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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0년 양회 개최 결과 삼농분야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개요

□ 중국 양회(兩會)는 통상적으로 매년 3월 초에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예년보다 두 달 이상 늦은 5월 21일

에 개막하였음. 회의 기간도 통상 10~12일이었으나 올해는 7일로 단축됨.

○ 2020년 양회 개최 기간: 정협은 5월 21일~27일, 전인대는 5월 22일~28일

□ 양회란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인대)와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 정협)를 통칭

하는 말로 한 해 중국 정부의 정치 및 경제에 관한 운영방침을 정하는 최대의 

정치행사임.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전인대는 중국에서 최고의 법적인 지위와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

권력기관임. 

○ 1954년에 출범한 전인대는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 것으로 31개 성·시(省·

市)와 인민해방군 대표, 소수민족 대표 등 약 300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

년임. 헌법개정 및 헌법 집행 감독, 기본법률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하여 국가

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등의 선출 및 파면, 국가 예산과 예산의 집행 

상황에 대한 심의 및 비준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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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협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 1949년 신중국이 설립됨과 동시에 중

국공산당의 제의에 따라 성립되었음.

○ 정협은 전국위원회와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로 구분됨. 전국위원회는 공산당

을 비롯한 8개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각계각

층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임. 

○ 정협은 국정방침에 관한 토의에 참여해 제안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만 정책결정기구가 아니므로 그 영향력은 전인대보다 낮음. 하지만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력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2. 2020년 중국 양회 개최 결과

2.1. 2020년 양회 정부업무보고 경제분야 요지

○ “안정 속 성장” 기조하에서 고용안정과 민생보장 및 내수체계 구축 완비 

등 2020년 경제사회 발전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6대 안정과 6대 보장 이행을 

강조함. 단,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음.

- 6대 안정: 취업안정, 금융안정, 외자안정, 무역안정, 투자안정, 예측안정

- 6대 보장: 주민취업 보장, 기본민생 보장, 시장주체 보장, 식량·에너지안전 

보장, 산업·공급사슬안정 보장, 기층운영 보장

<표 1> 최근 3년 중국의 주요 경제 목표 및 실적

자료: 2020년 정부업무보고(2020年政府工作報告)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GDP 성장률 6.5% 내외 6.6% 6-6.5% 6.1%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 내외 2.1% 3% 내외 2.9% 3.5%

도시 신규취업자 1100만명 이상 1361만명 1100만 명 이상 1352만 명 900만 명 이상

농촌빈곤인구 감소 1000만명 이상 1386만명 1000만명 이상 1109만명 전원 탈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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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중국의 “제13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마지막 해로 

절대적 빈곤 해소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1) 건설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발

전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해

○ 2020년 양회 정부업무보고 중 많이 언급된 단어: 보(保) 85회, 발전 71회, 안

정(穩) 41회, 취업(就业) 39회, 사회 39회, 경제 37회, 기업 36회, 전염병 발생

상황(疫情) 31회, 개혁 28회, 건설 28회, 인민 27회, 보장 23회, 민생 21회, 서

비스(服務) 20회, 시장 20회, 방제(防控) 19회

○ 시진핑 주석, 2020년 양회에서 “인민제일”거듭 강조 

-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의 보도에 의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인대 대표 및 정협위원들과 교류하면서 ‘인민제일’의 화두를 수차례 언

급한 것으로 나타남.

- (5월 22일, 내몽고 대표단 심의) “큰 대가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이 환자 한 

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인민제일”이라고 강조 

- (5월 24일, 후베이대표단 심의) “현재 후베이가 직면한 첫째가는 과업은 바

로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일괄적으로 틀어쥐는 것”. 코로나 19사태로 인

해 “기본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고 민생의 마지노선을 사수하는 것이 현재 

중국경제의 중대 과업”임을 강조

- (전국정협 경제계 회의) 전면적이고 변증법적이며 장기적 안목으로 현재의 

경제정세를 분석하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도모하며 변화 속에서 새

로운 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중앙방송국, CMG)“중국의 혁명과 건설 개혁의 근본적인 목표는 바로 인민

들이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큰 도전과 압박에 직면해도, 혹은 

아무리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점은 시종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1) 샤오캉의 개념은 1979년 12월에 덩샤오핑이 처음 제창한 용어로 국민의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단계(溫飽)와 풍족한 단계(富裕)의 중간 단계에 해당함.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란 단지 배부르게 

먹는 원바오(温饱)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태 등 각 방면에서 도농 발전 수요를 충족시켜

야 함. 중국공산당 제16대 보고에 경제, 정치, 문화, 지속가능발전의 4개 방면의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6개의 “더욱더(更加)”로 요약했는데 경제 더욱더 발전, 민주 더욱더 건전, 과학·교

육 더욱더 진보, 문화 더욱더 번영, 사회 더욱더 조화, 인민생활 더욱더 부유임.



4

않을 것”이라고 강조

2.2. 2020년 양회 정부업무보고 삼농분야 주요 내용

 ▣ 요점

○ 빈곤퇴치와 농촌진흥 조치 시행 

- 빈곤 지역에 대한 빈곤퇴치 역량을 강화하고, 외지에 나갔던 농민공들이 귀

향(返鄕) 이후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소비에 의한 빈곤 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빈곤 구제 산업발전의 회복을 지

원하며, 동·서부의 빈곤 구제 협력과 중앙정부의 맞춤형 빈곤 구제를 심층

적으로 추진

- 최저생계보장 강화, 빈곤퇴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분석 시행, 빈곤퇴치와 

농촌진흥의 효과적인 연계 등을 지속 추진하여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해질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농산물의 공급 보장과 농민의 생활 수준 향상

- 식량 재배면적과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다모작 지수를 높이며 벼

의 최저수매가를 인상하고, 중대 병해충을 적극 예방 및 퇴치

- 경작지 불법 침범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고표준 농지2) 8천만 무(약 533만 

헥타르)를 새로 조성

- 농촌개혁 심화, 돼지 생산 회복, 식량안보 성장책임제, 장바구니 시장책임제 

등 정책 시행 강도를 높여 14억 중국인의 식량 공급 주도권을 반드시 중국 스

스로가 확고히 장악하도록 함.

2) 고표준 농지(well-facilitated farmland)란 기본농지 보호구역으로 획정된 범위 내에 필지가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

고,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다수확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생태가 양호하며, 재해 저항능력이 강하고, 현대적

인 농업생산 및 경영 방식에 적합한 기본농지를 일컬음. 2012년 10월에 국토자원부가 고표준 기본농지 시범현(500

개) 건설에 착수하였고, 2019년 11월에 국무원은 《고표준 농지건설 강화를 통해 국가 식량안전 보장 능력을 제고하

는 것에 관한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切实加强高标准农田建设提升国家粮食安全保障能力的意见)》을 제정하고 2022년

까지 전국에 10억 무(약 6667만 ha)의 고표준 농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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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일자리 제공에 의한 

빈곤구제 규모를 확대하며, 귀향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

도록 하고, 현대 농업시설 건설, 농촌 식수 안전 프로젝트와 주거환경 정비

를 지원하여 농민들의 생산과 생활여건 지속 개선 

○ 2020년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업무보고 중 삼농분야 주요 내

용에는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빈곤퇴치와 농촌진흥 조치 시행, 주요 농산물

의 공급 보장과 농민의 생활 수준 향상) 외에 농민의 취업과 소득증대 경로 

확대, 신형도시화 건설 강화, 식량안전 보장, 교육의 공평 발전과 질적 제고 

추진, 기본민생 보장역량 확대 등도 중요한 정책과제에 포함됨.

 ▣ 세부 내용

○ 빈곤퇴치 공략에서의 승리 

- 현행 기준에서 농촌 빈곤 인구가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고 모든 빈곤 현(縣)

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함. 

- 남은 빈곤 현과 빈곤 촌의 탈빈곤 능력을 강화하고 도시 진출 농촌노동력이 

취업지역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함. 

- 소비 빈곤구제 활동을 전개하여 빈곤구제 산업발전을 회복하도록 지원

- 빈곤 구제 대상이 타지로 이전한 이후의 후속적 지원 강화 

- 동서부 빈곤 구제 협력과 중앙정부의 지정 빈곤 구제 활동 강화 

- 최저생계보장 강화 

- 탈빈곤 공략에 대한 센서스 조사 충실히 시행 

- 탈빈곤과 농촌진흥 추진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빈곤에서 벗어난 주민이 부

유한 생활로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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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의 빈곤 인구 및 빈곤 발생률 변화 추세(2000-2019년)

주: 빈곤 기준은 2010년 기준을 적용하였음. 즉, 농촌빈곤기준(农村贫困标准)은 1인당 연간소득 2300
위안(2010년 불변)임.

자료: 国家统计局农村社会经济调查司(2019). 《中国农村统计年鉴2019》.

○ 농민의 취업과 소득증대 경로 확대

- 농민이 인근 지역에서 취업과 창업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노동을 통해 빈

곤을 구제할 수 있는 규모를 확대하며, 도시에서 귀향한 농민공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도록 함. 

- 적정 규모의 경영주체를 육성하고 농가 사회화 서비스를 강화함.

○ 농민의 생산과 생활여건 개선

- 특별채권 투입을 확대하고 현대농업시설 건설, 식수안전프로젝트 추진및 주

민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을 지원하여 농민의 생산과 생활여건을 지속적으

로 개선해 나감.

○ 신형 도시화 건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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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도시화 건설을 강화하고 현(縣)급 도시의 공공시설과 서비스 능력을 대

대적으로 제고시켜 농민들이 현급 도시에서 취업하고 가정을 꾸리는 수요증

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 

- 도시 내 노후화된 동네(단지) 3만 9000개를 재개발함에 있어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식사 제공과 청소 대행 등 다양한 단지 내 서비스를 발전

시킴. 

○ 식량 재배 규모와 생산량 안정

-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농업생산과 농산물 공급을 특별히 강조 

- 식량의 재배 규모와 생산량 안정화, 반복재배지수(復種指數) 제고, 벼 최저

수매가격 인상, 식량 생산 대현에 대한 지원 확대, 중대 병충해 방제 적극 

시행

- 농경지 불법 침범 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고표준 농경지 8000만 무 새로 

건설 

- 농촌개혁 심화 

- 돼지생산 회복 

- 식량안전 성장책임제(米袋子省长責任制, 粮食安全省长责任制) 와 장바구니 

시장책임제(菜籃子市长負責制) 엄격 시행

    • 식량안전 성장책임제는 중국 국무원이 2014년 12월 31일에《건전한 식량안

전 성장책임제 수립에 관한 의견(关于建立健全粮食安全省长责任制的若干意
见)》을 제정, 2015년 1월 22일 공포·시행한 제도임. 

    • 식량 생산, 유통, 소비 등 각 단계에서 국가 식량안전의 유지·보호에 관한 

성급 인민정부의 직권과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수립한 제도

    • 각 성(구, 시) 인민정부가 해당 지역의 식량안전 보장에 대한 주체적 책임

을 갖고 식량 생산과 비축 및 유통 능력 구축을 강화하여 국가 식량안전을 

확보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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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공평 발전과 질적 제고 추진

- 향진(鄕鎭) 기숙제 학교와 현정부 소재지(縣城) 학교 건설을 강화하고, 특수

교육과 평생교육을 추진하며, 사립교육을 지원하고 규범화하며, 사립 유치원

의 어려움을 도움 

-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 설립 추진 

- 대학의 농촌과 빈곤지역 학생 모집 규모 확대

○ 기본민생 보장역량 확대

- 퇴직자 기본 연금 인상, 도시와 농촌 주민 기초 연금의 최저 기준 제고 

- 전국에 약 3억 명이 양로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금 확보 필요

- 실업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실헙보험 가입 1년 미만의 농민공 등 실

업자도 거주지역의 보장 범위에 포함 

- 기초생활수급(低保)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 가정에 대

한 보장을 최대한 확대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 실업자와 귀향자는 즉시 

최저생계보장 범위에 포함 

- 재해와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 곤경에 처한 인원은 전원 구제 시행 

- 곤란을 겪는 모든 대중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민생 보장 역시 더 많은 

실업자가 재취업이나 창업하도록 지원  

2.3. 농업농촌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표 내용

  ＊ 2020년 중국 양회 관련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농촌부 한창푸(韓長賦) 장

관은 중국의 식량안보, 돼지생산공급, 빈곤구제산업발전 등 현 중국 농업농

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방침을 표명함.

 ▣ 식량안보: 중국에서는 식량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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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국가는 식량 비축을 확대하고 또 일부 국가는 식

량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

○ 이에 중국은 식량 생산에서 십수 년 동안 연속 풍작을 이루었고 최근 5년은 

매년 식량 생산량 6억5천만 톤 이상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식량 자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그리고 현재 중국의 1인당 식량점유량

은 국제식량안전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2대 주요 식량인 벼

와 밀의 자급률이 100%에 달하고, 식량 재고량은 1년 생산량을 초과한 수량

으로 전 국민의 1년 식용량을 충당할 수 있어 “중국은 식량위기가 발생하

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강조

   - 금년도 중국의 식량 생산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봄 식량 재배면적이 안정 

속 증가 추세 유지. 조생종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470만 무 증가. 하곡인 

밀의 생장 상태로 미루어 풍작 예상

   - 앞으로 자연재해 방지 및 감소 강화, 병충해와 기상재해 방지 강화, 벼 적시 

수매 및 최저수매가 인상을 통해 농민들의 식량 생산 적극성 제고에 주력

   - 올해 8000만 무의 고표준 농지건설을 완성하고, 연간 식량생산량 6.5억 톤을 

보장하여 샤오캉시대의 식량 풍작을 실현하겠다고 다짐

 ▣ 돼지생산공급: 금년 돼지 생산목표 달성 실현, 향후 돼지가격 더 이상 큰 폭 

상승 없을 것

○ 사육시설의 신축 및 보완을 통해 돼지 생산량은 3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돼

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13주 연속으로 하락하여 최고점 대비 23%(㎏당 12

위안) 내림. 올해 생돼지 생산목표는 기본적으로 평년수준에 근접. 분석결과 

돈육가격은 더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현재 생돈 생산 회복세가 양호하여 금년 돼지 생산 목표달성은 문제 없을 것

임. 생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보장을 위한 일련의 정부 정책 조치로 인해 

2019년 10월부터 모돈 보유량의 하락 추세가 그치고 7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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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으며, 생돈 수량도 3개월 연속 증가함. 

<그림 2> 최근 2년(2018년 7월~2020년 6월) 중국의 돼지고기(정육) 가격 변동 추이

단위:위안/kg

자료: 中国农业信息网(http://www.agri.gov.cn), 全国农产品批发市场价格信息系统, 市场行情分析.

○ 돼지 생산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하나의 과정(싸이클)이 필요하므로 각 부문

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조치 강화 필요

   - 책임 이행. 각 지방은 주어진 돼지 생산회복 목표달성을 위해 책임지고 임무

를 완수해야 함.

   - 정책지원. 중앙정부는 19개의 돼지 생산지원정책을 발표함. 양돈 용지정책, 

금융대출정책, 불합리한 양돈 제한정책 규제 완화 등 포함. 이러한 정책을 

잘 시행하여 기업과 농민의 양돈 적극성을 제고

   - 대규모 양돈기업이 중소규모 양돈농가 인도. 현재 중국의 양돈업체 중 규모

화 양돈장의 돼지가 52.3%, 중소규모 양돈장의 돼지가 47.7%를 차지하므로 

어는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임. 용두기업을 발전시키려면 용두기

업이 중소 양돈농가를 인도하여 공동으로 양식 규모를 확대하고 동시에 방

역수준을 제고시켜야 함.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미 중국에 고착화하여 돼지 

생산에 하나의 큰 위협이 되었음. 따라서 계속해서 엄격한 방제를 시행하고 

http://www.agri.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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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화 방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돼지 사육, 운송, 도축 등 단계의 전

체 사슬에 대한 방역과 관리감독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차 창궐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백신 개발 신속 완수

   - “국민의 식탁에 고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천명

 

 ▣ 빈곤퇴치: 빈곤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켜 농민들을 부유하게 함

○ 최근 몇 년 동안 산업을 통한 빈곤 구제 방식이 파급효과가 가장 광범하고 

빈곤 인구 인도 규모가 가장 많은 조치였다고 설명

   - 현재 조건을 갖춘 빈곤촌은 대부분 특색산업단지를 건설하였는데, 전국에 10

만 개가 넘음

   - 빈곤지역의 전반적인 산업발전 수준은 여전히 낮은 단계임. 

○ 농업농촌부는 다음 단계로 품질 제고, 생산·판매 중시, 연계 촉진, 농가 인

도 등 네 가지 방면에 주력하여 빈곤 구제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겠다

고 천명

   - 산업기술 전문가그룹의 역할을 발휘하여 빈곤지역의 산업발전계획 정비를 

도움. 동시에 현대농업산업단지의 기능을 발휘하여 농업 전체 산업사슬의 발

전을 인도하여 "일촌 일품(一村一品)” "일현 일업(一县一业)”을 형성하여 

전체 산업발전 수준을 제고시킴.

   - 전반적인 산업사슬을 연장하여 도매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용두기업 등과 

빈곤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고 소비 빈곤 구제도 시행 

   - 빈곤구제산업 발전을 농촌산업진흥과 결부시켜 빈곤구제산업의 성과를 장기

간 지속시킴. 

   - 용두기업과 합작사의 역할을 발휘하여 이들 주체와 농가를 연계, 농가가 해

당 산업단계에 진입하도록 인도하여 산업발전을 통한 빈곤농가의 소득증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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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양회 대표 삼농 관련 주요 건의 내용 

○ 최근 몇 년간 양회에서 대표(위원)들에 의해 제시된 삼농분야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식량안보, 농산물 공급, 농촌토지 개혁, 농민공 문제, 농촌전자상거

래, 농촌 식수 안전, 생태환경 개선 등은 거의 매년 공통으로 논의되고 있음.

<표 2> 최근(2016~2019) 양회 대표(위원) 삼농 관련 주요 제안 의제

자료: 정부 발표자료, 언론 보도자료 등을 기초로 필자 자체 작성.

○ 2020년 양회에서는 국무원 총리의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 외에 대표(위원)

들의 삼농에 관한 다양한 안건과 건의가 제시되었음.

   - 주요 제안으로는 위(2016~2019년)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식량안보, 농산물 공

급, 농촌토지 개혁, 농민공 문제, 농촌전자상거래, 농촌 식수 안전, 생태환경 

개선 외에 몇 가지 새로운 의제가 제시되었음.

   - 2020년에는 농민퇴직제도 도입, C2M 생산기지 개발, 콜드체인 물류 투입 확

대, 양돈산업발전기금 설립, 빈곤구제 사업의 입법화, 소수민족지구의 탈빈

곤 실현, 2세대 농민공의 도시정착 문제 등 중국 삼농분야의 다양한 의제가 

망라되었음.

연도 주요 의제

2016

농산물 공급과 품질 안전 강화, 농업구조조정 가속화, 농민공의 도시정착, 농

업 현대화, 농업경영 다각화, 농촌 식수 안전, 생태환경 개선, 낙후・빈곤지역

에 대한 공공교육 투자 중점 배치, 대학의 농촌학교 학생 모집 규모 확대

2017

식량 안전 보장,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쟝(新疆)에 국가 현대화 축산

업 시범구 건설, 농업 브랜드화와 규모화 발전, 농업 현대화, 농업 문화재 이

용과 보호, 농산물 가격 자유화로 농민소득 제고, 생태 순환농업 추진

2018

식량 안전 및 농산물 공급 보장, 농업 정보화와 빅데이터, 농업 재배 구조조

정, 농촌토지개혁, 농촌전자상거래 발전, 농업경영 다각화, 농민공의 도시정

착, 농민공의 귀농귀촌 창업 지원, 농촌학교 설립 조전 개선, 농촌 식수 안전, 

생태환경 개선

2019

식량 안전 보장, 농업경영 다각화,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강화, 식량 가격형

성 시장화 메커니즘 구축, 농촌토지개혁, 농촌전자상거래 발전, 농민공 취업 

확대, 귀농귀촌 창업 지원, 농촌 식수 안전, 생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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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20년 양회 대표(위원) 삼농 관련 주요 제안 의제 

자료: 정부 발표자료, 언론 보도자료 등을 기초로 필자 자체 작성.

제안자 주제 요지

왕쉐쿤(王学坤) 농민퇴직제도 도입
⁃ 농민토직제도 및 보조금 체계 수립으로 퇴
직 농민이 샤오캉 사회의 혜택 향유

자오완핑(趙皖平)
농업 지역 배치와 산업구조 최

적화

⁃ 1차, 2차, 3차 산업 융합으로 농업의 부가
가치 제고

양궈챵(杨国强)
해외농업 확장, 로봇업종표준 

정비

⁃ 농기업이 해외농업개발참여 지원, 해외농업
생산기지 설립
⁃ 기업의 스마트농업기지와 로봇농장 개척 통
한 농업생산력 향상 유도

장진둥(张近东) C2M 생산기지 개발

⁃ C2M(Customer-to-Manufacturer) 생산기지 
발전시켜 농촌진흥 촉진
⁃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판매 수단으로 하
는 농촌생산기지 형성 인도

차오샤오링(乔晓玲) 콜드체인 물류 투입 확대 

⁃ 냉동창고, 냉장차량 투입 확대로 중서부 농
산물 산지의 냉동창고 부족 문제 해결 
⁃ 콜드체인 물류표준체계와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리우융하오(刘永好) 양돈산업발전기금 설립
⁃ 이중 전염병 영향하에서 돼지 생산성을 회
복하고 종합적인 양돈산업 복원 가속화

마화텅(马化腾) 농촌 신형 인프라 건설 추진
⁃ 농촌지역 디지털화 실현, 생산성 제고, 스마
트 농촌 건설 촉진, 농촌진흥 촉진 

지에쉐즈(解学智)
농촌 집단경제 발전 및 농촌진
흥 촉진

⁃ 농촌 집단의 자산자원 활성화, 농촌 집단 
토지의 집약화 사용 추진, 집단 유휴 자금의 
자본화 경영 촉진
⁃ 지역 특화 산업 발전, 집단자금의 안전·공
공서비스 투자 장려

왕진후이(王金会)
농업기반 안정으로 식량안전 
확보

⁃ 식량 생산 대성인 헤이룽장성이 중국의 식
량창고로서 국가 식량안보 수호 책임을 다하
도록 농업기반 구축 필요

리샤오둥(李曉東) 빈곤구제 사업의 입법화
⁃ 빈곤구제와 빈곤퇴치 관련 입법화 신속 추
진 필요

치더촨(祁德川) 소수민족지구의 탈빈곤 실현
⁃ 전면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낙후지역 거
주 가난한 소수민족의 진정한 탈빈곤과 부유
화 실현

후샤오옌(胡小燕) 2세대 농민공의 도시 정착
⁃ 농민공의 취업문제와 함께 2세대 농민공 들
의 도시정착 문제 해결 중요

무커파(穆可發) 농촌 식수 안전 확보
⁃ 농촌 상수도인 촌촌통(村村通) 건설 투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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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2004년부터 17년 동안 매년 1호문건의 주제를 오직 삼

농에 집착해 왔던 이유는 “삼농문제 해결은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로 

진입하는 열쇠”이기 때문임. 삼농 문제 해결 없이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2020년 삼농 업무의 목표도 두 가지 거시적 목표달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설정됨.

□ 중국 농업 분야는 지금 전례 없는 중대 위험에 직면해 있음. 2018년 하반기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

로나19의 발생은 중국 농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더욱이 중국경제의 전반적

인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

□ 2020년 양회 개최 결과 삼농분야의 키워드로 탈빈곤, 농촌진흥, 식량안전, 농

업생산, 돼지생산, 농민소득, 농민공 등을 들 수 있음. 2020년 중국의 농정 목

표는 농촌 빈곤퇴치 완수, 식량 등 주요 농산물 공급 보장, 농민 소득증대 및 

생활 수준 향상 등임. 

□ 인구 대국인 중국으로서는 국가 안위의 첫 번째 요건이 식량안전을 확보하는 

것임. 2020년 1호문건과 양회 정부업무보고 모두 식량안보를 주요 의제로 다

루었음. 농업농촌부 장관은 양회 관련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식량안보

가 매우 굳건하다고 설명하였음. 이처럼 중국이 식량안전 확보를 자신하는 근

거로는 곡물자급률 95% 이상 유지, 식량 재고 풍족, 주요 식용 식량(口糧)인 

쌀과 밀 완전 자급 달성, 2010년 이후 중국의 1인당 식량 점유량 세계 평균수

준 이상 유지, 최근 5년 연속 식량생산량 6억 5천만 톤 달성, 2020년 하곡 작

황 양호, 식량안전 성장책임제 강력 시행, 쌀·밀 최저수매가격 인상, 식량생

산보조정책 시행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한창푸 농업농촌부 장관이 양회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식량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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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음을 강조한 배경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국가는 식량 비

축을 확대하고 또 일부 국가는 식량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제사

회에서 중국발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인식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시진핑 주석은 이번 양회 기간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14억 인구를 가진 대국으로서 농업의 기초적 지위는 어느 때든 소홀히 하

거나 약화되어서는 안되며, 식량안전이 확보되면 국민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

음은 언제나 진리(手里有糧, 心里不慌)”라고 강조하였음. 

○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홍수 등 자연재해의 심화 

현상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으므로 지속

적인 관찰이 요구됨. 

□ 특히 2020년 1호문건과 양회에서는 생돈(돼지) 생산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

룸. 돼지 생산을 1호문건의 주요 조항에 포함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는 곧 

돼지고기가 중국 국민의 식생활에서 식량만큼이나 중요한 기본 식품임을 의미

하는 것임. 돼지 생산의 안정을 통한 돼지공급 보장은 정부의 당면 경제업무

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

○ 중국인의 식문화 측면에서 보면, 돼지고기는 쌀이나 밀 등 식량에 버금가는 

주요 생필품의 하나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돼지고기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장바구니 물가의 체감 상승률은 실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상황임. 

□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의 관련 농업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나아가 중국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정부 

또는 기업의 참여 기회를 모색하여 한·중 협력사업이나 대중 투자사업을 발

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내외에서 제기된 중국발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진단

과 함께 예측되는 상황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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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정부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

촌진흥 전략 추진과 관련하여 과거 한국의 정책 경험과 실행 방안 등은 중

국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간 또는 민간 차원의 한·중 

농업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농촌 산업발

전을 통한 농촌진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 등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농업과 농촌을 검

토해 볼 가치가 있음. 

○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및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동물 전염병 

방역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국이 삼농 문제를 잘 해결하여 전면적인 샤

오캉 사회 건설을 이룩하고,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중꿔멍(中國夢,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 실현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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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3)

¡ 2020년 5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114.95로 지난 4월 대비 8.5% 하락하였으
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0.6% 지속 상승. 

− 2020년 5월 채람자(菜篮子)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0.4%로 지난 4월 대비 6.6% 하락하였으
며, 지난해 동월대비 14.8%하락.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200지수'는 2015년=100
  자료: 中国农业信息网(http://www.agri.gov.cn)

3) 중국은 2017년 1월부터 2000년도 기준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발표를 중단하고 2015년도 기준의 ‘농산물도
매가격200지수’를 새롭게 발표함.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는 총 111개 품목(채소 32개, 과일 11개, 축산물 7
개, 수산물 49개, 식량 7개, 유지작물 5개)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 200개의 가격에 기
초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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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지난 4월에 비해 엽근채소, 양녕채소, 과채, 축산물, 
버섯 가격의 전반적으로 하락.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엽근채소, 양녕채소, 과채 가
격의 전반적으로 하락. 

표 1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20년 1월 ~ 5월)
단위: 원, %

품목

 2020년 5월 증감률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6,585 16,977 16,347 17,361 17,079 -1.62 -0.95 

 콩(1kg) 1,009 992 981 1,046 1,061 1.42 12.06 

엽근

채소

 배추(10kg) 2,484 4,082 3,747 3,960 2,726 -31.16 13.50 

 무(18kg) 4,925 6,548 6,177 5,571 5,217 -6.36 -16.12 

 양배추(8kg) 2,820 3,853 3,011 2,642 1,739 -34.18 -26.42 

 당근(20kg) 7,285 9,940 8,754 8,957 9,040 0.92 -8.84 

 감자(20kg) 8,628 11,238 10,975 11,482 10,144 -11.65 4.10 

양념

채소

 건고추(600g) 3,355 3,548 3,322 3,221 3,126 -2.96 -3.96 

 양파(kg) 519 598 484 382 319 -16.48 -14.48 

 마늘(kg) 1,539 1,771 1,565 1,517 1,230 -18.89 5.63 

 대파(kg) 472 623 418 367 388 5.89 -29.79 

 쪽파(kg) 1,005 985 797 747 694 -7.16 -26.35 

과일

 사과(부사, 15kg) 17,273 17,472 16,637 17,378 17,649 1.56 -34.89 

 배(풍수, 15kg) 10,046 11,503 9,848 10,868 10,817 -0.47 -46.83 

 복숭아(kg) 1,084 1,599 1,552 2,580 1,875 -27.31 -11.18 

 포도(거봉, 5kg) 6,731 7,583 7,378 8,611 10,955 27.22 0.89 

 감귤(만다린, kg) 747 825 852 942 1,085 15.15 -14.89 

 감(10kg) 7,252 9,701 10,793 11,880 13,112 10.37 74.06 

과채

 딸기(2kg) 8,531 8,140 6,880 5,156 4,272 -17.16 -10.74 

 토마토(10kg) 10,961 13,407 10,677 10,081 6,884 -31.72 -12.24 

 오이(kg) 1,103 1,037 897 631 492 -22.10 -5.14 

 수박(kg) 767 856 831 830 719 -13.33 -9.48 

축산물

 쇠고기(kg) 11,973 12,398 11,958 12,357 12,244 -0.92 17.47 

 돼지고기(kg) 7,811 8,488 7,916 7,762 7,023 -9.52 97.62 

 닭고기(kg) 3,147 3,023 2,794 2,955 2,872 -2.80 0.64 

버섯

 느타리버섯(2kg) 2,300 2,306 2,208 2,490 2,598 4.34 7.26 

 새송이버섯(2kg) 2,474 2,890 2,537 2,203 1,956 -11.19 -21.91 

 팽이버섯(2kg) 2,833 3,108 2,500 2,345 2,157 -8.03 -9.16 

 표고버섯(2kg) 3,948 4,068 3,793 3,929 3,806 -3.13 -0.60 

임산물
 밤(kg) 1,464 1,310 1,376 1,383 1,529 10.49 9.49 

 대추(kg) 2,186 2,145　 2,343　 2,428　 2,541 4.67 8.95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자료: 中国农业信息网 (http://www.agri.gov.cn)

http://www.agri.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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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 2020년 5월 소비자물가 지

수는 4월 대비 4.2% 하락. 
전년 동월 대비 2.9%상승.

− 이 중 식품가격지수는 전
월 대비 0.9%로 하락, 전
년 동월의 0.3% 하락.

¡ 5월 식품가격 상승
(y-y)은 육류과 수산
물이 주도 (각 57.4%, 
3.7% 상승).  조란과 신선과일 가격은 하락.

표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구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20.2 ‘20.3 ‘20.4 ‘20.5 ‘20.2 ‘20.3 ‘20.4 ‘20.5

소비자물가지수(CPI) 0.8 -1.2 -0.9 -0.8 5.2 4.3 3.3 2.4
∘ 식품･담배 및 주류 3.0 -2.7 -2.1 -2.4 16.0 13.6 11.3 8.5
   식품 4.3 -3.8 -3.0 -3.5 21.9 18.3 14.8 10.6
   - 식량 0.4 0.0 0.4 0.3 0.7 0.7 1.2 1.5
   - 육류 7.1 -5.2 -5.5 -5.7 87.6 78.0 66.7 57.4
   - 조란(鸟卵) -5.8 -4.3 -1.9 -4.1 1.0 1.9 -2.7 -12.3
   - 수산물 3.0 -3.5 -0.1 1.3 2.8 2.8 2.3 3.7
   - 신선채소 9.5 -12.2 -8.0 -12.5 10.9 -0.1 -3.7 -8.5
   - 신선과일 4.8 -0.2 -2.2 -0.8 -5.6 -6.1 -10.5 -19.3
∘ 의류 및 복장 -0.3 -0.1 -0.1 0.2 0.5 -0.3 -0.4 -0.4
∘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1 -0.1 -0.1 0.0 0.1 0.3 0.3 0.1
∘ 의료보건 0.1 0.2 0.2 0.0 2.2 2.2 2.2 2.1
∘ 교통 및 통신 -1.5 -2.5 -1.2 -0.2 -1.6 -3.8 -4.9 -5.1
∘ 교육･문화 및 오락 0.0 -0.1 -0.2 0.0 1.0 2.5 2.0 2.2
∘ 주택(거주) -0.1 -0.3 -0.2 -0.2 0.3 -0.1 -0.3 -0.5
∘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0.2 0.4 -0.1 0.5 4.4 5.3 4.8 5.3

주: 육류는 가금육을 포함하지 않음(2016년 1월부터 CPI 구성 항목 조정).
자료: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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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 2020년 4월 농산물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0.2%증가. 전년동
기 대비 0.7% 증가

표 3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2020년 1월~4월)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20년 4월 증감률
1~2월 3월 4월 합계

(1~4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47.0 42.6 49.2 138.8 15.5 9.3 -0.1

02류  육과 식용설육 97.3 49.9 54.9 202.2 10.0 -19.3 -15.4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75.1 49.0 55.7 179.8 11.4 42.8 -4.4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245.8 194.0 167.9 607.6 -13.5 -13.9 -18.4

06류  산수목·꽃 74.1 43.7 28.9 146.7 -33.9 -21.9 -2.2

07류  채소 1,185.8 846.6 829.6 2,861.9 -2.0 6.5 0.6

08류  과실·견과류 871.0 446.1 311.3 1,626.9 -30.2 17.5 16.1

09류  커피·차·향신료 435.9 366.7 437.1 1,239.7 19.2 51.8 16.3

10류  곡물 89.6 134.0 113.0 336.6 -15.7 -15.0 -1.0

11류  제분공업제품 120.2 81.6 63.2 265.0 -22.5 -8.4 4.7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382.6 319.3 283.5 985.3 -11.2 6.6 -2.6

13류  식물성엑스 217.5 187.8 172.8 578.0 -8.0 36.1 11.8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19.9 16.5 13.2 49.6 -20.0 20.0 18.1

15류  동식물성유지 162.6 113.9 147.2 423.7 29.2 45.7 28.0

16류  육·어류조제품 1,082.0 729.7 687.1 2,498.8 -5.8 -12.1 -13.3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243.1 155.5 140.5 539.1 -9.6 -5.1 -2.0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43.5 25.0 21.5 90.0 -14.0 -2.3 -21.7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64.8 164.9 175.6 605.3 6.5 8.4 -11.4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1,007.9 809.2 752.2 2,569.3 -7.0 19.0 6.2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548.9 414.2 418.2 1,381.4 1.0 41.8 18.0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202.4 162.6 202.7 567.6 24.7 25.9 -3.0

23류  조제사료 344.4 298.0 286.5 928.8 -3.9 12.4 0.2

24류  담배 63.7 69.4 83.3 216.4 20.0 -21.4 -29.7

합 계 7,825.1 5,720.2 5,495.1 19,038.5 -4.0 10.2 0.7

자료: 중국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

http://www.custom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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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농산물 수입액은 12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3% 증가. 전
년동기대비 13.0% 증가

표 4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2020년 1월~4월) 2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20년 4월 증감률
1~2월 3월 4월 합계

(1~4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80.5 49.8 33.4 163.7 -32.9 -9.7 12.9

02류  육과 식용설육 4,584.7 3,116.4 2,666.0 10,366.8 -14.5 95.0 127.6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1,552.3 530.1 571.6 2,653.7 7.8 15.0 15.1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103.0 68.6 68.6 240.0 0.0 -19.3 -16.7

06류  산수목·꽃 19.1 21.7 29.9 70.8 37.8 15.0 -19.5

07류  채소 222.1 204.8 191.1 618.0 -6.7 -6.3 -4.8

08류  과실·견과류 2,350.3 899.7 1,439.9 4,689.6 60.0 13.6 7.5

09류  커피·차·향신료 132.3 81.4 102.0 315.7 25.3 5.2 21.9

10류  곡물 786.2 516.2 534.9 1,837.3 3.6 4.7 -3.2

11류  제분공업제품 175.4 151.1 157.1 483.5 4.0 1.4 -6.5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6,230.9 2,272.8 3,141.9 11,639.5 38.2 -12.5 -5.1

13류  식물성엑스 42.9 29.0 34.0 105.9 17.2 -10.5 -20.4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15.8 13.0 11.3 40.1 -13.1 -29.4 -25.7

15류  동식물성유지 1,454.5 572.0 749.4 2,775.9 31.0 12.9 -0.4

16류  육·어류조제품 54.8 20.5 22.3 97.5 8.8 -32.4 -6.3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193.7 100.3 127.4 421.4 27.0 -22.3 23.9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92.2 38.0 42.0 172.3 10.5 -28.8 -23.8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886.4 578.7 710.5 2,175.5 22.8 11.0 0.9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174.4 98.6 94.3 367.3 -4.4 -13.5 -17.6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486.2 374.0 439.2 1,299.3 17.4 43.5 20.5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704.0 348.0 303.1 1,354.9 -12.9 -37.5 -22.9

23류  조제사료 517.5 322.3 423.1 1,263.1 31.3 12.8 -4.5

24류  담배 143.3 171.9 345.7 660.9 101.1 27.6 -35.6

합 계 21,002.5 10,578.9 12,238.7 43,812.7 15.7 11.3 13.0

자료: 중국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

http://www.custom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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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세계 식량 수출입 
¡ 2020년 4월 3대 곡물(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433.0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26.4% 증가했

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20.6% 증가
− 품목별로 보면 쌀 수출량이 429.0천 톤으로 3대 곡물 수출량의 99.1%를 차지. 쌀 수출량 

전월에 비해 26.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 밀은 3.6천 톤을 수출. 
− 4월 한국으로 쌀 44.0천 톤을 수출하여 전체 쌀 수출량의 10.3%차지

표 5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2020년 2월~4월)

품목 국가 2019년
2020년 4월 증감률

2월 3월 4월 1~4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한국 148.2 11.0 22.0 44.0 88.0 100.0 2100.0 131.6 
 북한 161.6  0.7 - 0.0 1.3 - -100.0 -84.8 
 일본 25.6  12.3 12.1 0.6 37.5 -94.7 35.9 5942.6 
 홍콩 22.1  1.8 1.6 2.0 7.0 25.1 8.9 1.9 
 몽골 39.9  0.7 1.5 3.5 6.4 135.4 16.6 -3.6 
기타 2350.3  64.9 301.4 378.9 810.2 25.7 12.3 5.4 
합 계 2747.6  91.4 338.6 429.0 950.5 26.7 22.3 14.5 

 이 중
 - 중단립종쌀
   (백미)

 북한 161.6  0.7 - 0.0 1.3 - -100.0 -84.8 
 일본 24.8  12.1 12.1 0.6 36.9 -94.9 1048.1 -
 몽골 39.9  0.7 1.5 3.5 6.4 135.4 16.6 -3.6 
 한국 3.0  - - 0.0 0.0 - -100.0 -99.3 
 홍콩 22.0  1.7 1.6 2.0 7.0 25.1 9.7 2.1 
 기타 2297.1  56.9 297.8 187.1 598.7 -37.2 -43.3 25.7 
합 계 2548.4  72.1 313.0 193.2 650.5 -38.3 -43.7 29.6 

 밀 합 계 50.6  2.0 4.1 3.6 11.7 -11.6 -31.2 -35.0 

 옥수수

 북한 22.9  0.6 - 0.0 1.2 - -100.0 -67.6 
 미국 - - - 0.0 0.0 - -100.0 -

 캐나다 1.1  - - 0.0 0.0 - -100.0 -100.0 
 기타 1.7  - - 0.4 0.4 - 10.3 -15.4 
합 계 25.7  0.6 - 0.4 1.6 - -87.7 -66.5 

 대두

 한국 44.7  4.6 4.9 4.7 18.8 -2.7 -8.4 13.4 
 일본 24.7  1.6 3.7 4.1 10.9 11.3 1.7 -13.4 
 미국 0.6  0.2 0.4 0.4 1.3 -7.5 1093.5 917.9 
기타 44.5  1.4 2.2 2.2 7.2 -0.8 -53.5 -59.3 
합 114.5  7.8 11.1 11.4 38.2 2.1 -18.2 -18.7 

단위: 천 톤, %

자료: www.gtis.com/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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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2020년 2월~4월)
단위: 천 톤, %

품목 국가 2019년
2020년 4월 증감률

2월 3월 4월 1~4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태국 526.7 25.4 24.9 19.8 95.4 -20.6 -58.2 -79.2
 베트남 479.1 16.5  104.0 56.1 193.1 -46.1 9.6 413.2

 파키스탄 603.6 39.4  18.9 25.2 122.9 33.1 -78.6 -97.2
 기타 894.3 67.0  113.8 84.3 332.1 -26.0 77.8 135.6
 합 계 2,503.7 148.3  261.6 185.3 743.5 -29.2 -29.6 -16.7

 이 중
 - 장립종쌀
   (백미)

 태국 319.9 18.3  18.4 15.1 70.1 -18.2 -25.2 -71.6
 베트남 353.6 4.0  60.5 34.2 102.7 -43.5 -22.9 379.7

 파키스탄 445.7 29.7  7.8 14.5 81.8 85.6 -84.7 -109.7
 기타 861.6 64.9  95.6 57.8 283.1 -39.6 22.2 101.5
 합 계 1,980.7 116.9  182.3 121.5 537.7 -33.4 -41.1 -24.6

 밀

 러시아 36.5 1.1  0.2 0.2 2.7 -24.2 -96.5 -131.9
 호주 0.2 - - - 0.1 - - -41.6

 캐나다 2.4 0.1  0.1 0.2 0.5 93.3 1.5 -25.6
 기타 3.7 0.2  0.1 0.1 0.6 -32.9 -49.7 57.6
 합 계 42.8 1.4  0.5 0.5 3.8 7.6 -90.4 -119.4

 보리

 호주 2,315.7 152.2  86.8 240.6 631.8 177.2 -23.1 -79.1
 캐나다 1,459.5 185.2  146.9 101.6 618.9 -30.9 -64.7 -17.8

우크라이나 873.9 - - - - - - -
 프랑스 1,183.0 23.3  5.1 68.2 120.0 1227.8 939.5 2152.4
 기타 96.6 7.9  38.9 5.3 60.0 -86.4 - 5995600.0
 합 계 5,928.8 368.6  277.8 415.7 1430.6 49.6 -31.5 -57.4

 옥수수

 미국 317.7 0.1  1.1 - 1.3 -100.0 -100.0 -68.9
 라오스 141.7 - - - - - - -

 불가리아 4.4 53.5  5.2 - 112.2 -100.0 -100.0 -
우크라이나 4,137.7 402.4  303.8 864.0 1972.7 184.4 31.7 37.2

 미얀마 116.4 - - - - - -100.0 -115.5
 기타 73.2 10.1  8.5 22.9 51.6 170.6 235.3 164.6
 합 계 4,791.1 466.1  318.5 887.0 2137.8 178.5 33.6 50.1

 대두

 미국 17,014.6 3,051.0  1,711.7 665.6 8479.2 -61.1 -62.1 163.2
 캐나다 2,265.4 1.0  11.0 5.4 18.3 -51.0 -92.5 -102.6
 브라질 57,676.5 2,570.0  2,098.6 5939.0 13177.6 183.0 2.7 -23.9

아르헨티나 8,791.6 901.3  336.1 56.2 2194.9 -83.3 - 2.1
 기타 2,837.7 234.0  120.4 48.3 636.6 -59.9 74.6 143.5
 합 계 88,585.9 6,757.2  4,277.7 6714.5 24506.6 57.0 -12.1 0.7

자료: www.gtis.com/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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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대두 수출량은 11.4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2.1%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8.2% 감소

¡ 2020년 4월 4대 곡물(쌀, 밀, 보리, 옥수수)의 수입량은 1488.5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73.4%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3.3% 감소

−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옥수수 887.0천 톤(5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리가 
415.7천 톤(27.9%), 쌀이 185.3천 톤(12.4%) 순

¡ 2020년 4월 최대 수입 곡물인 옥수수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178.5% 증가했으며,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33.6% 증가

¡ 2020년 4월 보리 전월에 비해 49.6% 증가했으며 ,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31.5% 감소

¡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특히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4) 2020년 4월 수입량은 전월 대비 29.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9.6% 감소

− 4월 쌀 수입량 중 백미(精米)가 121.5천 톤으로 65.6%를 차지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베트남 30.3%, 파키스탄 13.6%, 태국 10.7% 순

¡ 2020년 4월 밀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7.6%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90.4% 감소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러시아가 40%로 비중 차지 

¡ 2020년 4월 대두 수입량은 6714.5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57.0%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2.1% 감소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브라질 88.5%, 미국 9.9%, 아르헨티나 0.8%,  캐나다 0.1% → 
CR3 99.3%  

4)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50%, 비국영무역(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50%를 차지. 2017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이며 장립종과 중단립종이 각각 50%(266만 톤), 50%(266만 톤)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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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 2020년 5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약 2.6억 달러로 전월 대비 0.2%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4.4% 증가 
− 주요 수출품목류는 농산가공품(49.0%), 채소(20.9%), 식량(12.4%), 특용잠사(8.7%), 축산물

(5.8%)
− 상위 10개 수출품목: 메현미(6.9%), 전분박(6.5%), 김치(5.0%), 캠프시컴속(3.5%), 개 사료

(2.8%), 참깨(2.6%), 변성 에틸알코올과 기타 주정(2.5%), 소스, 소스 조제용품(2.3%), 한약재
(2.1%), 당면(2.0%) → CR10 36.2% 

표 7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2020년 4~5월)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20년 5월 증감률

4월 5월 1~5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19,705   18,961 86,483 -3.8   -27.4   7.4   
서류 675   766.8 3,175 13.6   2.5   -0.4   
두류 10,492   7,926 37,826 -24.5   -29.1   -5.1   
전분 1,499   3,041 10,133 102.9   -3.9   -13.5   

계 32,371   32,371 32,371 0.0   -21.5   -76.1   
채소 55,571   52,239 267,935 -6.0   3.7   3.2   
과실 5,444   5,978 28,461 9.8   -16.6   -18.5   
화훼 3,043   2,657 12,710 -12.7   -3.8   -13.4   
버섯 2,748   2,008 11,680 -26.9   -9.2   -9.7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14,478   15,864 66,549 9.6   -1.4   -9.9   
차류 265   149 1,985 -44.0   -42.8   -1.8   
연초류 436   205 1,896 -52.9   -67.0   6.4   
인삼류 15 17 682 14.0   -92.2   -38.7   
한약재 6,352   6,197 34,400 -2.4   -10.4   0.1   
잠사류 1,387   311 4,679 -77.6   -79.6   -13.1   

계 22,933   22,743 110,191 -0.8   -11.3   -7.0   
농산가공품 136,723   128,022 706,977 -6.4   12.5   24.7   

소 계 258,833   246,018 1,170,324 -5.0   1.1   2.4   

축
산
물

산동물 779   779 2,912 0.0   121.8   -16.9   
육류 3,523   3,057 16,883 -13.2   -41.2   -22.2   
난류 179   253 1,095 41.1   -59.0   -33.1   
낙농품 1 1 54 -30.0   250.0   1388.9   
기타 축산물 2,920   10,928 48,796 274.3   1627.2   894.4   

소 계 7,402   15,017 69,739 102.9   120.9   119.7   
합 계 266,235   261,035 1,240,063 -2.0   4.4   5.6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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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약 1.2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68.0%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48.1% 증가 

− 주요 수입품목류는 농산가공품(74.5%), 축산물(12.2%),  특용잠사(1.7%), 과실(1.6%), 
− 상위 10개 수입 품목: 라면(13.5%), 조제품 기타(5.1%), 김(4.9%), 게(4.7%), 자당(4.0%), 알

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3.8%), 대구(2.2%), 조제분유(2.1%),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1.8%), 신선묵(1.8%) → CR10 43.9% 

표 8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2020년 4~5월)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20년 5월 증감률

4월 5월 1~5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234 224 1,045 -4.3 56.6 22.3 
서류 25 23 164 -8.0 -43.2 -20.8 
두류 51 59 142 15.7 4438.5   388.0 
전분 1 5 37 400.0 - 122.9 
계 312 311 1,389 -0.3 68.3 25.4 

채소 973 1,491 4,514 53.2 21.4 -5.1 
과실 5,534 5,834 32,999 5.4 -28.1 -12.6 
화훼 94 53 211 -43.6 -25.1 -69.0 
버섯 1 12 12 1100.0   33.3 -37.8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23 - 33 -100.0   -100.0   -35.9 
차류 17 4 67 -76.5 -88.7 -78.7 
연초류 5,302 2,108 9,584 -60.2 - 56.2 
인삼류 5,649 4,309 28,948 -23.7 61.6 15.7 
한약재 37 32 296 -13.5 -42.5 -30.5 
잠사류 - - 98 - - 6.3 
계 11,029 6,453 39,026 -41.5 133.4 21.8 

농산가공품 60,492 62,108 277,159 -100.0   -100.0   -100.0   
소계 78,435 76,262 355,310 -2.8 6.9 5.2 

축
산
물

산동물 - - - - - -100.0   
육류 90 104 1,116 15.6 92.9 82.8 
난류 - - - - - -

낙농품 8,814 4,871 33,276 -44.7 -22.4 -8.0 
기타축산물 3,139 40,573 177,702 1192.5   786.2 953.3 
소계 12,043 45,580 212,595 278.5 317.8 295.6 

합계 72,535 121,842 567,905 68.0 48.1 45.1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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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20년 5월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메현미(nonglutinous) 17,981.9 6.9 라면 17,120.7 13.5
2 전분박 및 유사 박류 17,086.3 6.5 조제품 기타 6,530.0 5.1
3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13,123.6 5.0 김(Laver) 6,273.9 4.9
4 캐프시컴속 열매(냉동) 9,264.7 3.5 게(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 것) 5,909.8 4.7
5 개사료 7,191.6 2.8 자당 5,047.0 4.0
6 참깨 6,916.0 2.6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4,822.2 3.8
7 변성 에틸알코올과 기타  주정 6,427.1 2.5 대구 2,815.4 2.2
8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5,879.3 2.3 조제분유(유아용/소매용) 2,632.3 2.1
9 한약제(신선ㆍ냉장ㆍ건조한 것) 5,602.4 2.1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2,280.5 1.8
10 당면 5,196.8 2.0 생선묵(게맛의 것) 2,303.4 1.8
11 광천수와 탄산수 4,656.3 1.8 필터담배 2,108.1 1.7
12 채소류 조제품 4,502.0 1.7 인삼음료 2,107.8 1.7
13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3,954.0 1.5 생선 소시지 2,060.5 1.6
14 전화당, 당시럽 혼합물 3,902.2 1.5 갑각류/고운 가루ㆍ건조한 것 1,805.5 1.4
15 땅콩 3,525.1 1.4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1,647.2 1.3
16 캔디류 3,633.6 1.4 맥주 1,606.4 1.3
17 젤라틴 3,464.2 1.3 석제품 1,449.7 1.1
18 냉동채소 3,251.5 1.2 피조개 1,346.9 1.1
19 맥주 3,113.7 1.2 김(건조한 것)(식용의 것) 1,443.4 1.1
20 아미노산(기타) 3,256.8 1.2 기타과실쥬스 주기제것(혼합) 1,285.6 1.0
21 조제품 기타 2,775.3 1.1 과실주스 음료 1,284.0 1.0
22 고구마(전분) 2,507.2 1.0 프로필렌글리콜 1,249.0 1.0
23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2,616.6 1.0 견과류 조제품 1,178.3 0.9
24 조주정(알코올 용량 80% 이상) 2,532.8 1.0 곡류 조제품 1,104.7 0.9
25 대두(콩나물용)(기타) 2,332.1 0.9 아미노산(기타) 1,104.3 0.9
26 채유종자와 과실의 분, 조분 2,452.1 0.9 아이스크림(코코아를 함유한 것) 1,196.7 0.9
27 당근(신선, 냉장) 2,461.6 0.9 밀크, 크림 1,171.1 0.9
28 들깨 2,126.3 0.8 삼치(스콤버로모러스종/냉동) 1,147.8 0.9
29 미과 1,976.3 0.8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996.7 0.8
30 아조디카본아미드 2,167.6 0.8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1,066.6 0.8
31 토마토 페이스트 1,954.1 0.7 고추장 1,044.8 0.8
32 마늘(냉동) 1,954.1 0.7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 1,004.0 0.8
33 스테비오사이드 1,728.1 0.7 베이커리 제품 1,068.4 0.8
34 팥 1,605.1 0.6 표백한 것 1,028.9 0.8
35 기타 화훼류 1,581.8 0.6 냉동 오징어 1,005.4 0.8

합 계　　 164,700.2 62.9 합 계　　 89,247.0 70.2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