, 잼.젤

리.마아말레이드기타(HS 2007.99.1000) 4.9%, 기타과실
(건조, HS 0813.40.9000) 2.7%, 기타 과실주스(HS
2009.89.1090) 2.3%, 과실류의 분·조분과 분말(HS

1106.30.0000) 1.9%, 견과과실 기타(조제저장처리, HS
2007.99.9000) 0.6%, 기타 과일·견과류(일시저장처리, HS
0812.90.9000) 0.4%, 복숭아주스(HS 2009.89.1010) 0.1%

사과 4.9(7.7%)

사과주스(기타, HS 2009.79.0000) 97.2%, 사과(조제저장
처리, HS 2008.99.20000) 2.1%, 사과주스(브릭스값 20
미초과, HS 2009.71.0000) 0.7%

기타감귤류 3.0(4.7%)

기타 감귤류 과실(조제저장처리, HS 2008.30.9000)
99.6%, 감귤류의 과실조제품 기타(HS 2007.91.9000)
0.4%

복숭아 2.1(3.3%)

복숭아(설탕첨가/밀폐용기의 것/넥타린 포함, HS 2008.70.1000)
93.8%, 복숭아주스(HS 2009.80.1010) 4.1%, 복숭아(기타/
조제저장처리/넥타린 포함, HS 2008.70.9000) 1.4%, 복

숭아(넥타린포함/신선, HS 0809.30.0000) 0.7%

버찌 0.73(1.1%) 버찌(기타방법조제, HS 2008.60.0000) 99.2%

포도 0.53(0.8%)
포도(기타방법조제, HS 2008.99.1000) 90.8%, 포도(건조,

HS 0806.20.0000) 9.2%

나무딸기 0.30(0.5%)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라(냉동, HS 0811.20.0000)
100%

기타품목 0.29(0.5%)
캐슈넛(0.16%), 과실혼합물(0.11%), 배(0.09%), 파인애플

(0.04%), 유자(0.03%), 레몬(0.02%)

합 계 64.2(100.0)

주: 세부 품목은 수입액이 만 달러 이상인 품목이며, 비율은 해당 품목의 전체수입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임. 금액은 백만 달러이며,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 채소류 수입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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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농산물 품목류별 대 중국 수출액 비중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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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대 중국 수출 현황

대 중국 농산물 수출에서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로 미미한 수

준이다. 기타채소종자(HS 1209.91.9000)는 채소류 중 대중국 최대 수출 품목

으로 2010/12년 전체 채소류 수출액의 50.2%(3.30백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주요 채소류 수출 품목은 토마토케첩(HS 2103.20.1000) 18.0%, 기타식물(설탕

저장처리, HS 2006.00.9090) 8.3%,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HS 0711.90.5099)

5.8%,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HS 2005.99.1000 3.8%,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것, HS 0904.20.2000) 2.7%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과실류 수출액은 1992/94년(3년 평균) 2.9만 달러에서 

2010/12년(3년 평균) 36.3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중 과실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0.4%에서 5.2%로 증

가했다. 2010/12년(3년 평균) 기준 식량작물과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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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0.4%와 1.2%인 것에 비교하면 중국으로의 과실류 수출이 상대적으로 활

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식물검역조치로 국산 신선과일의 중국으로의 수출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과실류 품목도 과일을 원료로 한 과실

조제품이 대부분이다. 이 중 유자는 대표적인 대 중국 수출 품목이며 대부분 

유자차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 2010/12년(3년 평균) 기준 대 중국 과실류 수

출액에서 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4.5%로 1위이며,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

하는 전체 농산물중에서도 수출액 순위가 높은 대표적인 수출품목이다. 다

음으로 과즙음료(HS 2202.90.2000)가 40.8%,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HS

2008.99.9000)가 6.8%를 차지하고 있다.

3. 원예농산물 교역의 경쟁·분업관계 분석

3.1. 경쟁관계 분석

한 중 농산물교역의 경쟁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 간 교역에서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하는 데 많이 이용되는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를 사용하였다. 무역특화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위 

식에서 는 교역품목, 는 무역상대국, 는 해당국의 수출액, 은 해당국의 

수입액이다.

TSI 지수는 특정한 교역품목이 수출특화되었는지 아니면 수입특화되었는

지를 가늠하는데 활용된다. 특정 품목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를 해당 품목

의 교역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특정 품목의 TSI 지수 값이 1이면 완

전한 수출특화, -1이면 완전한 수입특화 그리고 0이면 수출액과 수입액 규모

가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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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I 지수는 특정 품목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수 값이 

TSI=0이면 경쟁력이 중립적이고, 0≤TSI≤1이면 경쟁력이 강하고, 0.5≤TSI

≤1이면 경쟁력이 매우 강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1≤TSI≤0이면 경쟁력이 

약하고, -1≤TSI≤-0.5이면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는 의미이다.

표 6-3. 한·중 채소류 교역의 TSI 지수 계측 결과

채소류

TSI 지수

1996/1998 2010/2012

한국특화 중국특화 강도 한국특화 중국특화 강도

배추 　 0.33 중강 　 0.99 강

양배추 　 0.96 강 　 1.00 강

꽃양배추 　 　 1.00 강

김치 　 　 1.00 강

상치 　 　 1.00 강

결구상치 　 　 1.00 강

시금치 　 0.33 중강 　 1.00 강

무 　 1.00 강 　 1.00 강

순무 　 1.00 강 　 　 　

당근 　 1.00 강 　 1.00 강

고추냉이 　 0.67 강 　 　 　

기타근채 　 1.00 강 　 1.00 강

토마토 　 1.00 강 　 0.85 강

오이 　 1.00 강 　 0.99 강

멜론 　 　 0.32 중강

호박 　 0.87 강 　 1.00 강

딸기 　 　 0.99 강

수박 -0.33 　 중강

양파 　 0.97 강 　 1.00 강

주: 1) 2010년~2012년 TSI 지수 평균값 사용. 음영 품목은 양국 간 교역이 없는 품목.

2) 0.5≤TSI≤1은 중국특화(강), 0≤TSI≤0.5는 중국특화(중강), -0.5≤TSI≤0은 한  

국특화(중강), -1≤TSI≤-0.5는 한국특화(강).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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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한·중 채소류 교역의 TSI 지수 계측 결과(계속)

채소류

TSI 지수

1996/1998 2010/2012

한국특화 중국특화 강도 한국특화 중국특화 강도

파 　 1.00 강 　 1.00 강

쪽파 　 0.33 중강 　 0.99 강

마늘 　 1.00 강 　 0.99 강

부추 　 0.67 강 　 1.00 강

기타파속채소 　 0.99 강 　 1.00 강

아스파라거스 　 1.00 강 　 1.00 강

셀러리 　 　 1.00 강

고추 　 0.99 강 　 1.00 강

생강 　 0.98 강 　 1.00 강

토란줄기 　 1.00 강 　 0.94 강

연뿌리 　 　 　 　

염교 　 0.96 강 　 0.99 강

균질화 채소 　 1.00 강 　 0.33 중강

채소종자 　 　 0.36 중강

채소혼합물 　 1.00 강 　 1.00 강

채소주스 　 0.67 강 　 0.96 강

기타채소 　 1.00 강 　 0.98 강

치커리 　 1.00 강 　 0.98　 강

양엉겅퀴 　 　 　 　

후추 0.80 강 -0.84 　 강

스위트콘 　 0.33 중강 　 0.99 강

올리브 　 　 　 　

고구마줄기 　 1.00 강 　 1.00 강

케이퍼 　 　 　 　

사우어크라우트 　 　 　 　

아티초크 　 　 　 　

주: 1) 2010년~2012년 TSI 지수 평균값 사용. 음영 품목은 양국 간 교역이 없는 품목.

2) 0.5≤TSI≤1은 중국특화(강), 0≤TSI≤0.5는 중국특화(중강), -0.5≤TSI≤0은 한

국특화(중강), -1≤TSI≤-0.5는 한국특화(강).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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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한·중 과실류 교역의 TSI 지수 계측 결과

TSI 지수

1996/1998년 2010/2012년

한국특화 중국특화 강도 한국특화 중국특화 강도

사과 0.67 강 　 0.99 강

배 0.94 강 　 1.00 강

복숭아 0.97 강 　 0.95 강

살구 　 0.67 강

프룬 -0.67 　 강

버찌 0.90 강 　 1.00 강

나무딸기 　 1.00 강

감 -0.33 중강 　 　 　

키위 -0.33 　 중강

대추야자 　 0.67 강

파인애플 0.33 중강 　 0.50 강

망고 　 1.00 강

바나나 　 0.33 중강

코코넛 　 1.00 강

브라질넛 　 0.33 중강

캐슈넛 0.33 중강 　 0.95 강

오렌지 -1.00 　 강

만다린류 -0.33 　 중강

레몬 　 0.18 중강

그레이프푸루트 　 0.01 중강

유자 -1.00 　 강

기타감귤류 0.33 중강 　 0.72 강

포도 0.61 강 　 0.83 강

과실혼합물 0.33 중강 -0.81 　 강

단일과실조제품 -1.00 강 -1.00 　 강

기타과실 0.82 강 　 0.86 강

주: 1) 2010년~2012년 TSI 지수 평균값 사용. 음영 품목은 양국 간 교역이 없는 품목.

2) 0.5≤TSI≤1은 중국특화(강), 0≤TSI≤0.5는 중국특화(중강), -0.5≤TSI≤0은 한

국특화(중강), -1≤TSI≤-0.5는 한국특화(강).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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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과 <표 6-4>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에서 분

류하여 제시한 AG코드 채소류 49개 품목, 과실류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

각 1996/98년(3년 평균)과 2010/12년(3년 평균)의 한 중 채소류 및 과실류 교

역의 수출특화지수를 계측한 결과이다.

채소류 계측 결과 한국 시장에 대해 수출특화된 중국산 품목 수는 1996/98

년 30개(강 26개, 중강 4개)에서 2010/12년 35개(강 32개, 중강 3개)로 증가하

였고 특화 정도도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 시장에 대해 수출특화된 한국산 품

목 수는 동기간 0개에서 2개(수박 중강, 후추 강)로 증가했다.

과실류 계측 결과 한국 시장에 대해 수출특화된 중국산 품목 수는 1996/98

년 10개(강 5개, 중강 5개)에서 2010/12년 18개(강 14개, 중강 4개)로 증가하

였고 특화 정도도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 시장에 대해 수출특화된 한국산 품

목 수는 동기간 2개(감, 단일과실조제품)에서 7개(프룬, 키위, 오렌지, 만다린

류, 유자, 과실혼합물, 단일과실조제품)로 증가하였다. 과실류는 채소류에 비

해 대 중국 수출경쟁력이 다소 높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3.2. 분업관계 분석

한·중 농산물 교역의 분업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 국가의 품목의 산업

내무역(intra-industry trade) 여부를 측정하는 데 자주 활용되는 Grubel-Lloyd

지수(G-L 지수)를 활용하였다. 여기서 G-L 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위 식에서 와 는 각각 한 국가의 개별품목 의 수출액과 수입액 규모

를 나태내고 있다. G-L 지수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산업내무역이 활발하다

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 해당 국가와 무역상대국의 산업이 보완관계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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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G-L지수 값이 0에 가까우면 양국 간 무역은 산업 

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고 양국의 산업간에 보완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진단한다.

<표 6-5>와 <표 6-6>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에서 분

류하여 제시한 AG코드 채소류 49개 품목, 과실류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

각 1996/98년(3년 평균)과 2010/12년(3년 평균)의 한 중 채소류 및 과실류 교

역의 G-L 지수를 계측한 결과이다.

채소류 계측 결과 산업간무역 품목이 양 기간에 걸쳐 채소종자 1개에 불

과할 정도로 일방무역이 압도적인 형태로 상호보완관계가 극히 미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

과실류 계측 결과 산업간무역 품목이 양 기간에 걸쳐 전무할 정도로 중국

의 한국 시장에 대한 일방무역이 압도적인 형태로 상호보완관계가 극히 미

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5. 한·중 채소류 교역의 G-L 지수 계측 결과

채소류

G-L 지수

1996/1998 2010/2012

산업내

무역

산업간

무역
강도

산업내

무역

산업간

무역
강도

배추 0.00 강 　 0.01 강

양배추 0.04 강 　 0.00 강

꽃양배추 　 　 0.00 강

김치 　 　 0.00 강

상치 　 　 0.00 강

결구상치 　 　 0.00 강

시금치 0.00 강 　 0.00 강

무 0.00 강 　 0.00 강

당근 0.00 강 　 0.00 강

기타근채 0.00 강 　 0.00 강

주: 1) 2010~2012년 G-L 지수 평균값 사용. 음영 품목은 양국 간 교역이 없는 품목.

2) 0.75≤GL≤1은 산업내무역(강), 0.5≤GL≤0.75는 산업내무역(중강), 0.25≤GL≤

0.5은 산업간무역(중강), 0≤GL≤0.25는 산업간무역(강).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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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한·중 채소류 교역의 G-L 지수 계측 결과(계속)

채소류

G-L 지수

1996/1998 2010/2012

산업내

무역

산업간

무역
강도

산업내

무역

산업간

무역
강도

토마토 0.00 강 　 0.15 강

오이 0.00 강 　 0.01 강

멜론 　 0.01 강

호박 0.13 강 　 0.00 강

딸기 　 0.01 강

수박 　 0.00 강

양파 0.03 강 　 0.00 강

파 0.00 강 　 0.00 강

쪽파 0.00 강 　 0.01 강

마늘 0.00 강 　 0.01 강

부추 0.00 강 　 0.00 강

기타파속채소 0.01 강 　 0.00 강

아스파라거스 0.00 강 　 0.00 강

셀러리 　 0.00 강

고추 0.01 강 　 0.00 강

생강 0.02 강 　 0.00 강

토란줄기 0.00 강 　 0.06 강

염교 0.04 강 　 0.01 강

균질화 채소 0.00 강 　 0.00 강

채소종자 0.64 　 중강

채소혼합물 0.00 강 　 0.00 강

채소주스 0.00 강 　 0.04 강

기타채소 0.00 강 　 0.02 강

치커리 0.00 강 　 0.00　 강　

후추 0.20 강 　 0.16 강

스위트콘 0.00 강 　 0.01 강

고구마줄기 0.00 강 　 0.00 강

주: 1) 2010~2012년 G-L 지수 평균값 사용. 음영 품목은 양국 간 교역이 없는 품목.

2) 0.75≤GL≤1은 산업내무역(강), 0.5≤GL≤0.75는 산업내무역(중강), 0.25≤GL≤

0.5은 산업간무역(중강), 0≤GL≤0.25는 산업간무역(강).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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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한·중 과실류 교역의 G-L 지수 계측 결과

채소류

G-L 지수

1996/1998년 2010/2012년

산업내

무역

산업간

무역
강도

산업내

무역

산업간

무역
강도

사과 0.00 강 　 0.01 강

배 0.06 강 　 0.00 강

복숭아 0.03 강 　 0.05 강

살구 　 0.00 강

프룬 　 0.00 강

버찌 0.10 강 　 0.00 강

나무딸기 　 0.00 강

감 0.00 강 　 　 　

키위 　 0.00 강

대추야자 　 0.00 강

파인애플 0.00 강 　 0.17 강

망고 　 0.00 강

바나나 　 0.00 강

코코넛 　 0.00 강

브라질넛 　 0.00 강

캐슈넛 0.00 강 　 0.05 강

오렌지 　 0.00 강

만다린류 　 0.00 강

레몬 　 0.16 강

그레이프푸루트 　 0.01 강

유자 　 0.00 강

기타감귤류 0.00 강 　 0.28 중강

포도 0.39 중강 　 0.17 강

과실혼합물 0.00 강 　 0.19 강

단일과실조제품 0.00 강 　 0.00 강

기타과실 0.18 　 0.14 강

주: 1) 2010년~2012년 G-L 지수 평균값 사용. 음영 품목은 양국 간 교역이 없는 품목.

2) 0.75≤GL≤1은 산업내무역(강), 0.5≤GL≤0.75는 산업내무역(중강), 0.25≤GL≤

0.5은 산업간무역(중강), 0≤GL≤0.25는 산업간무역(강).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ti.net).



한·중 원예농산물 무역구조와 분업·경쟁관계 161

4. 한·중 간 원예농산물 생산비 비교 분석30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6-7>은 한·중 간 노지배추와 사과의 생산비를 2000년과 2012년 시

점에 비교한 것이다. 2000~2012년 동안 노지배추와 사과의 연평균 생산비 증

가율은 한국의 경우 각각 10.1%와 6.3%인 데 비해 중국은 각각 16.6%와 

18.0%로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표 6-7 참조).

표 6-7. 노지배추와 사과의 한·중 생산비 비교(2000년, 2012년)

단위: 원(주산물 단위당), %

구분
한 국 중 국 C

2000 A 2012 A B 2000 A 2012 A B 2000 2012

배

추

10kg

생산비 985 100.0 2,340 100.0 10.1 275 100.0 1,093 100.0 16.6 3.6 2.1

직접비 290 29.4 854 36.5 12.8 137 50.0 459 42.0 14.4 2.1 1.9

간접비 695 70.6 1,486 63.5 8.8 137 50.0 634 58.0 18.5 5.1 2.3

-노동 538 54.6 1,023 43.7 7.4 108 39.4 498 45.6 18.5 5.0 2.1

-토지 38 3.9 168 7.2 18.0 22 8.0 119 10.9 20.6 1.7 1.4

-자본 119 6.1 295 6.3 10.6 7 1.3 17 0.8 10.1 16.7 17.4

사

과

15kg

생산비 11,408 100.0 19,791 100.0 6.3 1,395 100.0 6,180 100.0 18.0 8.2 3.2

직접비 4,599 40.3 7,598 38.4 5.7 563 40.4 2,389 38.7 17.4 8.2 3.2

간접비 6,809 59.7 12,192 61.6 6.7 832 59.6 3,792 61.3 18.4 8.2 3.2

-노동 5,279 46.3 8,599 43.4 5.6 570 40.9 3,279 53.1 21.5 9.3 2.6

-토지 6 0.1 558 2.8 65.5 236 16.9 419 6.8 6.6 0.0 1.3

-자본 1,525 10.0 3,036 11.5 8.0 26 1.4 94 1.1 15.2 58.1 32.3

주: A는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B는 2000~2012년 연평균 증가율(%), C는 중국 

대비 한국 생산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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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

30 이인규 등(2005)이 각국의 생산비 통계가 비목이 상이하여 비교분석이 용이하

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목을 재구성하는 연구방법을 제안하였음. 여

기서는 이인규 등(2005)의 연구방법에 따라 양국의 공식 생산비 통계가 있는 

품목인 노지배추와 사과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비를 비교하였음.



한·중 원예농산물 무역구조와 분업·경쟁관계162

<표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비를 크게 직접생산비31와 간접생산비32

로 구분하면 중국의 생산비 상승은 직접생산비보다 간접생산비의 상승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노동비용의 상승이 생산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노동비용은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이다. 2012년도 노동비용이 중국의 노지배추

와 사과의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6%와 53.1%에 달했다(한국

의 경우 각각 43.7%, 43.4%). 2000~2012년 동안 노동비용의 연평균 상승률은 

노지배추가 18.5%, 사과가 21.5%로 모두 전체 생산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

과하였다.

노동비용을 자가노동과 고용노동으로 구분해서 보면 고용노동비용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00~2012년 동안 고용노동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노지

배추의 경우 51.4%, 사과의 경우 55.8%에 달한다. 고용노동비용의 증가율은 

노지배추와 사과 모두 전체 생산비목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큰 비목이다. 한

국의 경우 토지용역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 기간 노지

배추의 경우 18.4%, 사과의 경우 65%를 나타냈다.

31 이인규 등(2005)이 제안한 방법에 따르면 직접생산비는 비료, 농약, 자재 등 소

모성 투입재에 대한 비용 또는 직접 특정 작목에 계산하여 넣을 수 있는 비목

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됨. 직접생산비=종묘비+비료비+농약비+영농광열비+기

타재료비+수리비+위탁영농비+소농구비+수선비+기타비용. 소농구비는 내구재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금액이 적고 대체적으로 내구년 수도 길지 않은 것을 감

안하여 직접생산비에 포함하고, 기타비용은 어느 비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비용

으로 협회비, 교통비, 전화요금, 세금, 보험 등을 포함함.
32 이인규 등(2005)이 제안한 방법에 따르면 간접생산비는 직접생산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 주로 타 작목과 분담하여 계산하거나 생산요소(토지, 노동, 자

본 등)에 대한 기회비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됨. 간접생산비=

감가상각비(기계, 시설)+노동비(자가, 고용)+토지용역비(자가, 임차지)+자본요

역비(고정,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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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한·중 간 배추와 사과의 생산비 격차 변화 추이(1998∼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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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

한·중 간 농산물 생산비 격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중간 노지배추의 10kg당 

생산비 격차는 1998년 2.9배에서 2005년 4.9배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격차

가 줄어들어 2012년 2.1배로 감소했다. 사과의 경우 15kg 당 생산비 격차가 

1998년 8.4배에서 2005년 11.9배로 증가하였으나 점차 격차가 축소되어 2012

년 3.2배 차이로 줄어들었다.

4.1.2. 한·중 간 생산비 격차 변동 요인 분석

가. 분산분해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중간 노지배추와 사과의 생산비 격차가 축

소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전형진 외(2011)의 연구방법과 동일한 방법

으로 분석대상 품목의 생산비 격차에 대한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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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목 노지배추 사과

종묘비 7.5 0.0

비료비 23.1 0.1

농약비 5.0 10.3

영농광열비 3.9 5.3

수리(水利)비 -0.3 -0.8

위탁영농비 -0.3 -0.8

기타재료비 8.2 5.5

기타비용 2.5 25.9

직접생산비 소계 49.7 45.5

노동비 27.1 25.9

토지용역비 5.3 7.9

자본용역비 17.9 20.7

간접생산비 소계 50.3 54.5

생산비 합계 100.0 100.0

표 6-8. 한·중 간 노지배추와 사과 생산비 격차의 분산분해 결과

단위: %

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생산비 차이 변동에 대한 생산비목별 

기여도를 계측하였다.

     



  

  


 (식 1)

    


   (식 2)

(식 1)에서 원화로 표현한 양국의 생산비 격차()는 한국 생산비()에서 

중국 생산비()에 원화대비 위안화 환율()을 곱한 값을 빼 산출한다. 비목

별 생산비 격차() 또한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모든 비목의 생산비 격차

를 더한 것이 곧 한·중 간 생산비 격차이다. 생산비목별 한·중 간 생산비 격

차 기여도()는 (식 2)과 같이 해당 비목과 전체 생산비 격차의 공분산이 전

체 생산비 격차의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한다. 모든 생산비목의 

기여도를 더한 값은 1이다.

<표 6-8>은 중국의 노지배추와 사과를 대상으로 분산분해를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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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품목 모두 양국 간 생산비 격차의 축소에 대

한 생산비목별 기여도는 직접생산비에 비해 간접생산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간접생산비 중에서도 노동비용과 자본용역비용의 기여도가 높게 나

타났다. 직접생산비 중에서는 노지배추의 경우 비료비, 사과의 경우 기타비

용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계량모형

양국 간 생산비 격차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는 데 분산분해는 외부 영향 요

인까지 고려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형진 등(2011,

2012)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계량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는 분석대

상인 2개 품목(배추, 사과)과 양국의 15개 연도(1998~2012)의 생산비 패널자

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용함수 형태의 추정방정식을 설정하였다. 일

반적으로 실증분석에서 자주 활용되는 트랜스로그 형태의 비용함수는 각 생

산요소의 가격 이외에도 이들의 이차항과 교차제곱항을 포함하고 있어 생산

요소 간 대체 및 보완 관계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서는 양국의 생산기술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양국 간 생산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기 때문

에 보다 간결한 추정방정식을 설정하였다.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식 3)

(식 3)에서 는 한·중 간 생산비 비율, 는 시간당 노동단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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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노지배추와 사과의 한·중 간 생산비 격차 요인분석 결과(FGLS)

변 수
노지배추 사과

추정계수 값 표준편차 추정계수 값 표준편차

 0.760 *** (0.125) 0.570 *** (0.125)

 -0.490 *** (0.168) -0.791 *** (0.023)

 0.006 (0.032) 0.015 (0.009)

 -0.222 (0.149) -0.474 *** (0.024)

 0.029 (0.157) -0.430 *** (0.090)

 -2.390 (2.283) -5.494 *** (0.750)

 -0.622 *** (0.208) 0.026 (0.217)




 -0.504 *** (0.120) -0.204 *** (0.056)




 -0.152 (0.126) -0.265 *** (0.045)


  0.018 (0.254) 0.903 *** (0.219)


  -0.539 *** (0.196) -1.693 *** (0.113)

 -1.178 *** (0.340) -1.004 *** (0.074)

관측치 15 15

Wald =26,558 =1,533,729

AR(1) -0.1448 -0.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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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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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a당 토지임차료, 은 명목대출이자율, 는 생산자물가지수, 는 원/위안화

환율, 는 노동비용/자본비용, 는 생산비 중 직접생산비 비중,

는 단수의 한·중 간 비율을 나타낸다.

추정방정식의 설명변수는 양국의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 중간재) 가격,

환율 그리고 양국의 품목별 생산구조 및 생산기술 변화를 계측할 수 있는 대

리변수들을 설정하였다. 이 중 양국의 화폐단위로 산출된 시간당 농업노임과 

10a당 토지임차료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양국의 명목대출이자율과 생산

자물가지수는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한다.33 설명변수 가운데 노동비용/

33 관찰치 수에 비해 설명변수 수가 더 많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자율과 물가지

수는 양국 간 비율로 대체하였음. 이러한 변수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석기간 

동안 두 변수(한·중간 이자율 비율, 물가지수 비율)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작

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다만 탄력성인 추

정계수를 해석할 때 다른 변수(농업노임, 토지임차료)와는 달리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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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용()과 생산비 중 직접생산비 비중( )은 품목별로 양국의 생

산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대리변수이다. 단수의 한·중 간 비율( )은 양국 

간 생산기술 격차가 생산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주는 변수이다.

모형의 추정은 먼저 분산성분을 추정하고 추정치를 이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추정가능일반화최소자승법(FGLS)을 이용하였다. 이는 생산비 패널

자료의 경우 품목별로 생산구조상 특성이 존재할 수 있고, 금년도 생산비에 

전년도 생산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식 3)의 오차항은 이분산성과 시계

열 자기상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차항의 분산성분을 고려

치 않은 OLS 추정량은 비효율적이다.

<표 6-9>는 모형 추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추정식이 Log-Log 함수형태

인 관계로 추정 결과의 각 계수는 탄력성을 나타낸다. 추정결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노지배추와 사과 모두 중국의 농업임금 상승과 토지용역비 상승이 

양국 간 생산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노지배추는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위안화 환율은 

노지배추의 경우 탄성치가 –0.62로 계측되어 양국 간 생산비 격차를 결정하

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단, 사과의 경우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중국산 원예농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 인식 및 구매의향

5.1. 설문조사 개요

중국산 원예농산물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수요를 전망하기 

위하여 2개의 소비자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주)와이앤컴

퍼니). 첫 번째 그룹(A)은 국내 일반소비자, 두 번째 그룹(B)은 한국에서 식

당을 운영하는 경영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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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설문조사 개요

A그룹 B그룹

표본수 737 378

조사대상

국내 일반소비자

(주부,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분식집(12%), 전통음식점(49%),

고기구이집(18%), 한정식집(3%),

도시락판매점(2%)

조사방법 E-mail을 통한 웹조사 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3.6.7∼6.17 2013.6.10∼6.26

조사지역 전국 서울

5.2. 설문조사 주요 결과

5.2.1. 채소류

가. 국내 일반소비자

A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

는 소비자 비율이 54.4%로 조사되어 이전에 조사된 56.7%34와 비슷한 것으

로 나타났다. 주로 구입한 품목은 나물류(고사리, 도라지), 잡곡류(참깨, 조,

수수, 참기름), 채소류(고춧가루, 마늘, 양파, 당근)이었으며 주로 재래시장과 

대형할인매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 중 93.7%, 구입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 중 98.2%는 중국산 농산물이 ‘품질이나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불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로는 ‘중국에서의 농식품 생

산 및 가공·유통 과정이 안전하거나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34 전형진 등(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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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국내 일반소비자의 향후 중국산 농산물 구매의향 비율

자료: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낮은 가격의 저질 농산물을 수입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73.8%는 향후에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 23.1%도 향후에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 및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불안하

다고 여기고 있으나, 국내 농산물가격이 크게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산 채소류(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김치, 배추)의 만족도 조사 결

과, 중국산 채소류는 국산보다 ‘맛이 없다’라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이 

82.7%로 나타났으며, 식품안전성도 국산에 비해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비

율이 92.6%로 나타났다.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자

들 중 58.4%는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중국산 채소류를 구입하지 않겠다’

라고 응답하여,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비율(26.2%)보다 높

게 나타나, 중국산 일반농산물보다 중국산 채소류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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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국내 일반소비자의 중국산 농산물 및 채소류 구매의향 비율

자료: 설문조사 분석 결과.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없는 국내 소비자들 82.2%는 ‘중국산 채

소류를 구입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중국산 일반농산물을 구입

하지 않겠다’라는 비율(76.9%)보다 높아 중국산 채소류의 부정적인 인식이 

다른 농산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

이 있는 소비자들이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보다 중국산 채소류에 대해 부정

적인 인식을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 국내 일반 소비자의 중국산 채소류에 대한 지불금액 추정

단위: 원/kg

소매가격

WTP 추정

중국산 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국산 농산물 구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

고춧가루 35,000 19,130(54.7%) 17,980(51.4%)

깐마늘 10,000 5,450(54.6%) 5,180(51.8%)

양파 3,500 1,950(55.7%) 1,890(54.1%)

김치 7,000 3,840(54.8%) 3,540(50.5%)

대파 3,000 1,700(56.6%) 1,530(51.1%)

주: ( )속은 소매가격 대비 WTP 비율임.

자료: 설문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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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지불의사가 없는 소비자 비중을 보면, 고춧가루의 경우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 중 69.8%는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 86.8%보다 낮게 나타

났다. 깐마늘의 경우도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51.7%

가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구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 79.8%보

다 낮게 나타났다. 양파도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43.7%만이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구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75.4%로 높게 나타났

다. 김치는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75.8%, 구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87.8%가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파는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

자 51.0%, 구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78.7%가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국산 채소류에 대한 지불의사가 없는 소비자 비중은 중국산 농산

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구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보다 20%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중

국산 채소류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

후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중국산 채소류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산 채소류의 지불금액은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중국산 채소류 가격이 국산 채소류 가격 대비 55.3%일 경우 구

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

은 국산 채소류 가격대비 51.8%이면 중국산 채소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국산 채소류의 가격은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의 유무와 상관

없이 국산 채소류 가격의 절반 수준이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식당경영주

국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일반소비자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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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일반소비자는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 및 식품안전성에 대해 94% 이

상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내 음식점 경영주는 53.1%가 신뢰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도 37.9%만이 부정적이

라고 응답하여 일반소비자의 75.4%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국산 채소류 중 고춧가루와 김치의 구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중국산 고춧가루의 구입 비중은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김치

가 43.7%, 다진마늘이 39.4%로 나타났다. 깐마늘과 양파의 구입 비중은 각각 

19.8%이며, 다음으로 배추와 깐대파가 7.9%, 5.6%로 나타났다.

국내 음식점의 향후 중국산 채소류에 대한 구매 의향은 구입한 경험 비중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음식점의 중국산 고춧가루 구매 의향은 

74.1%로 높으며, 다른 채소류도 구입 비중보다 구매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향후 구매 의향이 높은 원인으로 가격 때문이라는 응답이 75% 이상으

로 나타나 최근 국산 채소 가격이 높아 가격이 낮은 중국산을 선호하기 때문

이다.

국내 음식점의 중국산 채소류에 대한 지불 가능금액은 국산 대비 55% 수

그림 6-7. 국내 음식점의 중국산 채소류 구입 비중 및 구매의향

자료: 설문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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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인 것으로 나타나 중국산 농산물을 경험한 일반소비자의 지불 가능 금액

과 비슷하다. 이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을 신뢰하는 수준에

서 차이가 있으나, 중국산 농산물의 가치는 국산의 절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6-12. 국내 음식점의 중국산 채소류에 대한 지불금액 추정

단위: 원/kg

소매가격 WTP 추정

고춧가루 35,000 18,840(53.8%)

깐마늘 10,000 5,464(54.6%)

양파 3,500 1,943(55.5%)

김치 7,000 3,862(55.5%)

대파 3,000 1,651(55.0%)

주: ( )속은 소매가격 대비 WTP 비율임.

자료: 설문조사 분석 결과.

5.2.2. 과실류

가. 국내 일반소비자

중국산 사과의 경우 응답자의 73.2%는 품질 수준이 ‘매우 낮음’, ‘낮음’ 으

로 인식하고 있으며, 25.2%는 ‘보통’이라고 평가하였다. 가격수준은 ‘낮

음’(42.2%)과 ‘보통’(39.9%)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응답

자의 88.8%는 중국산 사과의 안전성 수준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배의 품질 수준에 대해 대부분의 설문참여자는 ‘매우 낮음’(23.3%),

‘낮음’(50.6%)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4.4%였다.

사과의 경우와 유사하게, 응답자의 88.3%는 중국산 배의 안전성에 염려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산 감귤의 품질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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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사이에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된 반면 안

전성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포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또한 앞서 언급된 품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품질 및 안전성 수준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격 수준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신선과일 형태로 중국산 사과, 배, 감귤, 포도가 수입될 경우 소비자의 구

입의향을 조사한 결과 사과(84.5%), 배(84.4%), 감귤(85.7%), 포도(86.1%)의 

모든 품목에서 ‘구입의향이 없다'는 비중이 높았다. 구입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산보다 안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생산·유통과정이 위생

적이지 않고, 검역·검사 과정이 허술하게 관리될 것 같아)’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내산보다 중국산의 신선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와 ‘맛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5% 내외는 신선

과일 형태로 중국산 과일이 수입될 경우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구입의향의 주요 요인으로 대부분이 ‘국내산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국내산과 안전성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로 조사

되었다.

중국산 신선과일의 구입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50% 이상은 중국산 과일

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그 다음으로 ‘국

내산보다 맛이 더 좋다면’,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다면’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3. 중국산 신선 과일 구매의향

단위: %

　 사과 배 감귤 포도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다면 구입할 의향이 있다. 17.6 18.5 14.2 15.4

국내산보다 맛이 좋다면 구입할 의향이 있다. 28.7 28.1 27.6 19.9

국내산보다 외관(모양, 색깔, 크기 등)이 좋다면

구입할 의향이 있다.
2.2 5.9 4.5 4.4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구입할 의향이 있다. 51.5 47.4 53.7 6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설문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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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중국산 신선 과일 구입 결정 요인

단위: %

　 사과 배 감귤 포도

가격 14.5 15.3 11.8 12.4

브랜드 1.4 1.5 0.7 0.0

맛 27.5 28.5 25.7 22.6

신선도 10.9 10.9 12 5 9.5

전처리 여부 0.7 2.9 2.9 1.5

규격 통일 여부 0.0 0.0 0.0 0.7

외관(모양, 색깔, 크기 등) 1.4 2.9 5.1 2.2

안전성 43.5 38.0 41.2 5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설문조사 분석 결과.

중국산 신선 과일을 구입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안전성’

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맛’, ‘가격’, ‘신선도’ 순이다.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들은 중국산 과일의 품질 수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성 부분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소비자들은 중국산 과일을 소비한 경험이 없지만, 대중매체로부터 중

국산 불량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한 것으

로 추정된다.

사과, 배, 감귤, 포도에 대한 최근 5년간 국내 평년 소매가격을 준거가격으

로 제시한 후, 동일한 중국산 품목이 당장 수입될 시 구입의향 여부와 구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 지불의향 가격을 질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사

과, 배, 감귤, 포도의 지불의향이 없는 비중은 각각 74.5%, 75.4%, 79.1%,

80.5%로 매우 높았다. 한편, 중국산 과일 품목의 구입의향을 표시한 소비자

들은 모두 국내산 동일품목 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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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중국산 사과, 배, 감귤, 포도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 금액35

단위: 원

품목 사과 배 감귤 포도

소매가격 19,600 25,400 2,500 4,700

WTP 추정
9,654

(49.3%)

13,714

(54.0%)

1,323

(53.0%)

2,670

(56.8%)

주: 소매가격은 사과는 후지 10개(상품), 배는 신고 10개(상품), 포도는 캠벨 1kg(상품)

가격임.

자료: 설문조사 분석 결과.

최근 중국 정부는 과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중국 농업부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대표적인 비교우

위 농산물인 사과, 감귤, 배의 수출 촉진을 위해 식물병해충 무발생지역 육

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출전문단지에서 생산

되어 수출되는 포도의 품질은 국내산 포도 못지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향후 중국산 과일이 국내에 수입 허용되더

라도 시장 확대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설문조사가 중국 

과일을 구입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실

제로 소비자가 중국산 과일을 경험할 경우 중국산 과일에 대한 인식의 개

선이 이루어져 예상보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 식당경영주

설문에 참가한 식당경영주의 71.9%는 중국산 사과의 품질수준을 ‘매우 낮

음’, ‘낮음’으로 평가하고 있고 있으며, 가격수준 또한 ‘낮다’는 응답 비중이 

66.6%로 조사되었다. 사과의 안전성 수준이 ‘높다’는 비중은 단지 3.1%에 불

과하여,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계량경제학 모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함수 추정결과, 지불의사금액이 국내 소

매가격 대비 평균비율 5% 미만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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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6. 중국산 과일 구입 및 비구입 이유

단위: %

구입 이유 사과 배 감귤 포도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55.2 50.9 54.2 51.5

국내산과 중국산의 소비자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5.5 17.0 14.6 10.3

품질이 국내산보다 좋을 것이기 때문에 5.2 7.5 6.2 14.7

국내산과 안전성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12.1 11.3 12 5 10.3

구입처에서 수입산을 주로 취급할 것이기 때문에 8.6 7.6 8.3 10.3

기타 3.4 5.7 4.2 2.9

합계 100.0 100.0 100.0 100.0

비구입 이유 사과 배 감귤 포도

국내산보다 안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61.7 57.8 55.1 59.2

국내산보다 신선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16.0 16.1 17.1 16.3

국내산보다 맛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13.1 16.7 17.1 14.5

국내산보다 가격이 비쌀 것이기 때문에 2.4 1.9 2.3 2.3

국내산보다 외관이 좋지 않을 것 같아 2.4 2.8 3.2 2.6

기타 4.4 4.7 5.2 5.1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의 각각 71.3%, 65.1%는 중국산 배의 품질 수준과 가격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다. 안전성 수준의 응답 비중 또한 2.3%로 매우 낮았다.

중국산 감귤의 품질 수준과 안전성 수준에 대한 평가도 매우 부정적이다.

품질 수준과 안전성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3.4%, 1.5%에 그친 

반면 가격 수준이 낮다는 비중은 67.8%로 조사되었다.

중국산 포도의 경우, 설문참여자의 각각 71.2%와 78.8%는 품질 수준과 안

전성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0%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사과의 향후 구입의향은 ‘있음’ 22.0%, ‘없음’ 78.0%로 나타났다.

사과 구입 이유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가 55.2%로 가

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국내산과 중국산의 소비자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

을 것이기 때문에’(15.5%), ‘국내산과 안전성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12.1%)로 조사되었다. 중국산 사과 비구입 이유는 ‘국내산보다 안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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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것이기 때문에’가 61.7% 비중으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20.1%는 중국산 배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낮은 가격’이 50.9%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구입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국내산보다 안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

에’가 57.8% 비중을 보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중국산 감귤을 구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구입의 주 이유로는 역시 ‘안전성’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구입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에 한하여 구입 주요인을 질문한 결과 ‘낮은 가격 수준’이 

54.2%로 가장 높았다. 중국산 포도 향후 구입의향은 ‘있음’ 25.8%, ‘없음’

74.2%로 조사되었다. 중국산 포도 구입 이유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을 것

이기 때문에’가 51.5%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구입에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안전성에 가장 큰 염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과일 구입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구입 시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설문하였다. 전반적으로 중국산 과일 구입결

정의 고려 요인은 ‘안전성’이 27.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신선도

(25.6%), 맛(20.5%), 가격(18.3%), 전처리 여부(2.2%), 외관(2.2%), 브랜드

(1.5%), 규격 통일 여부(0.8%), 기타(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8. 중국산 과일의 구입결정 고려 요인

단위: %

자료: 설문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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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중국산 냉동·가공과일의 구입의향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그림 6-9>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5명 가운데 4명

은 중국산 냉동과일이나 가공과일을 구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9. 중국산 냉동·가공과일 구입의향

단위: %

자료: 설문조사 분석 결과.

6. 시사점

한·중 간 원예농산물 교역은 대부분 산업간무역으로서 교역구조상 보완 

관계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은 가공농

식품류와 채소류 위주의 품목구조가 고착화되었는데 향후 중국의 농식품 가

공업의 발전을 전제하면 가공농식품류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양념채소류의 수입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산 원예농산물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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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급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심 품목을 대상으

로 해당 품목의 중국내 주산지를 연계하여 정책,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상시

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역·품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수시

로 분산함으로써 우리의 정책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주요 농산물의 작황 변화가 큰 가

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가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수급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인

접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국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채소류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품목 모니터링체

계와 연계하여 부족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한 응급상황

시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 상승은 간접생산비, 특히 노동비용과 토지용역비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생산비 절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생산비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중 간 농산물무역은 중국

산 농산물이 점차 가격비교우위를 상실해가는 상황을 가정하면 품질경쟁력,

식품안전성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원예산업의 입

장에서는 중국 농업이 고비용 농업구조로 전환되는 국면을 활용하여 가격경

쟁력 격차를 줄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반소비자와 식당경영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들의 중

국산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중국산 소비 경험이 많은 식당경영주들의 인식이 일반소비자들

보다 긍정적이라는 점은 일반소비자들도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경험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소비자 중 중국산 농산물 구입경험이 없는 소

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일반소비자의 경우 중국산 농산

물에 대한 직접적인 소비경험보다는 간접적인 정보나 국가 이미지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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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음식점의 경영

주들은 향후 중국산 채소류에 대해 높은 구매의향을 보이고 있다. 식자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주요 수요처가 식당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일반소비자나 식당경영주들이 중국산 채소류에 대해 비교적 높은 구

매의향을 나타낸 주요 원인은 낮은 가격이다. 이는 한 중 간 농산물 가격 격

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농

산물에 대한 잠재 수요는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식물검역조치로 수입

이 금지된 과실류에 대해 만약 수입될 경우 구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

자들도 국내산보다 싼 가격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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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시각

한·중 간 농산물 교역을 제약하는 최대 요인은 양국의 동식물 검역조치이

다. 한국과 중국은 각자 동식물 검역 관련 법률에 의거 양국 간 신선 육류,

신선 과채류, 신선 과실류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동물방역법 과 

식물방역법 에 의거하여 중국산 신선 과채류·과실류·육류의 수입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산 신선 과채류·과실류의 경우 2003년부터 수입

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산 신선 육류의 경우 수출입동식물검역법 과 동물

방역법 에 의거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가공농산품류와 채소류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채소류는 김치와 양념채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36

특히 중국산 양념채소의 수입액 비중이 높은 것은 국내 공급 부족에 따른 수

입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동식물 검역 조치로 중국산 신선 과채류·과실류·

육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와 같은 대 중국 농산

물 수입구조로 볼 때 한·중 FTA로 인한 국내 농업 분야의 피해는 주로 양념

채소를 비롯해 잡곡류, 두류, 특 약용작물 등 밭작물에 집중될 것이라는 것

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36 2010~12년(3년 평균)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 중 김치와 4대 양념채소(고추, 마

늘, 양파, 파)의 비중이 15.4%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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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검역조치는 한·중 FTA의 파고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항구적으로 유효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점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양국 모두 신선 과채류·과일류·육류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자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

해 놓은 상태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단계적으로 이들 품목의 수입금지 조

치가 해제될 경우 주로 양념채소에 집중되던 국내 농업 분야의 피해도 과실

류, 과채류, 축산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한·중 농산물교역에서 동식물 검역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특

히 지역화(regionalization)가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중국이 국내 동식물 검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SPS 협상에서 지역화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의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지역화관리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상의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이 장에서는 먼저 중국이 교역상대국의 동식

물 검역 조치를 무력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화 

이슈에 관해 그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 동향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이 200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식물병해충 지역화관리 정책의 전개 과정을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마지막으

로 향후 한·중 FTA 2단계 협상이나 검역 협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국이 

기존 교역상대국과의 검역 협상 또는 FTA 협상에서 지역화 이슈를 제기했

거나 관철한 사례를 고찰하였다.

2. SPS 지역화 개념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37

37 전형진 등(2012)의 연구 결과(제5장, pp.228~259)를 인용하여 요약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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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regionalization)의 개념은 WTO/SPS 협정문 제6조에 정의되어 있다.

제6조 1항은 농산물 수출국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입국에 적합한 위생조치

를 취하도록 명시하였다. 수출국 지역의 특성을 평가할 때는 특정 병해충의 

유병률, 방제계획의 유무, 관련 국제기구(OIE, IPPC)가 개발한 적정 기준이나 

지침 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6조 2항은 1항의 요건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병해충 안전지역(pest or

disease-free areas)’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PPC는 ‘해충 안

전지역(pest-free areas)’과 ‘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areas of low pest

prevalence)’, OIE는 ‘지역(zoning)’과 ‘구역화(compartmentalization)’로 구분하

였다.

제6조 3항은 수출국으로 하여금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수입국에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러나 증거의 정체 또는 기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WTO/SPS 협정문 제6조에서 정의한 지역화 개념에 따르면 SPS 지역은 한 

국가의 전체 지역, 한 국가의 일부 지역, 여러 국가의 모든 지역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정문 제6조에는 그 개념이나 정의 측면에서 불확실한 

기준이나 완전하지 못한 예시가 제시되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다만 지역

화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그 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출국이 수입국

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SPS위원회는 WTO/SPS협정문 제6조에 명시한 지역화 원칙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전개해왔다. 2003년과 2005~2006

년에 열린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지역화 인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

다. 그 결과 2008년 5월 SPS협정문 제6조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지침

(G/SPS/48)38이 채택되었다.

38 Guidelines to Furthe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rticle 6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G/SP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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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 논의의 핵심은 수출국의 전체 또는 부분 그리고 국경에 걸쳐 있는 

지역을 병해충 안전지역으로 인정하는 문제이다. 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으로

부터의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국의 조치가 더 이상 전체 국가 수준에

서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WTO/SPS위원회의 지침은 수출입국 간에 SPS협정문 제6조의 이행을 보장

하기 위한 것으로 투명성, 정보교환, 예측가능성, 확신, 신뢰성 증진이 주요 

목적이다. 이 지침은 일반 고려사항, 논의개시, 일반 행정절차, 신속처리과정,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고려사항으로 수입국은 안전지역 승인 기준과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과정(일반정보, 문의처 등)을 공개해야 한다. 승인과정은 지체 없이 

진행시켜야 하며, 회원국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둘째, 논의개시 과정에서 수입국은 안전지역에 관한 평가 과정, 정보요건,

정보교환 과정, 인정 소요 예상기간 등에 대해 수출국과 논의한다. 수출국의 

요청이 있은 후 90일 안에 가능한 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한다.

셋째, 회원국이 안전지역 인정에 관한 요청을 평가할 때에는 수출국에 절

차·인정에 관한 정보 요구 → 수입국이 요건 설명 → 수출국이 관련 문서 제

공 → 제출된 문서평가와 추가정보 요구 → 수출국이 수입국의 피드백에 응

답 → 수입국은 추가정보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 요구 → 수입국에 의

한 현장 검증 → 수출국은 검사보고서에 응답 → 수입국의 최종 결정 등 9단

계 절차를 진행한다.

넷째, 안전지역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일부 단계를 생략하고 추진하는 신

속처리 과정도 고려한다.

다섯째, WTO/SPS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제6조의 이행을 점검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WTO/SPS위원회에 병해충 안전지역 인정을 위한 요구와 그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WTO/SPS

위원회 사무국은 회원국이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차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지침은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WTO/SPS위원회가 채택한 것이라는 점

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역화에 관한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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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지역화 인정을 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SPS 협정문의 제6조 규정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지침이 제시되기는 했

지만 그 이행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역화가 강제

규정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므로 병해충 및 국가의 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WTO/SPS 협정문 제6조와 

관련하여 회원국 간에 무역분쟁이 발생해 WTO 판결을 받은 사례는 아직까

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6조 조항과 WTO/SPS위원회 지침이 실제 사

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WTO 분쟁에서 SPS 협정문 제6조의 해석이 사안이 된 분쟁사건

은 없었다. 패널과 상소기구가 설치되어 실제로 판정이 이뤄진 것은 2002년 

미국이 자국 사과의 수입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일본을 제소한 사건(사건번

호 DS 245)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분쟁에서 판결의 핵심은 지역화와는 무관

하였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 8월 말 미국이 자국의 구제역 청정구역(안전지역)을 

인정하지 않고 지역의 동물위생 상태에 관한 인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협의

를 요청한 바 있다(사건번호 DS 447). 이 사건이 앞으로 패널의 공식 판결을 

받게 되면 SPS 협정문 제6조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제시되는 WTO의 해석이 

된다.

3. 중국의 식물병해충 지역화관리 정책

농업부는 2001년부터 대표적인 비교우위 작물인 사과, 감귤, 배 수출을 촉

진하기 위해 식물병해충 비발생지역 건설을 계획하고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식물의 유해생물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국제적

으로 관심을 끄는 유해생물의 발생과 분포 상황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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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는 2002년 발표한 ‘농산물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優勢農產品區域

布局規劃(2003~2007年)》’과 연계하여 사과와 감귤의 병해충 비발생지역 건

설을 추진하였다. 2003년에 ‘사과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과 연계하여 관련 전

문가들을 조직하여 ‘사과병해충비발생지역건설계획(苹果非疫区建设规划)’을 

작성하고 2004년부터 ‘식물보호공정건설계획《植物保护工程建设规划(1998~

2005年)》’과 연계하여 섬서성의 부현(富縣), 진창구(陳倉區), 빈현(彬縣), 명읍

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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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현에서 사과 병해충 비발생지역 건설사업을 전개하였다.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추진할 ‘식물보호공정건설계획《植物保护工

程建设规劃(2006-2010年)》’에서는 병해충 감독, 통제업무 수행을 위해 35억 

위안(중앙투자 28.9억 위안, 지방 6.5억 위안)의 투자를 계획하였다. 그리고 

농작물 유해생물에 대한 통제, 우수농산물의 유해생물 비발생지역, 시약기

술, 시약기계 연구·개발, 기술혁신, 응용·보급 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우수

농산물 유해생물 비발생지역의 건설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였다.

먼저 제1단계(2006～2008년)에는 사과 병해충 비발생지역 100만 ha를 건설

하고, ‘농산물비교우위지역배치계획(2003~2007年)’에서 제시된 사과산업 발

전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사과 병해충 비발생지역 건설 사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채택하

여 코드링나방(Codling moth)과 귤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를 통제하는 것

이 목표였다. 이 사업은 황토고원(섬서성, 산서성, 하남성, 감숙성 등 4개 성

의 46개 현), 산동반도(산동성 연태시, 위해시, 유방시, 치박시, 제남시, 일조

시, 임기시, 래무시, 태안시, 하택시 등 10개 시의 51개 현), 그리고 요녕성(심

양시, 호로도시(葫蘆島市), 금주시, 조양시, 영구시, 단동시, 대련시 등 7개 시 

17개 현)과 하북성(석가장시, 진황도시, 당산시 등 3개 시의 14개 현)에 주로 

분포하는 사과산업벨트와 관련되어 있다.

섬서성, 산동성, 감숙성은 사과 병해충 비발생지역 건설 중점지역으로서 

병해충상황 관리감독센터 및 모니터링센터가 설립되었다. 중점지역에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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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비발생지역 경고 표지판과 식물검역 도로검문소, 그리고 모니터링 상

황실도 설치되었다.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관찰 기록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존하는 한편 코드링나방과 귤과실파리,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capitata)의 

발생 상황 기록체계도 구축하였다.

표 7-1. 중국의 식물병해충 비발생지역 건설 계획

사과 병해충 비발생지역

(’06∼’08, 100만ha 목표)

감귤류 병해충 비발생지역

(’07∼’10, 50만ha 목표)

황토

고원
섬서성,산서성,하남성,감숙성(46개 현) ▪장강 감귤생산벨트

- 호북성,중경시,사천성

▪강서성,절강성,복건성,호남

성,광동성,광서자치구 중 검

역 방제조치가 양호한 지역

을 선정하여 건설

산동

반도

연태시,위해시,유방시,치박시,제남시,일조

시,임기시,래무시,태안시,하택시(51개 현)

요기

(遼冀)

요녕성:심양시,호로도시,금주시,조양시

영구시,단동시,대련시(17개 현)

하북성:석가장시,진황도시,당산시(14개 현)

주: 관련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다음으로 2단계(2007~2010년)에는 감귤 병해충 비발생지역 50만 ha를 건설

하도록 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감귤 주산지인인 장강 감귤생산벨트(호북성,

중경시, 사천성)에서 대규모 감귤 병해충 비발생지역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서성, 절강성, 복건성 및 호남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의 감귤 비

교우위 생산지역 중 검역과 방제 조치가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여 감귤 병해

충 비발생지역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4. 중국의 지역화 인정 추진 사례39와 한·중 동식물검역 현안  

39 전형진 등(2012)의 연구 결과(제6장 제4절, pp.287-289)를 인용하여 요약·정리

하였음.



SPS 지역화 이슈와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190

중국은 그동안 FTA 협상에서 지역화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 그 결과 기체결한 9건의 FTA 가운데 5건의 SPS 협정문에 지역화 관련 

조항을 삽입하였다.

2008년 10월 발효된 중·뉴질랜드 FTA는 협정문(제7장 제80조)에 지역화 

원칙이나 이행에 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한 사례이다. 협정문은 부속문

서로 이행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지역화 적용의 원칙, 기준 및 절차, 지

역별 특정 병해충 목록, 효과적인 위해성 관리를 위한 SPS 조치 등을 명시하

도록 했다. 현재 이 이행합의서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2009년 1월 발효된 중 싱가포르 FTA의 SPS 협정문(제7장 제49조)에서는 

병해충 안전지역에 관한 수출국의 요구에 대해 수입국이 합의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병해충의 위해성에 관해 수입국이 특정한 퇴치조치나 통제조치

를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서술하였다. 앞으로 지역화 관련 합의나 

협의사항이 정해지면 부속서에 명시토록 했다.

2010년 3월 발효된 중 페루 FTA의 SPS 협정문(제6장 제87조)에서는 국제

기구가 인정한 수출국내 안전지역에 대해 수입국이 신속하게 인정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국제기구가 인정한 안전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

국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수입국이 결정하도록 명시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1년 8월 발효된 중·코스타리카 FTA의 SPS 협정문(제6장 

제61조)에서는 양국이 지역화의 원칙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WTO/SPS 협정

문 제6조 규정과 관련 국제기구의 지침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WTO/SPS위원회가 채택한 지역화인정 관련 지침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명시

하였다. 이는 WTO/SPS위원회의 지침이 그 상징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

질적인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10월 발효된 중 칠레 FTA의 SPS 협정문(제7장 제56조)은 수입국의 

SPS 보호조치를 지역의 조건을 고려하여 채택해야 한다고 간결하게 서술하

였다. 중·파키스탄 FTA(2007.7월 발효) SPS 협정문에는 지역화에 관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아세안(ASEAN) FTA(2005.7 발효)와 홍콩·마카오

와 체결한 포괄적동반자협정(CEPA; 2004.1 발효)에는 SPS관련 조항이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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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으로 삽입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 들어 중국이 당국자 간 검역협의를 통해 지역화 인정을 추진한 

사례로는 대 남아공 사과·배 수출(2007년), 대 한국 양벚 수출(2008년), 대 호

주 사과 수출(2010년) 사례가 있다.

남아공 농업부는 중국의 13개(섬서성, 산동성, 하북성, 요녕성, 산서성, 안

휘성, 하남성, 감숙성, 강소성, 북경시, 천진시, 신강자치구, 길림성) 지역을 

과실파리 비발생지역으로 인정하고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와 배의 대 

남아공 수출을 허용하였다.

중국 국가품질검역검사총국은 2003년 한국 정부에 양벚의 대 한국 수출 

허용을 요청하였다. 한국은 2008년 산동성 지역을 귤과실파리 등 유해생물

의 비발생지역으로 인정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양벚에 국한하여 대 한국 

수출을 허용하였다.

중국 국가품질검역검사총국은 2001년 호주 정부에 사과의 대 호주 수출 

허용을 요청하였다. 호주 정부는 2010년 10월 중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완료하고 하북성, 산동성, 산서성, 섬서성 4개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사과의 대 호주 수출을 허용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각자 동식물검역 관련 법률에 의거 양국 간 신선 육류, 신

선 과채류, 신선 과실류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동물방역법 과 

식물방역법 에 의거하여 중국산 신선 육류, 신선 과채류, 신선 과실류의 대

부분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산 신선 과채류·과실류의 경우 2003

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신선 육류의 경우 수출입동식물검

역법 과 동물방역법 에 의거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식물 검역조치로 교역이 금지된 신선 과채류·과실류·육

류의 수출을 모색하기 위해 상대국에 주요 품목의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있

다. 중국은 2004년에 여지, 용안, 사과, 배, 2005년에 단호박 등 5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열처리가금육, 2007년 

파프리카, 참외, 2008년 단감, 딸기, 2009년 포도, 감귤, 토마토, 쌀 등 9개 품

목에 대해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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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수입위험평가를 진행 중이다.

중국은 수입허용 요청 품목의 수입위험평가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화 인정 문제를 한·중 FTA SPS 협상에서 제기하고 있으나 협정문 명시 

여부는 불명확하며 품목별 수입허용 절차 완료까지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된다. 한·중 FTA 협정 대상 범위에 포함된 SPS 협상에서 동물전염병 식

물병해충 지역화 인정 문제에 관한 협상 결과는 농업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SPS 협정문에 지역화 인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행조

치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품목별 수입위험평가 절차에 미

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단기간 내에 동식물 검역조치가 

무력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식물 검역조치의 

해제로 인해 중국산 신선 육류, 신선 과채류, 신선 과실류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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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인식과 대응 방향

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면

서 국내 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원예산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

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내 원예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다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상에서의 분

석을 토대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원예산업의 위상 변화와 주요 원예농산물의 수급 현

황, 주요 원예산업 정책, 원예농산물의 교역 현황과 국제경쟁력, 한·중 간 원

예농산물 교역구조와 분업경쟁관계 그리고 SPS 지역화 이슈와 한·중 간 동

식물검역 조치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았다.

첫째,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의 연구 결과 중국 농업에서 원예

산업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또한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수출경쟁력도 유지 또는 강화되

는 추세이다. 다만 중국 원예산업도 투입재가격 상승에 따른 고비용농업구

조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원예산업의 경쟁력이라는 범주에서 인식할 수 있다. 상호 

경쟁관계를 전제로 할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은 결국 산업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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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당면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향

당면 상황 대응 방향

∙중국 농업에서 원예산업의

위상 강화

∙중국 원예산업구조의 고도

화 진행

∙중국 원예농산물의 가격경

쟁력 유지

∙중국 농업의 고비용농업으

로의 전환

산업경쟁력

⇨

∙국내 원예산업의 경쟁력 제고

-생산비 절감, 생산계열화 중심

∙한 중 간 농산물 교역 지속

확대 전망

∙대 중국 원예농산물 수입의

존도 심화

∙한 중 FTA 체결 임박

-원예산업의 피해 우려(밭

작물 FTA 성격)

-한 중 FTA 기회 요인 활

용 가능

교역

⇨

∙중국 원예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중국산 수입농식품의 안전성 제고

∙한 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원예

산업 분야의 민감성 최대한 확보

∙원예산업 피해보전대책 및 밭작

물 투·융자계획 수립

∙대 중국 원예농식품 수출 확대

∙SPS 지역화 이슈 부상

-한 중 FTA 협상 시 SPS

논의 가능성

∙향후 지역화 인정에 따른

신선 과실류 검역 해제로

과수산업의 피해 우려

SPS

지역화이슈

⇨

∙한 중 FTA 2단계 협상에서

SPS 분야 협상 대응 논리 개발

∙지역화 이슈 대응 논리 개발

의 제고가 될 것이다.

둘째, 제5장, 제6장의 연구 결과 한·중 간 원예농산물의 교역이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양념채소를 중심으로 중국산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중 FTA 협상은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2단계 협상이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되어 협상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는 우

리 농업에 커다란 위협이지만 동시에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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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한·중 간 원예농산물 교역이라는 범주에서 인식할 수 있다.

주요 양념채소와 김치의 수급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것은 국내 공급부

족이 주요 원인이다. 이는 구조적으로 향후에도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는 중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수

입농산물의 안전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수밖에 없다.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 품목을 선정하여 중국 상황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올해 11월부터 시작되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앞두고 농업 분야에서 

대응해야 할 방향은 원예산업 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그

리고 한·중 FTA가 밭작물 FTA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한·중 간 농산물 

무역구조로 볼 때 가장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채소산업의 피해보전대책 

수립과 더불어 채소류를 위시한 밭농업의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한·중 

FTA의 기회 요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원예농산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중 FTA와 관련하여 농업계에서는 상품 분야의 관세 철폐·인하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 이외에도 동식물 검역조치의 해제로 인한 부가적인 

피해를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 중 FTA 협정문의 SPS 분야에서 지역화 

인정에 관한 이행 절차를 포함하는 조항이 삽입되지 않는 한 현행 동식물 검

역조치가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단계 협

상에서 국제농산물 교역에서 이슈로 부상한 지역화 인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당국자 간 검역협상에서도 지역화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

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국제적으로 농산물무역의 중요 현안으로 부상한 SPS

지역화 이슈에 대한 대응이라는 범주에서 인식할 수 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지역화 이슈가 논의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방

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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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

2.1.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중국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대체관계의 변화 추이를 보면 중국 농업이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토지생산성 보다는 노동생산성

이 성장을 견인하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비용 농업구조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장기

적으로 보면 중국 농업의 발전 과정에서 생산비 절감이 쉽지 않은 고생산비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중국산 농산물이 저렴한 노동비용과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

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한국과 중국의 농

산물 시장가격 격차도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의 추이

만을 보면 양국 간 농산물 경쟁력 격차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환

율, 양국의 물가지수 등 다양한 영향변수가 존재한다.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가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는 국면을 잘 활용하여 품

목별로 국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가격경

쟁력 격차를 최대한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8-1>는 한재환 등

(2013)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주요 품목인 건고추, 마

늘, 양파, 사과, 배의 생산비 절감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2.2. 생산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산업화’를 농정 화두로 제시하고 농식품

기업이 주체가 되어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계열화하는 이른바 농업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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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주요 관심 품목의 생산비 절감 방안(사과, 배)

생산비 절감 방안

사

과

◾<경영규모 확대>
-경영의 규모화 실현으로 단위면적당 경영비와 노동시간 감소, 수익 증대

◾<고밀식 재배체계로의 전환 및 우량 묘목 공급>
-사과 생산비 절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기술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재배체계를 준왜성재배에서 기계활용도가 높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고밀식

재배체계로 전환

-묘목생산체계 미구축으로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아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절감 및 합리적인 방제

-착색 개선을 위한 봉지 씌우기, 반사필름 깔기 등의 작업보다 향후 우량 착색

계 변이 선발 지속, 퇴화개체 도태를 통해 안정된 개체 보급 확대

-농가의 무분별한 농약 사용은 생산비를 증가시킴으로 체계적인 농약방제 방법

과 병해충 방제력 및 방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생산비 절감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구입비용 경감으로 생산비 절감

배

◾<경영규모 확대>
-경영의 규모화 실현으로 단위면적당 경영비와 노동시간 감소, 수익 증대

◾ 봉지 씌우기, 적과작업 등에서 인건비 절감
-봉지 씌우기에서 생산비 절감이 용이하지 않지만 경력자 확보는 인건비 절감

효과 기대

-중장기적으로 무대재배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인력 조달 시스템 구축>
-지역내 배 생산 수확 인력 조달시스템 구축

◾<농약 살포 횟수 감소>
-기상 간이관측소 설치를 통한 정보 제공 및 이용으로 농약, 비료 합리적 사용

◾성장촉진제 사용 억제와 포장비 절감
-출하시기 조정을 위한 관행적 지베린처리 자제

-포장관련 비용 상승으로 생산비 상승 초래되므로 포장비 절감 노력 필요

◾친환경퇴비 투입 증대
-축분을 무료로 구입하여 발효한 자가퇴비 투입량 증대로 생산량 증대

자료: 한재환 등(2013)의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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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주요 관심 품목의 생산비 절감 방안(고추, 마늘, 양파)

생산비 절감 방안

고

추

◾<기계화를 통한 노동 비용 절감>
-고추 종자 직파와 고추 수확 기계화(고추 기계 수확의 경우 50% 경비 절감)

◾1회 수확 품종 개발 보급으로 수확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제고
-노지 고추의 경우 약 7회 수확. 단, 고추 수확에 많은 노동력 투입

-고추 수확의 노동력 절감과 기계화 실현을 위해 1회 수확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고추종합처리장을 통한 수확 후 상품화 비용 절감
-고추는 대부분 건고추가 시장에 공급되고 건고추 90% 이상이 고춧가루

-고추종합처리장 설립을 통해 산지 가공의 규모화, 수확 후 비용 절감

◾<고추 비가림재배 확대와 기술 보급>
-노지재배보다 정식 시기 앞당기고 수확 시기 연장 가능하여 단수 증대

마

늘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주아재배 확대>
-주아재배는 생산비절감 기술이지만 차별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여 보급확대 미약

-주아를 활용한 종구생산 전문단지 조성 및 우량 종구 보급체계 구축

◾<우량 종구의 개발수입 고려>
-종구 생산에 많은 노동력 소요, 국내용 종구 개발 수입을 통해 생산비 절감

◾효율적인 수확 후 관리체계 도입
-마늘은 장기저장이 불가피하므로 체계적인 수확 후 관리 통해 품질 관리 필요

-수확 이후 상품화까지 전 과정을 일관 관리할 수 있는 종합유통시설 개발 보급

◾기계화가 가능한 일관 생산기반 구축
-마늘 생산비에서 노동비 비중이 높아 작업기계화를 통한 노동비 절감 필요

-우량 농기계의 개발 보급과 함께 기계화가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필요

◾<생산성이 높은 품종 도입>
-난지형 중 남도종에 비해 단수가 높고 생산비도 낮은 대서종 수요 증가

양

파

◾<정식 작업 기계화>
-노동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정식 작업의 기계화로 노동비 절감

-정식 작업 기계화 시 육묘, 비닐멀칭 등의 작업구조 개선으로 노동비 절감 초래

◾<수확 작업 기계화>
-수확 작업은 노동력 의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계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수확 작업 기계화를 위해 비닐멀칭부터 수확까지의 작업표준화 선행 필요

◾<체계적인 수확 후 관리>
-수확 과정부터 유통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처리하는 수확 후 관리체계 도입

-산지유통조직이 물류체계를 개선하면 유통과정과 생산과정의 비용 절감 가능

◾<우량 종자 개발 및 보급>
-외국산 종자 수요가 많고,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높아 생산비 증가의 요인

-양파 우량 종자를 육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체계 수립 필요

자료: 한재환 등(2013)의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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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생산계열화 정책은 시장개방이 점진적으로 심화되

는 상황에서 영세소농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별(품목별) 경쟁력 향상

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중국의 원예농산물 수출기업은 대부분 ‘기업+생산기지+농가’ 유형의 계열

화된 생산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생산계열화의 주체로서 기업의 역

할을 중기하고 있다. 특히 고품질을 추구하는 친환경원예산업의 경우에도 

생산계열화가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족농 또는 소규모 생산자

조직에 기초한 소규모 생산 경영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생산

경영구조와 차이가 있으며 우리에게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환

경농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능력과 기술력 등은 중국에 앞선다고 

할지라도 개별농가 중심의 생산 경영시스템과 비교하여 중국의 기업경영시

스템은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원예산업의 생산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도 국내 

농식품기업과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정의 대상에 식품이 포함되어 식품산업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농업정책 대상에 식품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소비자

산지 상생자금'을 조성하고 식품 제조 유통기업에 자금을 지원(융자)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식품기업이나 유통업체들이 ‘기업+생산자조직+농가’ 모델

의 생산계열화를 추진하여 기업이 농가와 계약을 통해 원료를 계약 구매하

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

인, 시 군 유통조직 등 생산자조직과 물량, 단가, 품질, 대금결제 등과 관련

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원료를 확보하게 된다.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농식품기업과 생산자조직이 상호 연계된 ‘기업+생산자조직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농가’ 모델의 생산계열화는 발전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 중 FTA 체결을 계기로 기회요인을 살려 중국 시장에 우리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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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전문 수출경영체의 육성이 필요하고,

생산, 유통, 수출 단계를 통합한 생산계열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한 중 간 원예농산물 교역 측면

3.1. 품목·지역 모니터링체계 구축

최근 들어 기후변화가 심해 국내 채소류 수급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업생산구조도 비슷한 중국이 우

리나라의 채소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

로 2010년 가을 배추의 수급이 불안정하여 배추 가격이 급등했을 때 배추와 

무의 수입관세(각각 27%와 30%)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배추 100톤, 무 50톤을 도입하고 국내 수급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로 수입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김장철 배추 등 채소류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한 

사례가 있다. 앞으로도 국내 채소류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인접한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수입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원예농산물이 국내 원예산업에 실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응급 상황 시 안정적인 수입 물량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과 지역을 연계한 모니터링체계 구

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국의 농업지역 가운데 우리의 원예산

업에 보다 의미가 있는 지역은 황하중하류지역(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서

성, 산동성, 하남성, 섬서성)과 서북지역(내몽고자치구, 신강자치구, 영하자치

구, 감숙성)이다. 황하중하류지역과 서북지역은 우리의 대 중국 주요 수입품

목인 양념채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수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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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배의 주산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구분하여 분

석을 시도하였으나 향후 성, 시 단위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원예산업에 대한 지역·품목모니터링체계의 구축과 함께 중국농업

전망모형도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한·중 간 농산물 교역구조를 보면 

중국의 채소 과실 수급상황 변화는 우리 농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료용 곡물은 중국의 국내 수급상황 변화가 국제시장을 통해 우리 농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의 농산물 수급상황 변화가 국내 농업

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국농업전망모형 구축과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3.2. 중국산 수입농식품의 안전성 제고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차원의 중국 현지 식품안전검사는 지속적으로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2010년 5월 현지 민간 공

인검사기관인 ‘청도한중식품공업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2011년 8월에는 국

외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다만 설립운영 초기단계에서 수입검사 건

수가 미흡하고('12. 9월 현재 산동성 지역 수입건수의 1% 내외), 협회 회원업

체 요구 시 검사성적서를 사전 발급해주는 데 따른 불신 심화, 그리고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정부 예산 지원('10 5억원, '11 3.8억원, '12 3.1억원, '13

2.3억원) 등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제조업체)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사전관리 없

이 통관단계 검사만으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

리나라는 축산물과 수산물은 정부간 합의에 따라 현지 실사 후 작업장을 등

록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등록제를 시행하지않고 있

는 실정이다. 향후 모든 수입업체는 수입식품을 생산하는 중국 현지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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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설립연도

위치

2010년 5월 6일, 청도시 성양구(城阳区)

*2011년 8월 국외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길림성 소재 ‘연변조선족자

치주산품질량검역소’도 함께 신규 지정)

자본금

기업 유형
200만 달러, 한국식품산업협회 100% 지분

조직·인력 관리직원과 파견연구원 등 한국인 직원 4명, 현지 연구원 6명

검사내용

▪최초수입정밀검사(한국 통관 시 시험성적서로 검사면제 통관)

▪자가품질검사(위탁생산업체 및 자체생산 식품류의 품질 안전 검사)

▪사전안전검사(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식품류의 사전 안전성 실험 분석)

▪한국 식품공전, 식품위생법등 규정, 표준 관련 정보제공

▪중국 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해정보 수집 업무

효과

▪산동성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식품류에 대하

여 수입 이전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최초수입정밀검사를 통해 한국에 도착 후 통관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부적격 판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 예방

자료: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정리.

표 8-3. 중국 현지 식품안전검사 기관 개요

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기관(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미

이행 시 국내 수입을 불허하도록 해야 한다.

수입식품 이력추적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유통된 수입

식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회수, 폐기할 수 있도록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도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현재는 2010년 이후 수입 쇠고기에 대해 실시 중). 대 중국 주요 

수입 품목인 고추와 마늘의 경우 일부 민간수입업자들이 중국산 마늘과 건

고추에 물을 뿌린 후 냉동시켜 수입한 이후 해동 과정을 거쳐 고춧가루나 다

대기로 판매하며 국내산으로 바꿔 유통시키는 사례가 존재한다. 냉동채소 

관련 원산지 단속 강화와 이력추적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의 식품 종류별로 규정된 수입식

품 안전관리를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으로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제, 수

입식품 이력추적제, 수입식품안전관리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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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계획을 피력한 바 있다(2015년 시행 목표).

중국 정부와 항구적 식품안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한 중 양국은 2003년 식품안전협력약정을 체결(’07.11월 개정)한 바 있

다.40 그러나 성격상 상호협력에 대한 선언적인 성격일 뿐 이행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내용 면에서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향후 개정을 추진하여 

중·미 식품안전협력 약정(2007)과 같이 국제법상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각국 정부의 현지검사 의무화 프로그램 마련, 사건 해결의 구체적인 시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체결된 중·일 식품안

전협력 추진 각서에서와 같이 매년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회

의 개최를 조항에 포함시켜 연간 추진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 

조성이 필요하다.

3.3. 한 중 FTA 피해보전대책 및 밭작물 투 융자계획 수립

중국 농식품 수입구조상 한 중 FTA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는 주로 양념

채소와 잡곡류, 두류, 특 약용작물 등 밭작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공농산품류를 제외하고 수입액 비중이 가장 높은 양념채소는 신선·냉장의 

경우 고율관세로 수입이 제한되었으나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 증가가 예

상된다. 최근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는 잡곡류와 두류, 특·약용작물도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KREI-KASMO의 한·중 FTA 시나리오별 파급 영향 계

측에서는 검역상 수입규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채소류에 가장 커다란 

40 2005년에 발생한 김치 기생충알 검출 사건 이후 2007년 개정하였음. 주요 개정 

내용은 1) 수입식품 안전과 관련한 문제발생 시 수입금지, 검사강화 등 조지 

내용 신속 통보, 2) 수입식품 문제발생시 수출국은 부적합 원인을 신속히 조사

하고 개선 내용을 상대국에 통보, 3) 위해정보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 및 방문 

협조 강화, 4) 수입 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외공인검사기관’, ‘수입식품 사전

확인등록제도’, ‘수출입식품기업 등록제도’ 등의 활용 활성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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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중 FTA에서 SPS 분야 협정문에 지역화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삽입되지 않는 경우 동식물 검역조치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

다. 양자 간 검역협상이 관례를 따른다면 양국이 수입 허용을 요청한 품목들

에 대한 최종 수입허가 결정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

간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과채 과수 축산업의 피해는 중단기적으로 피

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한·EU FTA가 주로 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초래한 ‘축산업 FTA’라면 

한·중 FTA는 밭작물에 피해가 집중되므로 ‘밭농업 FTA'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한 중 FTA 대책은 농업 분야 전반의 피해를 우려한 대규모 종합대책

보다는 밭농업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는 방향에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도 밭농업의 육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국내 농업은 논농업보다 밭농업의 위상이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밭농

업의 생산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농업생산액에서 밭작물이 차지하는 비

중은 2005년 37.2%에서 2011년 39.3%로 증가한 반면 미곡은 24.3%에서 

19.4%로 감소하였다. 농가의 농업총수입에서 밭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

은 기간 47.9%에서 56.8%로 증가한 반면 미곡은 27.4%에서 23.6%로 감소하

였다. 2011년도 농작업 기계율을 보면 벼농사는 92%에 달하지만 밭농사는 

50% 수준이고 2020년까지 70%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 기준 경지

정리율도 논은 75.1%인 반면 밭은 14.2%로 매우 낮다.

한·중 FTA 대책 수립을 계기로 ‘밭농업 중장기 투·융자계획' 수립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소득안정에 초점을 둔 밭작물 직불제와 별도로 채소

산업을 중심으로 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투·융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 한·미 FTA 보완대책('07.4), 한·미 FTA 종합대책('11.8),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12.1)의 밭농업 관련 사업을 종합·확충하여 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점 분야는 규모화, 기계화, 조직화,

비가림재배시설·관배수시설 등 시설현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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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 FTA 1단계 협상 결과와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 주요 협상 결과(4개 분야 모댈리티에 합의)

  ○ 상품 분야: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 수 기준 90%, 수

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 단, 추후 협상과정에서 자

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 합의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 2단계 협상대

상에 포함

-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

- 위생검역(SPS)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기

술표준(TBT)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 협력 등 요소를

포함하는 것에 합의

  

  ○ 서비스·투자 분야: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

  ○ 규범 분야: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

상의 논의 대상

  ○ 경제협력 분야: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 대상

에 포함

- 농수산협력: 식량안보, 농수산투자, 기술 정보 교환, 산림 분야 협력이 논

의 대상.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 식품 안전 및 위원회 설치의 2단

계 협상 논의 근거 마련

□ 향후 협상 전망과 대응 방안

  ○ 2014년 비준을 목표로 올해 말부터 2단계 협상 개시 예정. 상품 분야

2단계 협상에서 양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자유화율에 대한 조정 가능

성 존재

  ○ 한 중 FTA의 피해가 집중될 원예농산물이 초민감품목군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국내협상에 적극 대처하고, 2단계 협상에서 중국 측에 농업 분

야의 민감성 확보가 협상타결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는 전략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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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 중 FTA를 활용한 대 중국 원예농식품 수출 확대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 중인 상황에서 한 중 FTA

를 계기로 우리 원예농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미국 맥킨지 보고서(2012)는 중국의 소비를 주도하는 중산층 규

모가 세계은행 기준 약 2억 명(전체 인구의 15~20%)에 달하고 2020년에는 

도시가구의 51%인 약 4억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소비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에 도달할 전망이다. 중국내에서는 중국산 농식품

의 안전사고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수입산 농식품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이

며 식품소비에서 고품질 안전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3.4.1. 국내 농식품 수출체질 강화 및 기반 구축

생산자(조직), 수출경영체,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식품 및 관련 기술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출 유망품

목 개발(R&D), 수출 물량 안정적 확보, 수출 농식품 품질관리 및 수출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수출지원정책을 개선

하여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산물과 단순가공 농식품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물류비 지원보다는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수출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규모화를 달성한 전문

수출경영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4.2. 품목별 차별화 전략

현재 주력 수출 품목과 최근 수출이 급증하는 품목은 공격적 전략품목군

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니즈(needs)에 기초한 시장

맞춤형 상품화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유자가 대표적인 품목이다.

중국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신선 농산물로서 중장기적으로 검역조치의 해



국내 원예산업의 대응방안 207

제에 따라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품질, 가격 등 수출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파프리카, 참외, 단감, 딸기, 포도, 감귤, 토마토가 대표적이다.

수출 유망품목이지만 국제식품규격(CODEX)이 아닌 중국의 식품규격 적용

으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은 TBT, SPS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치가 대표적인 품목이다. 이전에 주력 수출 품목

군이었으나 최근 수출이 부진한 품목은 생산단계의 규모화, 조직화 등을 통

한 중국시장내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난(심비디움)이 대표적인 

품목이다.

한편 대 중국 주력 수출 품목인 가공식품 중 중국 내수 가공식품시장 트렌

드와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원예가공품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3.4.3. 시장세분화 전략

소비자계층의 소득 및 소비성향의 차이, 지역별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타깃팅, 지역 타깃팅을 통해 중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비자 타깃팅 측면에서는 시장세분화 및 목표시장 설정

이 중요하다. 고품질 안전 농식품에 대한 실질 구매력을 갖춘 고소득 소비자

계층을 대상으로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하는 기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류에 익숙하고 향후 소비를 주도할 신소비계층을 타깃으로 한류스타를 활

용한 TV광고, 온라인마케팅, 옥외·인쇄광고 등 미디어 통합마케팅 전략을 적

극 추진해야 한다.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요인 분석을 통해 시장을 세분

화하고 목표시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타깃마케팅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의 시장은 단일한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 시장을 권역

별로 세분화하여 지역타깃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동부연해 대도시 중심

의 마케팅과 함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거점도시군을 적극 육성 중인 중서

부 내륙 신흥성장지역의 중대규모 도시로 수출지역을 확대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중국의 지역별 소득, 식습관, 문화적 배경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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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권역별 맞춤형 수출확대 전략 수립이 중요

하다(clustering analysis).

3.4.4. 중국 시장내 물류인프라 확충

중국 시장으로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산 

농식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신선도 유지 및 물류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중국내 주요 권역별로 수출전진기지를 건립하고 콜드

체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은 중국내 

대형유통업체 바이어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 수입에이전시(벤더)를 

통해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식품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유통망 개척 비용 및 대규모 유통망 입점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중시한 나머지 동식물 검

역조치로 신선 육류, 과채류, 과실류의 대 중국 수출이 금지된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중국 측에 검역해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 SPS 지역화 이슈 대응 측면

향후 한·중 간 농산물 교역에서 지역화 이슈가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할 가

능성이 크다. WTO/SPS 협정문, WTO/SPS위원회 지침 등이 지역화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OIE, IPPC 등 동식물검역 관련 국제기구도 지역화 개념을 정

립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기체결한 FTA 협정문에 지역화와 관련

된 사항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한·중 FTA 2단계 협상 중 SPS 분야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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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SPS 지역화 조항 주요 내용

칠레 ’04.4 제8장 제8조(1)∼(5) SPS협정의 지역화 내용 준용

싱가포르 ’06.3 제7장 - 지역화 관련 내용 없음

EFTA ’06.9 제2장 - 지역화 관련 내용 없음

아세안 ’07.6 제8조 - 지역화 관련 내용 없음

인도 ’10.1 제2.28조 2(b) (ii)
SPS협정 규정에 근거한 안전지
역 인정에 관해 밝히고 협의

EU ’11.7 제5장 제8조(1)～(5)
국제기준에 부합한 안전지역 인정
양국과 신뢰구축 활동 전개

페루 ’11.8 제6장 제6조(1)～(3)
안전지역 인정
적절한 기한 내 안전지역 결정에
대해 설명

미국 ’12.3 제8장 - 지역화 관련 내용 없음

주: EFTA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임.

자료: 전형진 등(2012). p.308. <표 7-1> 인용.

표 8-4. 한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지역화 규정

역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중 양국은 현재 1단계 협상

에서 위생검역(SPS)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합의해 놓은 상태이다.

<표 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선진국과의 기체결 FTA에서 EU와는 

협정문에 지역화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미국과는 지역화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한·인도, 한·페루 FTA에서는 지역화 개념을 원

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수입국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다. 한·아세안

(ASEAN), 한·EFTA,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SPS 협정문에 지역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한·중 FTA 1단계 협상에서 양국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

확인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2단계 협상에서 중국이 지역화 이슈를 제기하면 

우리가 기체결한 FTA에서 지역화 원칙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SPS 협정

문의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 기준의 준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자세한 이행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배제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WTO/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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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지역화와 관련된 분쟁이 거의 없었고, 지역화 원칙을 인정한다고 하

는 것이 곧바로 자동적으로 수입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화 원칙에 따라 중국이 한국의 SPS 보호조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

출국인 중국의 입장에서 과학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증거를 수입국인 한국에 

제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과 중국 간 SPS 핵심 사항은 규범의 영

역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인 기준과 위해성 평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이 2단계 협상에서 지역화 관련 조항의 삽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 우리는 SPS 협정에 근거하여 관련 증거를 중국 측

에 요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검사 실시에 관한 내용도 협정

문에 명시하도록 주장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도 지역화 원칙이 적용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내적으로 지역화 인정과 관련한 과학적인 기준

과 위해성 평가 및 검사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품목별로 

수입위생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국내 검역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이 지역화 이슈를 강력하게 제기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결국 국제기

구로부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적으로 동물전염병 또는 식물병해충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따

라서 중국의 지역화 관련 정책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위 획득 여부 등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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