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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이행 2년차(’16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5% 감소했고, 對중국 수출액은 3.1% 증가

  - 이행 2년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곡물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5% 감소한 44.6억 달러

  -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곡물, 과일·채소와 축산물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1% 증가한 11.1억 달러

  -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58.7%이고, 對중국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9.0%로 낮은 수준

◦ 한·중 FTA 협상결과, 농축산물 중 초민감품목 대부분(93%)이 양허 제외됨으로써, 

FTA 이행 2년차 관세율 하락으로 인한 수입 증가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 그러나 FTA 이행에 따른 교역여건 개선, 지리적 근접성,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습관

의 유사성 등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 한편,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 및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한･베트남 FTA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5.1% 증가했고, 對베트남 수출액도 17.8% 증가

  -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과일·채소, 축산물 수입 증가로 ’14년도 

수입액(9.3억 달러)을 다소 상회하는 9.5억 달러

  -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모든 부류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7.8% 증가한 3.9억 달러

  -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5.6%이고, 對베트남 수출 특혜

관세 활용률은 30.0%로 낮은 수준임.

◦ 베트남이 농축산물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민감품목 수입 대응과 

수출 확대 전략 마련을 병행할 필요

  - 당근(신선) 등의 민감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과일·채소를 비롯한 신선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 및 FTA 활용률 제고로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확대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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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1)

1.1.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 한･중 FTA 이행 2년차2)(’16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4.6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3) 대비 1.5% 감소,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수입액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로 전년과 비슷한 수

준을 유지했으며,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0.3%p 하락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억 달러):

   47.5(’13년) → 48.7(’14년) → 44.6(’15년)→ 44.6(’16년, 이행 2년차)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

   21.9(’13년) → 22.5(’14년) → 20.6(’15년)→ 20.6(’16년, 이행 2년차)

그림 1.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 본 장의 농축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교역통계는 2,875개 HSK코드를 대상으로 각 연도 1월부터 12월까

지의 자료를 집계하였음. 이행 2년차의 경우 2016년 12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과거 3개년 동월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한･중 FTA 협정에따라 이행 1년차는 ’15년 12월 20~31일, 이행 2년차는 ’1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임. 

3) FTA 발효 전 평년은 ’11~’15년까지 5개년의 농축산물 수입액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이며, 한･
중 FTA 이행기간인 ’15년 12월 20~31일 기간이 포함됨.

한·중 FTA 이행 2년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소폭(△1.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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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과 임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 과일･채소와 축산물은 증가

◦ 곡물 수입액은 쌀, 참깨, 대두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5.8% 감소, 

전년(’15년) 대비 5.1% 감소

- 주요 수입 감소4) 품목은 쌀(△17.6%), 전분박(△39.9%), 땅콩(△6.1%), 참깨(△38.6%), 대

두(△34.1%) 등임.

 ※ 쌀 수입량(천 톤): 329(’13년) → 204(’14년) → 185(’15년) → 196(’16년)  

 ※ 전분박 수입량(천 톤): 862(’13년) → 570(’14년) → 654(’15년) → 748(’16년)

- 다만, 팥(10.3%)과 기타채유종실(42.1%) 등의 수입액은 증가

  ※ 팥과 기타채유종실의 수입량은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반면, 수입단가는 각각 

174.2%와 19.6% 상승하여 수입액이 증가

◦ 과일･채소류 수입액은 기타채소, 마늘, 김치, 기타버섯, 기타과실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0.9% 증가, 전년 대비 2.8%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기타채소(37.7%), 김치(4.8%), 마늘(107.1%), 양파(18.0%), 기

타버섯(171.1%), 채소종자(6.8%), 토마토5)(3.8%), 기타과실(7.3%) 등임.

  ※ 마늘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 등으로 평년 대비 19.6% 증가했으나, 수입단가가 동기간 92.5% 

상승하여 수입액 급증 

  ※ 기타버섯 수입량은 평년 대비 143.5% 증가했고, 수입단가가 동기간 41.1% 상승하여 수입액 급증

  ※ 김치 수입량6)(천 톤): 220(’13년) → 213(’14년) → 224(’15년) → 249(’16년)  

-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고추(△6.2%), 당근(△2.2%), 파(△5.8%), 가공사과(△19.0%) 등임.

◦ 축산물 수입액은 기타동물성유지, 펩톤, 닭고기7)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9.5% 증가한 반면, 전년 대비 2.4%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닭고기(34.8%), 기타동물성유지(391.7%), 펩톤(13.7%), 젤라틴

(22.2%), 소원피(228.8%) 등임.

  ※ 기타동물성유지 수입량(천 톤): 2.4(’13년) → 4.1(’14년) → 3.7(’15년) → 24.1(’16년) 

  ※ 닭고기 수입량(천 톤): 2.5(’13년) → 2.4(’14년) → 3.1(’15년) → 3.5(’16년) 

-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기타양모･섬모수(△11.4%), 녹용(△46.7%), 가죽(△56.2%) 등임.

4) 이하 감소 혹은 증가 품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기준으로 구분함.

5) 토마토는 신선 토마토를 제외한 페이스트(HSK:2002901000), 케첩(HSK:2103201000), 토마도 소스(HSK:2103202000) 등의 

형태로 수입됨.

6) 김치(HSK:2005991000)의 기준관세율은 20%에서 한･중 FTA 협정으로 1% 감축되어 ’16년에는 19.8%임.

7) 닭고기는 주로 밀폐용기의 것(HSK:1602321090)과 기타조제저장(HSK:1602329000) 등의 형태로 수입됨.

중국산 곡물, 임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 
가공식품, 과일·채소와 축산물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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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A) 발효 후 증감률(%)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B)

’16년
(이행 2년)

(C)

발효 전 

평년 

대비

(C/A)

’15년 
대비
(C/B)

전체 합계 4,366 4,251 4,750 4,867 4,464 4,458 -1.5 -0.1

농산물 2,486 2,374 2,751 2,661 2,442 2,540 0.4 4.0 

 - 곡물 861 762 1,093 1,010 686 651 -25.8 -5.1

 - 과일·채소 732 691 692 637 760 782 10.9 2.8 

 - 가공식품 893 921 965 1,014 996 1,107 15.2 11.1 

축산물 178 163 171 189 192 196 9.5 2.4 

임산물 1,702 1,714 1,828 2,018 1,830 1,722 -3.8 -5.9

주 1) 발효 전 평년은 직전 5개년(’11~’15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2) 2016년 12월 수입액은 과거 3개년 동월의 평균값을 활용함.

   3)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합계는 차이가 있음.

   4)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

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2.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 동향

□ 한･중 FTA 이행 2년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1%, 

전년(’15년) 대비 2.8% 증가 

◦ 우리나라의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11년부터 정체국면을 보이다가 한･중 FTA 발

효 2년차에 소폭 증가하여 11.1억 달러 기록   

-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억 달러):

  10.9(’13년) → 10.8(’14년) → 10.8(’15년)→ 11.1(’16년, 이행 2년)

 

◦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FTA 발효를 계기로 소폭

(1.0%p) 상승하여 이행 2년차에는 31.5%를 기록 

-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 비중(%):

  31.0(’13년) → 30.5(’14년) → 30.6(’15년)→ 31.5(’16년, 이행 2년)

-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조제분유(71.4%), 라면(102.6%), 기타음료(29.0%), 생우유

(70.9%), 과실혼합물(1,125%) 등의 가공식품으로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

이행 2년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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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과일･채소와 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한 반면, 가공식품과 임산물은 감소

◦ 가공식품 수출액은 주요 수출품인 혼합조제식료품, 자당, 홍삼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5% 감소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라면(102.6%), 비스킷(40.2%), 기타음료(29.0%), 맥주(142.0%), 

기타소스제품(60.9%), 기타설탕과자(173.8%) 등임.  

- 주요 수출 감소 품목 혼합조제식료품(△28.9%), 자당(△22.6%), 기타베이커리제품(△
17.6%), 커피조제품(△27.9%), 홍삼(△53.9%) 등임.

◦ 과일･채소의 경우 단일과실조제품, 채소종자, 포도, 토마토, 김치 등의 수출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83.5%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단일과실조제품(59.4%), 과실혼합물(1,125%), 가공유자(10.1%), 

기타과실(281.1%), 채소종자(76.7%), 토마토(30.5%), 김치(848.8%) 등임.

  ※ 포도(신선)8) 수출량(톤): 47(’15년) → 36(’16년) 

  ※ 김치 수출량(톤): 3(’14년) → 25(’15년) → 104(’16년)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난초(△42.7%), 기타채소(△13.6%) 등임. 

8) (신선)포도(HSK:0806100000)는 ’15년부터 중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함.

對중국 곡물, 과일･채소와 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 가공식품과 임산물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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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수출액(유제품 포함)은 조제분유, 생우유, 닭고기9)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3.1%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조제분유(71.4%), 생우유(70.9%), 축산 유아용조제식료품

(29.6%), 쇠고기(46.4%), 돼지고기(52.9%), 치즈(178.1%), 닭고기(3,682%) 등임.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기타양모･조모수(△1.5%), 가죽(△48.8%), 소원피(△10.0%), 소

시지(△33.7%), 연유(△43.9%) 등임.

표 2.  농축산물 부류별 對중국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A) 발효 후 증감률(%)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B)

’16년
(이행 2년)

(C)

발효 전 

평년 

대비

(C/A)

’15년 
대비
(C/B)

전체 합계 1,076 1,007 1,094 1,077 1,080 1,111 3.1 2.8 

농산물 845 755 821 798 782 830 3.8 6.2 

 - 곡물 4 3 3 5 6 8 92.8 25.4 

 - 과일·채소 63 63 75 79 105 133 83.5 26.8 

 - 가공식품 779 689 744 714 671 690 -3.5 2.8 

축산물 129 130 145 172 197 184 23.1 -6.6 

임산물 102 122 127 107 102 97 -12.4 -5.1 

주 1) 발효 전 평년은 직전 5개년(’11~’15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2) 2016년 12월 수출액은 과거 3개년 동월의 평균값을 활용함.

   3)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합계는 차이가 있음.

   4)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

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3. 농축산물 한·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

□ 이행 2년차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58.7%

◦ ’16년 우리나라의 중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10)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입

액은 19.0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액은 11.2억 달러

임.

- 수입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70% 이상인 품목은 

고사리(84.9%), 혼합조제식료품(81.0%), 팥(80.4%), 들깨(77.3%), 조(70.2%) 등임.

9) 닭고기 수출은 주로 삼계탕, 밀폐용기의 것(HSK:1602321090), 기타조제저장(HSK:1602329000) 상태로 수출됨.

10)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사용된 수･출입액은 ’16년 1월~11월까지의 합계임.

이행 2년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58.7%이며,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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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2년차 對중국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9.0%

◦ ’16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10.2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

한 수출액은 2.9억 달러임.

- 수출규모가 1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20% 이상인 품목은 

돼지고기(54.0%), 포도(44.2%), 토마토(35.5%), 삼계탕(25.7%), 김치(22.4%) 등임.

◦ 삼계탕11)은 민관협력을 통한 한･중 정부 간 검역･위생 조건 합의로 ’16년 6월부터 정

식 수출되고 있음.

- ’16년 11월 농식품부와 관세청의 축산물 FTA 활용 분야 MOU체결로 원산지 간편 인정제

도12)를 실시하는 등 FTA 수출 특혜관세(12.0%)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준비 중임.

  ※ 對중국 삼계탕 수출량(톤): 179.0(’16년 6~11월)

◦ 김치13)는 정부의 다년간의 노력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김치 수입위생기준

이 개정 적용되어 2015년 12월부터 수출이 가능해짐.

- 양허유형은 ‘20’으로 20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16년 기준 22.5%의 특혜관세

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림 3.  2016년 주요 농축산물 한·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

    

<한･중국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한･중국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주  1)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양허 대상품목 전체 수입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2)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체 수출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1) 삼계탕과 관련된 HSK코드는 1602321010임.

12)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제도로서, 기존 축산물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 거래확

인서, 검역증,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이 발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함. 

13) 김치와 관련된 HSK코드는 20059910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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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2.1.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 한･베트남 FTA 이행 2년차(’16년)14)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9.5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15) 대비 25.1% 증가, 전년 대비 9.2% 증가

◦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수입액 중 베트남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FTA 발효 전 평

년 대비 0.7%p 상승

-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억 달러):

   7.2(’13년) → 9.3(’14년) → 8.7(’15년) → 9.5(’16년, 이행 2년차)

-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

   2.2(’13년) → 2.8(’14년) → 2.7(’15년) → 3.1(’16년, 이행 2년차)

그림 4.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4) 한･베트남 FTA 협정에따라 이행 1년차는 ’15년 12월 20~31일, 이행 2년차는 ’1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임.

15) FTA 발효 전 평년은 ’11~’15년까지 5개년의 농축산물 수입액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이며, 

한･베트남 FTA 이행기간인 ’15년 12월 20~31일 기간이 포함됨.

한·베트남 FTA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년 대비 9.2% 증가하여 ’14년도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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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가공식품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 

과일･채소, 축산물과 임산물은 증가

◦ 곡물 수입액은 타피오카, 쌀 등 주요 곡물의 수입량 감소 및 수입단가 하락으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4.8%, 전년(’15년) 대비 11.1% 감소

-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타피오카(△38.5%), 쌀(△71.3%) 등임.

  ※ 타피오카 수입량(천 톤): 217.4(’13년) → 207.4(’14년) → 75.2(’15년) → 95.0(’16년)

  ※ 쌀 수입량(천 톤): 0.9(’13년) → 47.7(’14년) → 41.0(’15년) → 10.2(’16년)

  ※ 베트남산 쌀(장립종)의 수입량은 ’1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이행 2년차 1만 톤으로 감소함.

◦ 과일･채소류 수입액은 기타과실, 캐슈넛, 오이, 당근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30.5% 증가, 전년 대비 25.4%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기타과실(187.0%), 캐슈넛(543.7%), 망고(1,416%), 바나나

(772.6%), 고추(24.8%), 오이(153.5%), 당근(285.9%) 등임.

  ※ 기타과실, 망고, 바나나는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수입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증가로 수

입액은 증가

  ※ 베트남산 기타과실 수입량(천 톤): 9.0(’13년) → 16.3(’14년) → 24.6(’15년) → 32.8(’16년)

  ※ 베트남산 캐슈넛 수입량(천 톤): 7.2(’13년) → 3.1(’14년) → 14.7(’15년) → 51.6(’16년)

  ※ 이행 2년차(’16년) 베트남산 당근 수입량은 5.8천 톤으로 ’14년 이후 급증함.

  ※ 베트남산 당근 수입량(천 톤): 0.1(’13년) → 4.7(’14년) → 4.6(’15년) → 5.8(’16년)

◦ 축산물 수입액은 기타 양모･조수모, 젤라틴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66.7% 증가한 반면, 전년(’15년) 대비 4.7% 감소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기타 양모･조수모(88.2%), 가죽(2.2%), 젤라틴(593.9%) 등임.

-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기타동물성유지(△16.9%), 소원피(△32.4%), 뱀원피(△7.7%), 

꿀(△15.7%) 등임.

  ※ 이행 2년차 꿀 수입액은 8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5.7% 감소했지만, ’15년 대비 

50.0% 증가

  ※ 꿀 수입량(톤): 7.2(’13년) → 39.0(’14년) → 19.5(’15년) → 33.7(’16년)

베트남산 곡물, 가공식품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 과일･채소, 축산물과 임산물은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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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베트남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A) 발효 후 증감률(%)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B)

’16년
(이행 2년)

(C)

발효 전 

평년 대비

(C/A)

’15년 
대비
(C/B)

전체 합계 586 693 722 930 874 954 25.1 9.2

농산물 375 451 397 460 387 392 -4.9 1.1

 - 곡물 23 73 65 85 45 40 -34.8 -11.1

 - 과일･채소 31 42 54 90 114 143 130.5 25.4

 - 가공식품 322 336 278 284 229 209 -29.1 -8.6

축산물 6 7 11 14 19 18 66.7 -4.7

임산물 205 235 313 456 468 545 62.7 16.5

주 1) 발효 전 평년값은 직전 5개년 중(’11~’15년)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2) 2016년 12월 수입액은 과거 3개년 동월의 평균값을 활용함.

   3)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합계는 차이가 있음.

   4)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

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2.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동향

□ 한･베트남 FTA 이행 2년차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7.8% 증가했지만, ’13년부터 수출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

◦ 한･베트남 FTA 이행 2년차,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전체 수출액 중 對베트남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전년(’1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억 달러):

  3.5(’13년) → 3.6(’14년) → 3.7(’15년)→ 3.9(’16년, 이행 2년)

-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 비중(%):

  5.8(’13년) → 5.5(’14년) → 5.9(’15년)→ 5.9(’16년, 이행 2년)

-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은 권련(33.7%), 혼합조제식료품(57.5%), 기타사료용조제품

(58.4%), 과당(76.7%) 등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수출이 큰 폭으

로 증가

이행 2년차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7.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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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부류별로 농산물, 축산물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한･베트남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임산물 수출액은 감소

◦ 가공식품 수출액은 주요 수출품인 권련, 혼합조제식료품, 기타사료용조제품, 과당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44.8%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권련(33.7%), 혼합조제식료품(57.5%), 기타사료용조제품(58.4%), 

과당(76.7%), 기타음료(352.5%), 자당(155.8%), 라면(109.6%) 등임.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커피조제품(△17.8%), 기타베이커리제품(△39.9%), 쇼트닝(△15.3%), 

비스킷(△41.9%), 인스턴트면(△42.5%) 등임.

◦ 곡물 수출액은 주요 수출품인 대두박, 감자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84.6%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대두박(165.9%), 땅콩(4,141%), 감자(141.4%), 들깨(3,147%), 쌀(1,489%) 등임.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옥수수전분(△15.3%), 참깨(△43.5%), 밀(△11.1%) 등임.

  ※ 對베트남 대두박 수출량(천 톤): 1.9(’13년) → 3.0(’14년) → 7.8(’15년) → 11.4(’16년)

◦ 과일･채소는 단일과실제조품, 기타과실, 배, 포도, 딸기16)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

효 전 평년 대비 79.2% 증가

16) 배, 포도, 딸기는 주로 신선상태로 수출되며 관련 HSK 코드는 각각 0808300000, 0806100000, 0810100000임.

對베트남 가공식품, 곡물, 과일･채소와 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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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단일과실조제품(331.8%), 기타과실(586.0%), 배(619.4%), 포도

(535.6%), 사과(192.4%), 채소종자(41.4%), 딸기(2,858%) 등임.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팽이버섯(△54.6%)으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수출량(△
57.0%)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출액 감소를 주도함.

 ◦ 축산물 수출액은 가죽, 양장17)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0.4% 증

가하였으나, 닭고기의 수출 감소로 전년(’15년) 대비 8.7% 감소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가죽(17.8%), 양장(1,039%) 젤라틴(4.2%), 오리고기(9.2%), 기

타동물성유지(36.2%), 쇠고기(292.8%), 돼지고기(926.0%) 등임.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소원피(△32.2%), 기타가금육(△54.9%), 뱀원피(△86.1%) 등임.

  ※ 이행 2년차 닭고기18) 수출액은 2천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0.6% 증가했으나, 수출량 

감소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28.0% 감소

  ※ 쇠고기19) 수출액은 1.5백만 달러로 수출량 증가(73.7%) 및 수출단가 상승(126.1%)에 따라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92.8% 증가

  ※ 돼지고기20) 수출액은 수출량 증가(2,487%)에 따라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926.0% 증가

표 4.  對베트남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A) 발효 후 증감률(%)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B)

’16년
(이행 2년)

(C)

발효 전 

평년 대비

(C/A)

’15년 
대비
(C/B)

전체 합계 235 284 354 358 372 391 17.8 5.3

농산물 136 169 175 189 242 264 48.1 8.8

 - 곡물 2 8 5 8 13 13 84.6 1.1

 - 과일･채소 7 7 9 10 10 15 79.2 48.0

 - 가공식품 127 155 162 172 219 236 44.8 7.4

축산물 44 52 61 69 80 73 20.4 -8.7

임산물 55 63 118 100 50 55 -24.5 10.5

주 1) 발효 전 평년값은 직전 5개년(’11~’15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2) 2016년 12월 수출액은 과거 3개년 동월의 평균값을 활용함.

   3)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합계는 차이가 있음.

   4)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

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7) 양장은 동물의 위(HSK: 0504003000)을 가리킴.

18) 닭고기는 주로 냉동으로 미절단(HSK: 0207129000), 닭다리(HSK: 0207141010), 닭날개(HSK: 0207141030) 

상태로 수출됨.

19) 쇠고기는 주로 냉동(HSK: 0202201000, 0202209000)과 조제(HSK: 1602509000) 상태로 수출됨.

20) 돼지고기는 주로 냉동(HSK: 0203299000)과 조제(HSK: 1602491000, 1602499000) 상태로 수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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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축산물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 활용률21)

□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9.1%p 

증가한 85.6%

◦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7.0억 달러이

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액은 6.0억 달러임.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76.5(’15년) → 85.6(’16년)

- 수입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오이(100.0%), 당근(100.0%), 밀가루(100.0%), 캐슈넛(100.0%), 커피(99.7%) 등임.

□ 이행 2년차 對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대비 6.0%p 

증가한 30.0%

◦ 2016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3.6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

를 활용한 수출액은 1.1억 달러임.

-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24.0(’15년) → 30.0(’16년)

- 수출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옥수수전분(100.0%), 대두박(99.6%), 당류(94.9%) 등임.

21)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사용된 수･출입액은 ’16년 1월~11월까지의 합계이며, 2015년 수출입 특혜

관세 활용률은 한･ASEAN FTA 기준임.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5.6%이며,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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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6년 주요 농축산물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 활용률

<한･베트남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한･베트남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주  1)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양허 대상품목 전체 수입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2)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체 수출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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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시사점

□ 한·중 FTA 협상결과, 농축산물 중 초민감품목 대부분(93%)이 양허 제외됨으로써, 

FTA 이행 2년차 관세율 하락으로 인한 수입 증가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 한･중 FTA 이행 2년차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고, 농축산물 

총수입액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6%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단, FTA 이행에 따른 교역여건 개선, 지리적 근접성,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습관의 유

사성 등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 ’11년부터 정체국면에 있던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이 한·중 FTA 이행 2년차를 맞아 

증가추세로 전환

◦ 이행 2년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1%,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고, 포도, 삼계탕, 김치 등의 신규 품목이 수출 증가에 일조함.

◦ 그러나 對중국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9.0%의 낮은 수준이며, 이는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에 있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함.

◦ 따라서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 및 FTA 활용률 제고

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한･베트남 FT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의 자유화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였으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양허내용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한･베트남 FTA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년 대비 9.2% 

증가함으로써 ’14년도 수준을 회복함.

◦ 단, 당근(신선) 등 일부 과일·채소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베트남이 농축산물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FTA 이행 2년차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이 5.3% 증가함으로써 수출 증가세를 이어감.

◦ 비록 ’13년부터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배, 포도, 딸기 등 과일·채소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

◦ 향후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신선 농산물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현재 

30% 수준인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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