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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또한 적
극적으로 자유무역협상에 참여하는 동시에 점차 양자간 협상인 FTA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중국은  ASEAN,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국
가들과 FTA를 체결했으며, 그 외에도 몇 개의 FTA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 
중에는 한·중 FTA를 포함 되어있다. 
 한·중 양국은 FTA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의 논의를 해왔다. 2007년 4월, 중

국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溫家寶)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였다. 방한 기간 중 원자바오는 한·중 양국 경제와 무역의 합
작을 심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였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적
극적으로 양국 FTA 체결에 따라 중국 상품의 한국 시장 장벽 제거를 추진시키
고 쌍방 무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이
것은 한·중 FTA 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007년 6월 한·중 양국은 정
부, 산업, 학계가 공동 진행시키는 한·중 FTA 연합 연구를 시작했으며, 2010년 
5월, 원자바오 총리가 다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양국은 한·중 FTA 관산학(정부, 
산업, 학술)연합연구를 마치는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양국의 경제무역부 장관이 
양해각서를 서명했다. 양국은 한·중 FTA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한·중 FTA체결이 
양국 경제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중 양국은 경제 규모나 구조가 다르다. 중국은 개발대상국으로서 자원, 노력

과 시장 등에서 비교적 높은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은 기술과 자본 쪽에 상
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즉 한·중 양국은 다른 경제구조로 인하여 양국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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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강한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한·중 FTA 수립은 양국 경제
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문헌에서 양국 FTA 수립에 대하
여 낙관적인 전망을 예측하고 있으며,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특히, 농산물분야는 한·중 양국 
모두 크게 중시하는 영역으로써 양국에 기회요인이 되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적
지 않은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측 중국 농산물은 자연자원과 노동력 쪽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에서 강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
으며, 반대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생산량과 농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
격이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한·중 FTA를 주장하
면서도 FTA에 따른 농산품 시장의 개방을 한국 농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우려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국과 중국, 양
국의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양국의 대응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한･중 FTA 체결이 양국 농업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한･

중 FTA에 관한 보고서 및 한국무역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농림부, 중국농업부, 중국통계국 등에서 발간한 각종 통계자료와 최근 발표된 
국내･외 논문집 및 분석 자료 등을 정리하고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

다. 
 제2장은 FTA에 대한 양국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한·중 FTA의 논점 중 한·중 

FTA 체결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한·중 양국 FTA에 대한 입장도 분석했다. 
한·중 FTA의 추진 배경을 분석한 후,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 현황을 알아보았
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의 추진 전략과 동기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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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은 한·중 양국 농산물 무역의 현황으로 한국과 중국 농업의 현황을 각각 
분석한 후, 한·중 양국 농산물 무역의 보완성과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은 한·중 FTA가 양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농산물 무역은 비슷한 점이 있는 반면 국가 간에 특징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국가마다 받은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전체적
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문제들 고려
해 보았으며, 주요 분쟁들을 선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은 한·중 FTA에 따른 양국 농업 대응방안이다. 4장에서 한·중 FTA로 인
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제6장은 논문의 논지를 정리하여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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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칠레                한-페루                  한-호주
한-싱가포르            한-EFTA1)              한-ASEAN
한-인도 CEPA2)        한-EU                   한-미국
한-캐나다              한-중국

서명/협상
타결

한-콜롬비아            한-터기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협상중 한·중·일
RCEP3)

공동연구
(여건조성중)

한-일본               한-인도네시아
한-러시아             한-MERCOSUR4)

제2장 한·중 FTA 추진 현황과 전망

제1절 한·중 FTA 추진배경

 2000년대 진입 이후 양국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다자간 통
상규범에 의존해 오던 통상전략에서 FTA를 주요 통상정책 수단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리적 인접여부는 물론 경제 수준의 차이와도 상관없이 다양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06월 01일 현재 GATT/WTO에서 발효 중인 
FTA는 세계적으로 285개를 차지하고 있다.

<표2-1> 한국의 FTA 추진형황

자료: 외교통상부, 2015, http://www.fta.go.kr/
  
 그동안 GATT/WTO 중심의 다자간 교역 체제에만 의존하여왔던 한국은 1990

1) 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오스트리아,포루투칼,아이슬란드,핀란드의 7개국 간에 자유무역지역이다.
2)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이다. 명칭은 시장 개방

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
과 큰 차이가 없다.

3) 2011년 11월 ASEAN이 RCEP 작업계획 제시,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 
   총 7차례 협상 개최(2013년 5월, 9월/ 2014년 1월, 3~4월, 6월, 12월/ 2015년 2월) 
  (*RCEP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4)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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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중반 이후부터 양자주의로 대표되는 FTA를 구상하기 시작했으며 <표 
2-1>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을 이루고 있다. 한·중 FTA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시
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기초단계라 할 수 있다. 한·중 FTA는 특히, 동아시
아 지역 협력에서의 주도권 확보의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에 획기적인 연결 고리를 구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지고 있으며, 한·중·일 FTA，나아가 동아시아 FTA 체결 등의 초석으로서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 간 지역무역협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촉매제 역할
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아세안 국가들과 공세

적이고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며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
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즉, 과거 일본에 비해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
기 때문에 중국은 자국에 매우 불리한 농업부문의 선자유화조치(EHP: Early 
Harvest Program)와 같은 과감한 경제적 양보를 감수하면서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추진, 타결시켰으며, 일본에 앞서 ‘ASEAN+1, 메커니즘을 주도하고 있
다. 즉,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과의 통상에 있어 보
다 효과적이면서 능동적인 대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서 중국과의 FTA를 통한 경제적 동맹관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
에서에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은 거대한 중국
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오늘날의 급변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한·중 FTA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보다 안정
적인 수출시장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 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원동
력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자국의 국익확보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들의 대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도 대 중국 통상정
책에 있어 적극적이며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중 FTA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하여 양국 간의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
상, 실질 GDP 증대, 후생수준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하여 역내 투자환경 및 경제제도가 개선되는 가운데 투명성이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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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협정 상대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타국에 대해서도 대외 신뢰도를 제고시
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신뢰도 제고를 통해 역내 생산거점 확보 
및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늘어난 외국 투자는 다시 고용창출, 세수증대, 기술이전, 선진 경영기법 
전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후생증대 등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한·중 FTA가 동아시아 FTA나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지만 양국의 GDP 증대와 경제 후생 향상에 긍정적인 효
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 발표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점에서 한·중 FTA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요구되어 진다.

제2절 한·중 FTA 필요성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급속한 경제교류 발전을 이룩하였고,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우선 한국의 경우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 흑자 등
으로 경제성장의 효과를 가져왔고, 중국 투자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시
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원자재 및 소비재의 수입
으로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유지 강화에 기여하기도 하
였다. 특히 중국산 농수산물 및 소비재 수입은 물가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한 저소득층의 생활의 유지 내지 개선효과를 가져다
주었다.5) 반면 중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문제의 해결과 고용창출, 한국의 
고도화된 선진기술의 습득 등의 효과를 획득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한·중 간에 무역 및 투자에서 상호의존관계가 지속되면서, 그로 인한 

무역수지 불균형과 상이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양국 간의 경제교류 발전을 저해
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향후 양
국의 경제 교류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며, 한·중 FTA에 대

5)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7.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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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크면서 동시에 통상마찰에 따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FTA를 통해 중국과 경제적 동맹관계를 구출되는 
것은 상호간의 통상마찰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역주의 억제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안정적인 중국시장의 확보와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중국의 인구는 약13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득수준의 향상되고 있는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의 매력적인 수출시장이 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2000년도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2천348달러에 불과했으나 경제성장과 더불
어 2010년 8월 1인당 국민소득이 6천914달러로 한국의 4분의 1 수준까지 육박
했으며, 앞으로 2격차가 많이 좁혀 질 것으로 예견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는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위해 중요하다.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내수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
은 더 이상 어려우며, 한국의 경제성장은 수출만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일본, 미국，EU, ASEAN등 거대시장과의 FTA는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WTO가 출범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보다 강해진 개도국과 NGO들의 목
소리를 통하여 세계화의 부정적인 면이 크게 부각되어 새로운 다자간협상(도하
개발어젠다 : Doha Development Agenda)은 여러 차례 시련을 겪게 된다. 그리
하여 세계 경제대국들은 WTO/DDA를 통하여 세계시장을 자국시장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차선책으로 일부 지역적인 시장이기는 하지만 몇 개국들만
이라도 뭉쳐 자유무역정책의 이점을 얻기 위하여 포괄적인 지역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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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Trade Agreement)을 서둘러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는 지역주의의 확산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

는 국가는 경제적 손해는 물론, 외교적으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외 무
역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이런 추세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주요 경쟁국이 FTA
를 통해 주요 시장을 확보해나갈 때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시장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2005년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0.2%，대만은 8.6%를 차지하면서, 대만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었으나, 중
국과 대만의 ECFA 체결로 인해 앞으로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4월 내 놓은 ‘중·대
만 ECFA의 협상 추이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의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전자, 자동차 등 5대 산업품목은 중국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며 “협정 체결로 관련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
다. 특히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FTA가 확대 되는 경우, 수입
이 한국으로부터 역내국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의 
훼손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여러 국가
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세계 주요 국가의 대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도 FTA를 포함한 적극적인 중국 통상정책을 추진해 야 할 것이다.

3.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심점

 현재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가이며, 가장 큰 내수
시장을 가진 국가이다. 중국의 대외통상정책은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FTA에 진
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근래에 들어 눈부시게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성장규모에 귀추가 주목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기타 
국가에게 큰 관심사로 다가오며，FTA 추진의 원동력이 된다. 중국은 한국, 일본
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국은 지리적으로 상당한 장점을 가
진다. 지리적인 인접성은 향후 교역에 있어 물류비의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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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 현재 중한의 관계는 중일의 관계에 비해서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방
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과 상호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한 FTA의 추진
은 앞으로 EU 경제통합의 과정에서처럼,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4. 정치·외교적 영향력 강화

 오늘날 각국의 FTA의 전략을 보면,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
가 많다. 국가나 지역 간 FTA 체결은 일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 뿐 아니
라 정치적 고려와 외교안보적 이익 그리고 국내 정치적 통합 이익의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6) 자유무역협정은 전략적 측면에서
는 국내의 경제개혁 장애요인을 해소를 촉진하는 효과와 다자간 무역협상을 포
함한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증대를 추구하고 있고, 외교안보적 측면으로는 지
역주의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정치외교 군사적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을 약화
시키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한·중 FTA가 체결도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점차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

적 측면에서도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교류협력 확대와 정치안보상의 이익을 증
대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
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FTA 정책은 중국이 FTA를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을 비
롯하여 여러 국가들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화 전략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외
교적인 영향력을 고취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추세에서 한국도 중국과의 ’미래지
향적인 파트너쉽’의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6) 김정수,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9.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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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국의 사회복지를 증가
  
 국제무역이론에 의하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무역창출과 무역전출 효과를 

발생시킨다. 무역창출효과는 지역복리를 증가시키고 무역이전효과는 지역복지를 
감소시키며 총 효과는 두 효과의 합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FTA가 체결이 되면 
양국이 서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더 편리하게 상대국의 시장으로 이전이 되면
서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는 복리를 증대시킬 것이다. 
 

6. 양국의 산업구조조정에 유리

 양국은 노동력，자원，자본，기술，상품시장，산업구조，기업관리 등 방면에
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동시에 한
국에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제공해주며 한국은 중요한 원재료의 수요자이며, 중
국에 자본과 기술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안정적이며 미
래지향적인 파트너쉽의 관계는 향후 한국의 안정적인 구조조정에 플러스 요인이 
되며, 중국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자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가져올 수 있
을 것이다. 결국，FTA의 체결은 양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 세
계 경제 속에서 양국의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제 3절 한·중 FTA 추진현황

〈표 2-2>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 11월 ASEAN+3회담 중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실시에 합의
하고,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간
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2년간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민감 분야도출 및 산업별 양향 등에 대한 민간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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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날자 협상장소와 주요내용
2004년 4월 9일 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 회담시 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년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

제정책연구(KIEP)간 공동연구 개시, 1년차 연구수행.
2006년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2007년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

2008년
3월 22~23일
7월 3~5일
10월 23~25일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북경)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서울)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위해)

2010년 2월 18~20일
6월 11~13일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제주)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북경)

2011년
2월
4월 11일
5월 28일
9월 28~29일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 대표간 협의(북경)
한·중 통상장관회담(북경)
양국 정성 임석하에 양국서명(서울)
한·중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회의 개최(북경)

2012년

2월 24일
3월 2일
3월22~23,4월5
5월 2일
5월 14일
7월 3~5일
8월 2~24일
10월30~11월1
일

한·중FTA 공청회
한·중FTA 추진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서울)
한·중FTA 추진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북경)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북경)
제1차 협상(Kick-off meeting) 개최 (북경)
제2차 협상 개최(제주)
제3차 협상 개최(에이하이)
제4차 협상 개최(경주)

2013년
4월 26~28일
7월 2~4일
9월 3~5일
11월 18~22일

제5차 협상 개최(하얼빈)
제6차 협상 개최(부산)
제7차 협상 개최(웨이팡)
제8차 협상 개최(인천)

2014년

1월 6~10일
3월 17~21일
4월 15~16일
5월 26~30일
7월 14~18일
9월 22~26일
11월 6일
11월 10일

9차 협상 개최(서안)
10차 협상 개최(일산)
회기간회의 개최(북경)
11차 협상 개최
12차 협상 개최(대구)
13차 협상 개최(베이징)
14차 협상 개최(베이징)
협상타결선언(베이징)

2015년 2월 26일
6월 1일

한·중 FTA 가서명
한·중 FTA 정식협정(서울)

<표 2-2> 한국 FTA 추진 현황

출처: 외교통상부, 2015, http://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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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17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이 
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2007년 1년 동안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 과 중국의 공식적 FTA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금년 2015년 6월 1일 체결협정까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가 14차

까지 개최되었다. 각 회의별 주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는 공동연구 운
영 계획, 향후 작성할 산관학 연구보고서의 목차 및 체계 등의 확정이며，2차는 
회의 시간 및 FTA체결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한중 양국 상품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이며，3차는 한국의 농수산업 보호에 대한 입장표명과 중국의 부
분적인 공업제품 보호에 대한 입장표명이며， 4차는 농업에 있어 폭넓은 의견 
교환과 원산지,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논의이며，5차에서
는 민감품목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농업문제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은 농림수산업, 중국은 제조업이 초민감 품목이다. 그러나 중국은 FTA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파급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10년 9월 28일 이후부터 한·중 FTA 민감분야인 
농산물 부분에 대한 정부간 사전협상이 진행되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FTA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에 될 수 있으며，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부문인 농업부문에 대한 초민감한 사항을 양국이 협상을 하리라 생각한다. 중국
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가격경쟁력을 가진다. FTA가 발효 되면 
관세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한국의 농가들은 피해가 분명할 것이다. 협상
에서 보듯이 유예기간을 얼마간은 주어지지만 언제까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제 4절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

 한·중 FTA의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 회의’에서 민간 공동
연구 추진합의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양국 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치고 2010
년 9월 28일을 기점으로 민간분야 사전협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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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중 FTA에 대하여 양국은 다소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중
국은 한국에게 농업분야 개방의 민감성과 농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언급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한국기업 한·중 FTA 관련 인
식조사에서 조사기업의 60〜70%가 한·중 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한·중 FTA가 한국에게 긍정적 기대효과와 부정적 우려를 동시에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FTA로 교역이 자유화되고 시장이 확대될 경
우 한국의 중국 수출증대와 중국시장의 선점 그리고 GDP 및 후생수준의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농업을 비롯한 취약산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타
격이 예상됨과 동시에 선진기술유출 및 중국 의존도 심화 등의 우려도 있기 때
문이다. 또한 한 국은 한·중 FTA에 대해서 파급효과와 전망에 대한 분석이 대부
분이지만 중국은 효과나 전망보다 FTA 성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FTA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한·중 
FTA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중국의 입장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고, 또 향후에도 
지속적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이다. 2001년 WTO에 가입을 하였
으며, 경제성장에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이용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목적은 안정적인 수출시장과 해외자원의 확보, 상대적

으로 낙후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경제성장7)，미국·일본을 견제하여 세계경제
의 주도권 확보 등이 되겠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도 알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농업분야 개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농업에 대한 
7)특히 중국의 서남부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ASEAN과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것은 서부개발에 유리한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동남아는 중국서부지 역의 남하(南下)통로와 주요 수출시장이면서 
화교자    본이 집중 되어 있는 지역인데 양 지역 간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면 화교자본을 서남지역 으로 끌
어들이기가 한    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썬쟈., 중국의 FTA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LG경제연구원, 2007.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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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고려’를 언급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8) 이렇게 중국이 FTA
를 서두르는 이유는 경제적 목적과 전략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FTA를 통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꾀하려고 한다. 중국은 한·

중 FTA를 통하여 자국의 산업고도화를 추구하려고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한 한국의 기술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
며 자주적인 혁신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가격 경쟁력을 가진 농산물과 일부 제
조업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여 한중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완화하려고 하며, 한국
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통해 쇠퇴의 길에 들어선 동북지방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의도와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
중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집중되는 'FTA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둘째, 중국은 한·중 FTA 추진에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

서 한국이 에너지 자원의 확보나 수출시장 확대의 의미가 크지 않고, 또 한중간
의 경제교류발전은 FT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지리적인 인접성과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로 인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한·일 FTA 협상이 시작
된 이후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 그리고 한·미 FTA체결 
이후 한·중 FTA를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는 중국 지도부의 촉구가 부쩍 늘어난 
데서 보는 것처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
대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일
부학계나 업계 그리고 일부 실무수준의 관리들이 IT, 기계, 자동차등 일부산업에
서 한국에 대한 관세인하 및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산업피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의 고위급 정치 지도자들이 강력
하게 한·중 FTA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해 국제경제 흐름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후 ‘양

8)2002년 11월 중국은 처음으로 ‘한중산업정책분과위원회’에서 한중 FTA의 검토를 제안한 후, 2005년 6월 
‘한중국무총리 회담’에서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 리가 당시 한국의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한중 FTA의 정부 
간 검토를 공식 요청하면서 한국의 농업분야 개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농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언급하
는 등 한중 FTA 추진에 적극성을 보였다. 또한 2007년 4월 원자바오 총리의 한국 방문에도 한중 FTA의 
공식 추진을 요청하는 등 지금까지 한중 FTA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진병곤,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통일연구원, 2008.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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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FTA’라는 새로운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의 
CEPA, ASEAN, 칠레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중국은 동아시아 통합의 구
심점으로 작용하고 싶어 하며，그 핵심적인 부분을 한국과의 FTA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FTA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FTA형성에 관심이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및 일본
의 영향력 에 대해 균형을 잡고자 하는 국제정치 동기가 강하고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경제적 전략적 의도가 강하여 FTA의 조속한 협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상품분야를 중심으로 한 낮은 수준의 FTA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이 포괄적 FTA 협상을 꺼리는 이유는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관세 이외의 분야에서 개방에 민감한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
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도 중국은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관세철폐를 이행하는 전통적 FTA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의 입장
 
 한국의 정부는 중국과의 FTA를 미국이나 EU 등 다른 나라들과의 FTA에 비

해 상당히 신중한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세계적인 지역무역 협정의 물결 속에서 
교역 대상국들과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정부의 
FTA 요청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한·중 FTA가 긍정적
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경제적 효과
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무역수지 불균

형 및 투자분규 등의 마찰을 안정적인 중국시장의 확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
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출 증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수출 증대
효과는 국민적인 후생수준을 높일 것이며,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중국 수출 
증가세의 둔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출 증대효과가 크지 않다고 전망을 하고 있다.
 한·중 FTA는 경쟁국에 비해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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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현재 중국시장을 두고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대표적 나
라는 일본과 대만이다. 한국, 일본, 대만은 중국시장 점유율도 비슷하며 수출 상
위 품목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 체결은 일본과 대만보다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FTA의 일반적 정책효과에 따라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무역규모 확대

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동태적 효과를 통해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9). 또한 FTA체결로 역내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
되어 역내에 생산거점의 확보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 한국의 서비
스시장의 진출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경
제대국 중국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중국과의 분업구조 조정을 통해 한국의 
산업고도화를 유도하여 새로운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정치적·외교적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

은 적극적인 FTA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여 동
아시아 경제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는 신흥 
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최근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
시키기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질서
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기의 긍정적인 효과와 대비되는 한·중 FTA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서 살펴보겠다.
 첫째, 중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국내 농업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10).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농산물은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가
진다. 한국과 비슷한 작목구조로 인해서 수확시기가 대동소이하며, 소득수준의 
9)지만수,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이 한국의 GDP는 2.4~3.2%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 FTA,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구원, 2008. p.4.
10) 1948년 9월 9일 정권을 수립한 북한과 1949년 10월 1일 건국한 중국은 1949 년 10월 6일 공식적인 외

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2009년을 ‘북·중우호의 해’로 선포하고 총리의 상호방
문을 통해 북핵문제로 소강상태에 놓였던 북·중 관계를 복원했다, 이장규,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
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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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단계별 수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차 산품 0.4 0.5 0.5 0.6 0.6 0.7 0.8

중간재 계 84.9 76.1 76.5 79.7 82.0 79.3 79.3
 반제품 65.2 52.0 46.2 43.9 42.0 43.3 41.3
 부품/부분품 19.5 24.1 30.3 35.8 40.0 35.9 35.6
최종재 계 16.2 23.4 23.0 19.7 17.3 20.0 22.3
 자본재 11.1 18.5 18.6 16.2 14.0 16.7 19.4
 소비재 5.1 4.9 4.4 3.5 3.3 3.3 2.9

향상으로 소비구조가 비슷해졌다. 또한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서 농산물 교역
의 주요 저해요인이 되는 신선도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농산물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그동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받던 한국의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어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간재 수출로 인한 미미한 수출 증대효과이다. 중국이 비록 세계 3위의 

수입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명목 관세율이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중
국 주력 수출품인 가공무역용 원자재 및 일부 자본재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수
입이 이루어지기 있고, 기술표준, 검역, 통관절차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
고 있기 때문에 FTA를 통한 한국의 수출 증대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다.

<표 2-3>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 중국 수출 분포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0, http://www.kita.net/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주력상품은 중간재이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가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의 관세인하로 인한 중국 수출의 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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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관세 인하로 인한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소비재와 중저가 부품을 중
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중 FTA가 한국 소비자의 후생수
준은 향상시킬 수 있으나 한국의 중소기업 부문이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부
문에서 상당한 타격을 가져가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중국의 제조업 경쟁
력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산업 피해는 광범위한 
제조업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이럴 경우 국내의 산업구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밖에 한·중 FTA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증대로 인해 한국의 산업
공동화를 야기해 취업문제 악화와 경제성장을 하락시켜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을 잃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선진기술이 유출이 되어 지적재산권과 관련
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도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11)

11) 박정석, 한·중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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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현황

제 1 절 한국의 농산물 무역현황

1. 한국의 농산물 무역 동향
 
 농업의 세계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을 수출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농산물 수출현황은 <표 3-1>를 살펴보면, 농산물수출총
액은 1992년 678백8십만 달러에서 2012년 4,785백6십만 달러로 4,106백8십만 
달러(605%)나 증가하였고, 2010년 대비 2년 동안 무려 2063백9십만 달러
(75.8%) 증가하였다. 이렇듯 수출총액은 매년 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점유율 또
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수출총량 역시 2010년 2,079백2십만 달러에
서 2012년 2,338백만 달러로 2년 동안 258백8십만 달러(12.4%) 증가하였고, 
매년마다 수출총량 및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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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술총액 점유율(%) 수술총액 점유율(%)
1992 678.8 0.6 618.0 1.5
1994 835.2 1.5 771.1 3.0
1996 1,156.3 2.3 899.8 3.1
1998 1,002.2 3.9 1,048.2 6.1
2000 1,133.5 5.2 1,133.5 8.1
2002 1,374.5 7.0 1,239.2 10.2
2004 1,758.5 8.6 1,258.9 12.5
2006 2,008.2 10.8 1,263.9 13.7
2008 2,621.0 11.5 1,390.2 13.5
2010 2,721.7 12.0 2,079.2 13.0
2012 4,785.6 13.7 2,338.0 15.0

<표 3-1> 한국 농산물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천 톤 )

출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12, http://www.kati.net/
 
 한국의 농산물 수입 현황은 <표 3-2>에서 살펴보면, 수입총액은 수출총액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0년 13,987백7십만 달러에서 2012년 
2년 동안 18,711백2십만 달러로 4,723백5십만 달러(33.7%) 증가하였고 매년 
수입총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한국 대 세계 농산물 수입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및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수입총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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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입총액 점유율(%) 수입총액 점유율(%)
1992 3,404.0 27.7 14,197.7 42.4
1994 4,475.3 20.8 19,030.8 28.9
1996 6,867.0 7.7 22,840.9 5.3
1998 4,663.9 13.3 20,841.7 15.7
2000 5,104.5 22.6 23,113.8 33.3
2002 5,701.5 22.2 24,376.0 33.2
2004 7,444.6 15.1 24,317.4 15.7
2006 8,117.2 19.1 25,142.1 18.6
2008 13,904.6 14.0 27,842.8 12.8
2010 13,987.7 13.9 28,850.4 10.1
2012 18,711.2 12.6 31,587.2 9.7

<표 3-2> 한국 농산물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천 톤 )

출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12, http://www.kati.net/
 

2. 한국 농산물의 품목별 무역 현황
1)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한국의 2013년 해외 수출총액은 559,649백만 달러이며, 이중 농산물은 7,876

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4%정도 된다. 한국이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은 원예작물과 가공식품류에 집중되어 있고, 비교적 많이 수출되고 있는 
과채류는 파프리카, 멜론, 토마토, 고추 등이 있으며, 오이나 가지, 딸기 등도 싱
가포르, 홍콩에 수출되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공 식품류의 수출은 주류, 과자
류, 면류 등으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 수출되고 있다. <표 3-3>에 한
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곡류의 수출액은 2002년 612만 달러에
서 2009년 1,750만 달러로 약 2.1배 증가 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
실류는 2005년부터 2006년에 수출액이 약간 감소했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사과, 딸기, 배, 토마토 등이 있다. 이 중 사과
의 수출액은 대만으로 56%, 홍콩으로 13%, 싱가포르로13%, 러시아연방으로 
10%, 기타 8% 수출하고 있고, 토마토의 수출액은 일본으로 71%,중국으로 
16%, 러시아로 11%, 미국으로 2% 수출하고 있으며. 배의 수출액은 대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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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소스류 커피류 인상류 주류 당류 과자류 곡류

2002 8,28 16.87 3,21 4,74 5,97 5,50 15,9
7 8,98 14,58 61

2003 7,05 19,38 4,52 5,51 6,36 6,66 17,3
8 9,14 14,84 62

2004 8,57 22,96 4,85 6,67 8,18 8,91 20,4
2 9,30 18,26 85

2005 12,08 23,14 5,21 8,14 11,06 8,24 18,9
1

11,1
5 20,40 86

2006 9,84 20,39 4,04 9,50 12,52 8,86 19,2
6

15,4
4 20,58 1,15

2007 14,49 19,64 5,81 10,72 16,08 9,21 19,1
7

15,5
3 22,55 1,29

2008 15,50 23,39 7,62 12,17 19,80 9,72 23,6
1

15,2
8 24,80 1,83

2009 17,26 25,09 7,72 10,95 19,85 10,78 24,2
1

18,1
3 24,96 1,75

2010 19,54 27,68 10,31 12,97 22,10 12,42 31,3
3

31,1
0 29,05 -

2011 19,95 28,28 9,06 15,54 33,30 18,93 40,3
2

35,8
0 37,51 -

2012 22,20 33,12 8,396 17,19 31,07 15,08 41,7
4

33,6
8 40,31 3,21

2013 23,33 30,96 6,11 18,10 31,45 17,49 38,5
5

28,9
1 43,39 2,98

2014 25,86 31,35 4,06 18,75 30,78 18,35 40,4
2

29,8
3 48,99 3,21

49%, 미국으로 46%, 인도네시아로 2%, 캐나다와 홍콩, 싱가포르로 1% 정도 수
출한다. 딸기의 수출액은 홍콩으로 37%, 싱가포르로 33%, 말레이시아 11%, 태
국 9%, 일본 4%로 수출하고 있다. 채소류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 에서 2007년에 잠시 감소했으나, 여
전히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주요 품목은 채소종자, 고추, 김치 등이 있다. 화
훼류, 주류, 소스류, 커피류, 인삼류, 당류, 과자류  또한 매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훼류 주요 품목은 장미, 백합, 국화 등이 있다. 2011년 농산물 수출 
품목 중 주류가 40,317만 달러로 가장 큰 수출액을 나타내고 있다.

<표 3-3>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 단위: 만 달러 )

출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15, 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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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품목 중 곡류의 수입 현황은 <그림 3-1> 에서 살

펴보면, 곡류는 쌀, 밀, 옥수수, 콩 등이 있고, 전체적인 총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쌀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수입량이 전혀 없었으며, 
그 이후 2010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12년에 30만7천 톤으로 2년 전보다 3
만7천 톤(11%) 감소하였다. 쌀은 중국  42%, 미국 28%, 베트남 13%, 태국 
12%, 기타 5%에서 수입한다. 밀과 옥수수는 수입 품목 중 88.9%로 점유율이 
가장 크며. 밀의 수입량은 한때 1985년 299만6천 톤에서  1990년 223만9천 톤
으로 75만7천 톤(25.2%)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
는 추세이고, 미국 43%, 호주 39%, 인도 9%, 캐나다 7%, 우크라이나 2%에서 
수입한다. 옥수수의 수입은 곡물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36%. 브라질 22%, 아르헨티나 13%, 우크라이나 11%, 세르비아 8%, 헝가리 
4%.기타 6%에서 수입하고, 매년 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콩의 수입 또
한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42%, 브라질 29%, 중국 16%, 
파라과이12%, 캐나다 1%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림 3-1> 한국의 곡물 수입 현황

  

   출처: 호성농업경영연구소, 2012, http://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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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전체적인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은 <표 3-4>를 살펴보면, 곡류가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 16억4688만 달러에서 2012년 47억
7295만 달러로 31억2607만 달러 증가하였다. 2008년 44억7737만 달러에서 
2009년 30억581만 달러로 14억1927만 달러(31.7%)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곡류품목 중 옥수수와 밀의 수입은 약 88.9%
나 차지하고 있다. 두류는 2002년 3억4850만 달러에서 2011년 7억6665만 달러
로 4억1815만 달러(120%) 증가했고, 과실류는 곡류 다음으로 수입 품목 중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입 품
목으로는 파인애플, 바나나, 키위 등 이 있다. 채소류도 2008년에서 2009년에 
9123만 달러(15.6%)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상승세이며, 주요 품목으
로는 채소종자, 고추, 양파 등 이 있다. 식물성 유지도 매년 상승하고 있고, 주요 
품목은 대두유, 유채유 등 이 있다. 커피류도 우리나라의 커피 원두 소비량이 점
점 많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2억
3411만 달러에서 2008년 3억3631만 달러로 1억220만 달러(43.6%)로 큰 폭으
로 증가하였다. 사료와 코코아류도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주류와 당류는 비교
적 예전부터 수입량이 많았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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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류 두류 과실류 채소류 식물성
유지

사료 커피류 코코아
류

주류 당류

2002 164,6
88

34,85
0

41,92
5

19,54
7

24,66
8

21,86
4

8,419 12,02
6

39,50
6

35,71
9

2003 178,4
97

43,59
2

50,65
2

27,89
4

30,08
2

24,36
0

10,53
4

13,99
2

41,67
9

36,48
7

2004 226,4
04

51,96
6

56,42
8

36,10
3

43,25
7

26,01
3

11,61
1

14,28
3

38,35
4

39,96
0

2005 202,2
91

43,05
4

61,55
6

38,12
4

49,83
3

28,84
1

16,69
7

14,82
9

43,57
4

50,70
5

2006 211,6
11

36,06
3

71,26
6

49,97
5

49,36
0

33,51
4

19,03
6

16,51
5

48,08
6

68,31
8

2007 292,8
77

46,82
4

85,16
7

57,69
6

64,72
2

44,83
2

23,41
1

20,96
3

61,65
7

57,82
0

2008 447,7
37

85,45
7

82,54
7

58,18
3

94,59
3

49,72
4

33,63
1

19,08
3

67,03
0

73,03
2

2009 300,5
81

64,49
5

71,70
1

49,06
0

71,54
6

39,78
5

31,22
8

19,33
3

50,99
4

82,41
7

2010 345,5
02

65,16
8

94,51
3

71,94
9

86,44
0

49,84
2

41,81
4

25,84
3

60,01
5

110,3
20

2011 477,2
95

76,66
5

121,3
17

85,54
8

122,9
95

58,03
0

71,89
4

33,89
0

68,47
5

138,8
10

2012 475,5
32

81,39
6

141,2
39

83,90
3

117,8
46

70,06
0

59,85
4

33,92
8

72,67
2

126,0
78

2013 497,0
62

82,32
7

149,7
73

83,66
1

94,82
6

74,96
8

50,37
6

35,40
3

72,15
0

116,6
32

2014 437,4
56

92,21
2

167,7
40

79,77
7

104,3
61

72,92
1

59,54
3

39,87
8

79,37
1

108,2
07

<표 3-4>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 단위 : 만 달러 )

출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15, http://www.kati.net/

3. 한국 농산물의 국가별 무역 현황
1)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
 한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등이다. 그중

에서 일본, 중국,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일본과 미국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국과 ASEAN 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신선농산물 수출은 동남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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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액
전년대
비증가
율(%)

금액
전년대
비증가
율(%)

금액
전년대
비증가
율(%)

금액
전년대
비증가
율(%)

금액
전년대
비증가
율(%)

일본 1,221 -6.8 1.435 17.5 1,562 8.9 1,859 19 2,347 26.2
중국 456 33.6 524 14.8 509 -2.8 733 43.9 1,189 62.2
미국 398 7.2 421 5.8 442 5.0 490 10.8 600 22.4

러시아 250 16.2 282 12.6 210 -25 219 4.1 243 10.9
태국 104 31.1 140 34.3 152 9.2 188 23.4 272 44.7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한 ·ASEAN FTA 가 발효된 이후 동남아권의 수출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표 3-5>  한국의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2, http://www.kita.net/

 <표3-5>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의 제일 큰 농산물 수출국은 일본이다. 
2007년에 일본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감소하였지만 2008년부터는 계속 증가해 
왔다. 2007년의 일본에 대한 농산물수출액은 12억 달러였고 2011년에는 2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서 2011년의 수출액은 평균 24.2%의 증가세를 보
인다. 중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계속 변동하고 있다. 2008년 중국으로의 농산
물수출액은 2007년에 비하여 14.8%증가하는데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하여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 년의 농산물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43.9% 
증가하였으며 2011년은 2010년에 비하여 62.2% 증가하였다. 미국으로의 농산
물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의 수출액비중은 2010년보다 
22.4% 증가하였다. 태국으로의 농산물수출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해 왔다. 아
랍에미리트로의 농산물수출액은 2007년에 약 1.5%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
12) 문한필·최세균·정대희, ‘한중 농산물 경쟁력 및 교역장벽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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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동시에 러시아로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9년에 약 
25.5%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른 해에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절대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총 대외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로는 공산품 수출액의 급속
한 증가로 인한 농산물 수출액 비중의 상대적인 감소 및 한국의 산업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2)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
 한국의 농산물 수입국 1, 2위는 미국과 중국이다. <표3-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007년에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농산물수입 대상국이었다. 그러나 2007년
에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로 2008년 이후에는 중국 대신에 미국이 한국의 
제일 큰 농산물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2009년의 한국의 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감소했지만 2010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농산물 수입대상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2007년 24%에서 2011년 32%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7년까지 한국의 농산물 수입에서는 중국산이 미국

산을 대체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2008년 중국의 곡물수입제한조치로 인해 다시 
미국산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육류(쇠고기)를 중심으로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수준이다. EU로부터의 수입비중
은 최근 10% 수준이지만 2011년7월에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발견되었다. ASEAN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한·ASEAN FTA 발효 이
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주로 쇠고기, 밀, 사탕을 수입한다. 이 외에 

브라질, 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도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
입국이다.
 2009년 한국의 수입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문

에 농산물 수출국가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201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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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액
전년대
비증가
율(%)

금액
전년대
비증가
율(%)

금액
전년대
비증가
율(%)

금액
전년대
비증가
율(%)

금액
전년대
비증가
율(%)

미국 3,821 23.5 6,533 71 4,387 32.8 5,726 30.5 7,581 32.4
중국 4,281 28.6 3,696 -13 3,079 16.7 3,714 20.6 5,233 40.9
호주 1,764 -0.1 1,894 7.4 1,634 13.7 2,134 30.7 2,820 32.1

브라질 909 38.6 1,117 22.9 1,327 18.7 1,201 -9.5 1,619 34.8
태국 815 4.9 1,173 44 743 36.7 1,092 47.1 987 -11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앞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농산물 무역액은 한국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농산물 무
역에서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훨씬 많은 것도 알 수 있다. 이 원인을 찾기 위해 한
국 농산물의 품목별 수출입현황 및 국가별 수출입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3-6>  한국의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2, http://www.kita.net/
 
 한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 품목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인삼 등이 있

다. 이 주요 수출 농산물은 전체 수출 농산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며 계
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의 주요 수입 농산물 품목은 쌀, 밀, 옥수수, 과
실류, 채소류, 커피류 등인데, 이러한 주요 농산물의 수입액도 계속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인다.
 한국의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출입의 현황을 통해 한국의 농산물 수출대상국

이 일본, 중국, 미국 등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
중이 제일 크다. 한국의 농산물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산물 수출액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입대상국은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등인데 그중에서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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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한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액
은 중국 농산물 수입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2절 중국의 농산물 무역 현황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소비 시장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농업생산국

이다. 중국은 또한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높은 국가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식품류의 소비 행태도 상당히 비슷한 한국은 이미 수
입 농산물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중 농산물 무역은 확대 추세
에 있으며 상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양국은 농업부문에서 산업간 무역 가능
성이 매우 낮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혜택이 편중될 것으로 예상 된다. 

1. 중국의 농산물 무역 동향

 2012년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액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
가율을 앞질러 농산물 무역적자는 크게 확대되었다. 2012년 중국의 농산물 수출
입 총액은 1740.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9% 증가하였다. 그 중 수출액은 
625.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1115억 달러로 
18.8%가 증가하여 중국의 농산물 무역적자13)는 전년의 1540억 달러로 전년대
비 11.54% 증가하였다.

 

13) 수입상품 즉, 눈에 보이는 상품(Visible Goods)의 수입금액이 수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 나라의 무역
수지는 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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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719.0 37.8 938.9 30.5 1115 18.8

2010 2011 2012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488.7 24.7   601.1 23.0 625.9 4.1

＜표 3-7＞ 중국의 농산물 수출 현황 (2010-2012)
                                                       (단위: 억 달러)

출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12, http://www.kati.net/
  

＜표 3-8＞ 중국의 농산물 수입 현황 (2010-2012)
                                                            (단위: 억 달러)

출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12, http://www.kati.net/
 
2. 중국 농산물의 품목별 무역 현황
1) 곡물
 2012년 중국의 곡물 수입량은 1398.3만 톤으로 전년대비 156.7%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47.9억 달러로 전년대비 134.2% 증가하였다. 수출량은 101.6만 톤으
로 전년 대비 16.4%가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4% 증
가하였다. 곡물 순수입량은 1296.7만 톤으로 3.1배 증가했다.
 쌀의 수입은 236.9만 톤으로 전년 대비 296.2%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27.9만 

톤으로 전년대비 45.9% 감소하였다. 옥수수의 수입은 520.8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0%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25.7만 톤에 전년 대비 89.1% 증가하였다. 
밀의 수입은 370.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2%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28.6만 톤으로 전년 대비 12.9%나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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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량
전년대비
증감률

(%)
수출량

전년대비
증감률
(%)

순수출
    
비교

곡물 1398.3 156.7 101.6 16.4 1296.7 전년3.1배증가
쌀 236.9 296.2 27.9 -45.9   

옥수수 520.8 197.0 25.7 89.1   
밀 370.1 194.2 28.6 12.9   

 ＜표 3-9＞ 중국의 곡물 수출입 현황 (2012년)
                                                             (단위: 만 톤)

 출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2012, http://www.kati.net/

2) 과일
 2012년 채소 수출량은 934.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9% 감소하였고, 수출

액은 100.1억 달러로 14.8% 감소하였다. 무역흑자14)는 95.9억 달러로 전년대비 
16.0% 감소하였다.
 과일 수출량은 486.4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61.8억 달러로 12.0%나 증가하였다. 수입량은 342.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37.6억 달러로 21.0% 증가하였다. 무역흑자는 
24.2억 달러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14) 무역흑자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이다. 무역 수지흑자가 되면 일국의 GDP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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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           수출 무역혹자

물량 증감
(%) 금액 증감

(%) 물량 증감
(%) 금액 증감

(%) 금액
증감
(%)

채소
 934.9 -3.9 100.1 -14.8 - - - - 95.9 16.0

과일
 48 1.4 61.8 12.0 342.5 0.2 37.6 21.0 24.2 0.4

＜표 3-10＞ 중국의 채소 및 과일의 수출입 현황 (2012년) 
                                                       (단위: 만 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3) 식용유지, 식용식물유
 2012년 중국의 식용유지류 수입량은 6228.0만 톤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

하였고, 수입액은 377.5억 달러로 19.9% 증가하였다. 수출량은 100.6만 톤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18.3% 증가하였다. 무역적
자 360.5억 달러, 전년대비 20.0% 증가하였다. 대두 수입량 5838.5만 톤으로 전
년대비 10.9% 증가하였다. 유채종실 수입량 293.0만톤으로 전년대비 132.0% 
증가하였다. 식용식물유는 수입량은 960.0만톤으로 전년대비 23.1%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08.0억 달러로 전년대비 19.9% 증가하였다. 무역적자 106.2억 달러
로 전년대비 20.8% 확대하였다. 올리브유 수입량은 634.1만톤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하였다. 대두유수입량은 182.6만톤으로 전년대비 59.7% 증가하였다. 
유채기름 수입은117.6만톤으로 전년대비 113.4% 증가하였다. 대두박은 수입량
은 104.7만톤으로 전년대비 45.6%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2.6억 달러로 53.1% 
감소하였다. 수출량은 153.4만톤으로 전년대비 160.7% 증가 하였고, 수출액은 
7.6억 달러로 202.4% 증가하였다. 옥수수 주정박(DDGs)은 수입량은 238.2만톤 
으로 전년대비 41.3%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7.7억 달러로 전년대비 59.8%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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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 수출

물량 증감
(%) 금액 증감

(%) 물량 증감
(%) 금액 증감

(%)
식용유지류 62228.0 13.6 377.5 19.9 100.6 10.4 17.0 18.3

대두 5838.5 10.9       
유채종실 293.0 132.1       

식용식물유 960.0 23.1 108.0 199.9     
올리브유 634.1 7.3       
대두유 182.6 59.7       

유채기름 117.6 113.4       
대두박 104.7 45.6 2.6 53.1 153.4 160.7 7.6 202.4

옥수수주
정박 238.2 41.3 7.7 59.8    

＜표 3-11＞ 중국의 식용유지 및 식용식물유 수출입 현황 (2012년)
                                                         (단위: 만 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3. 중국 농산물의 국가별 무역 현황
1) 곡물
 중국의 2010년 곡물 수출량이 감소했고 수출시장은 주변국가와 지역에 집중되

었다. 한국과 북한으로의 수출량은 각각 22.8만 톤과 28.8만 톤으로 전년대비 각
각 8.9%와 62.1% 증가하였다. 중국의 한국과 북한에 대한 곡물 수출량은 곡물 
전체 수출량의 41.6%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13.3% 증가하였다.
 또한 2006년과 2007년에는 한국으로의 곡물 수출량이 중국 전체 곡물수출량

이 40%를 초과하였고 그 뒤를 일본이 차지하였다. 2006년과2007년 한국과 일
본으로의 곡물 수출 비중은 중국 전체 곡물수출의 50%를 초과하였다.
 일본, 홍콩, 라이베리아가 각각 3,4,5 위를 차지했으며 이들에 대한 수량은 각

각 곡물 전체 수출량의 13.6%, 12,9%, 4.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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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량 비중 수입량 비중 수입량 비중 수입량 비중 수입량 비중

북한 200.1 55.63 51.55 33.10 79.32 51.49 119.8 38.0 225.2 39.5
한국 24.88 6.91 2.14 1.37 0.46 0.42 40.3 12.8 163.3 28.6
일본 55.52 15.41 39.87 25.60 21.95 14.25 61.3 19.5 76.8 13.5
홍콩 1.48 0.41 7.95 5.11 8.14 5.28 41.6 13.2 50.3 8.8

라이베
리아 69.07 19.17 45.70 29.34 32.14 20.86 34.8 11.0 33.1 5.8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량 비중 수출량 비중 수출량 비중 수출량 비중 수출량 비중

북한 20.82 3.41 27.93 2.83 12.56 6.75 17.8 13.0 28.8 23.2
한국 256.7 42.07 444.1 44.74 21.67 11.64 21.0 15.3 22.8 18.4
일본 63.07 10.34 113.6 11.53 22.56 12.12 18.6 13.6 16.9 13.6
홍콩 13.23 2.17 14.96 1.52 17.45 9.38 16.9 12.4 16.0 12.9

베트남 16.96 2.78 14.91 1.51 14.67 7.88 4.8 3.5 5.7 4.6

＜표 3-12＞ 중국 곡물 수출 현황 (2006~2010년)
                                                        (단위: 만 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2010년 중국의 주요 곡물수입시장은 호주, 미국, 캐나다이며 이들 국가로부터

의 수입량은 각각 225.2만 톤, 163.3만 톤, 76.8만 톤이고 그 합계는 중국 곡물 
전체 수입량의 81.6%를 차지한다. 또한 2006년의 경우 호주로부터의 곡물 수입
이 전체 곡물수입의 55.63%를 차지하여 절대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태
국과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는데 이 3개국의 수입 비중이 90%를 초과하였다. 
태국은 2008년까지 20%대를 유지해 오다가 2009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10
년 비중은 5.8%에 불과하다.

＜표 3-13＞ 중국의 곡물 수입 현황 (2006~2010년)
                                                           (단위: 만 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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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년대
비증가

율
금액

전년대
비증가

율
미국 52.02 4.64 74.91 8.27 71.50 9.94 73.37 7.06 75.7 3.2 7.8 10.7

베트남 - - 24.92 0.59 54.95 1.80 78.17 2.57 59.8 -23.5 2.6 0.7

러시아 42.52 2.29 58.05 3.71 53.59 3.67 48.75 2.97 50.7 4.0 3.7 23.9

인도네
시아   - - 28.23 1.41 31.84  1.99 39.86  2.61 43.8  9.7   3.4  30.0

 일본 39.02 4.36 41.76 5.17 31.31  4.60 27.66  3.85 30.5  10.2  4.4   14.4

2) 과일
 수출량을 기준으로 2010년 중국 과일의 상위 5개 수출국을 보면 미국, 베트

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순으로 수출량 합계는 260.5만 톤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과일 전체 수출량의 51.3%를 차지한다. 수출액은 
21.9억 달러로 전년대비 14.7% 증가했으며, 과일 전체 수출액의 50.2%를 차지
하다.
 중국의 과일 수입시장은 주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얀마, 미국으로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량 합계는 중국의 과일 전체 수입량의 86.8%를 차지한다.
 수출시장을 보면 2006년에는 미국, 러시아, 일본이 3대 시장이었으나, 2010년

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2위와 4위에 올랐다. 수입시장은 2006년에 필
리핀, 베트남, 태국 순이었으나 2007년 이후 줄곧 베트남, 태국, 필리핀 순이 유
지된다.15)

 ＜표 3-14＞ 중국 과일 수출 현황 (2006~2010년)
                                               (단위: 만 톤, 억 달러,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15) 장신, 한·중 FTA 협정이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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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1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년대
비증가

율
금액

전년대
비증가

율
베트남 31.8 0.81 33.32 0.84 39.06 1.28 62.23 2.04 75.0 20.5 2.5 21.2

태국 25.80 1.75 32.18 2.53 37.34 3.11 60.34 5.01 48.6 -19.5 5.0 0.5

필리핀 35.25 1.15 31.80 1.12 33.91 1.44 37.74 1.73 47.3 25.4 2.3 33.9

미얀마   - - 1.14 0.05 18.65  0.18 29.97 0.28 39.4  31.6 0.5  67.1

 미국 12.47 1.24 - - 14.75  1.78 21.62 2.60 24.2  11.8 3.4  30.9

 ＜표 3-15＞ 중국 과일 수입 현황 (2006~2010년)
                                              (단위: 만 톤, 억 달러,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3) 채소
 중국 채소의 수출시장은 집중도가 매우 높은 실정인데 2010년 아시아와 유럽

시장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하였다. 중국 채소는 일본 ,한국, 아세
안, 중앙아시아에서 수출 지위가 확고하여 무역규모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나타내
고 있다. 2010년의 아시아 수출액 전년대비 53.2%증가하였고 채소 전체 수출액
의 63.8%를 차지하였다.
 2006년에도 중국 채소의 주요 수출시장은 아시아와 유럽이었으며 이두 지역으

로의 수출액이 전체 채소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4.3%와 19.4%로 
합하면 83.7%로 절대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한편 남미와 아프리카 비중은 
2006년에 각각 2.7%와 3.0%였던 것이 2010년에는 각각 4.7%와 4.6%로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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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년대
비증가율 금액 전년대

비증가율
수출총액
중비중

아시아 510.08 34.92 548.83 36.68 540.36 36.62 538.4 41.6 560.0 4.0 63.7 53.2 63.8

유럽 128.69 10.54 151.09 14.09 152.94 15.27 138.0 13.4 150.1 8.8 17.0 27.2 17.1

북미주 47.45 5.10 65.19 7.10 67.08 7.45 54.6 6.5 54.4 -0.5 8.7 32.9 8.7

남미주 20.27 1.65 14.92 1.18 19.49  1.19 30.0  2.8  29.4  -2.3   4.7  70.7 4.7
아프
리가 20.18 1.46 29.15 2.27 30.28 2.90 34.4 3.6 42.5 23.5 4.6 30.4 4.6

대양주 6.02 0.59 8.41 0.82 9.56 0.97 8.4 0.9 8.2 -2.3 1.1 17.5 1.1

＜표 3-16＞ 중국 채소 대륙별 수출 현황 (2006~2010년)
                                              (단위: 만 톤, 억 달러,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2010년의 대 유럽 채소 수출액과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27.2%와8.8% 증가

하였다. 북미, 대양주에 대한 수출액은 모두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하였고 특히 
중남미 수출 증가율은 70.7%에 이른다.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량과 수출액은 전
년도의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 채소의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 수출국을 차례대로 열거하면 일본,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러시아, 홍콩, 독일 이다.
 일본은 중국의 최대 채소 수출시장으로 2010년의 중국의 대일본 채소 수출량

은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는데 이는 포지티브 리스트16) 시스템을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증가이었다. 대일본 채소 수출액은 30%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16) 무역자유화·자본자유화 및 특혜관세 제도 등에 관해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역자유화에 관한 포지티

브리스트는 외국에서 수량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게기한 것이며, 자본자유화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는 외국자본이 자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업종을 표시한 것이다. 또 특혜관세 
제도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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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년대
비증가

율
금액

전년대
비증가

율

수출총
액중비

중
일본 166.82 17.31 143.65 15.83 1117.9

1 14.39 113.3 15.0 132.3 16.9 19.3 28.7 19.3

미국 40.07 4.46 45.77 5.29 45.71 5.34 46.0 5.6 45.7 -0.7 7.5 32.4 7.5

한국 72.14 3.89 75.69 4.41 76.01 4.49 65.0 4.1 82.1 26.3 7.1 72.4 7.1
말레이
시아

 
63.43

 
3.06

 
68.39

 
3.55

 
 54.97

 
 3.56

 
59.3

 
  4.6

 
 57.7

 
 -2.7

 
  6.3

 
 38.5

 
6.3

인도네
시아

 
33.64

 
2.26

 
40.62

 
2.55

 
43.30

 
1.97

 
43.2

 
2.9

 
40.5

 
-6.1

 
6.2

 
114.8

 
6.2

베트남 - - - - - - 50.1 1.9 46.1 -8.0 5.3 181.2 5.3

태국 - - - - 18.59 1.84 22.1 2.6 27.9 26.1 4.2 61.3 4.2

러시아 55.05 2.17 59.32 2.88 61.79 3.32 53.0 3.1 58.4 10.1 4.1 30.4 4.1

홍콩 43.55 1.92 57.25 2.03 63.29 1.87 60.6 2.0 63.7 5.1 3.0 51.1 3.0

독일 12.23 1.80 14.82 2.30 15.64 2.50 13.3 1.09 14.6 9.7 2.5 29.8 2.5

채소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1.9%였던 것이2009년에는 
21.8%, 그리고 2010년에는 20%이하로 줄어들었다. 2010년 중국 채소의 대미국 
수출량은 약간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32.4% 증가하였다. 한국, 러시아, 홍콩, 독
일에 대한 채소 수출량은 모두 증가하였다. 상위 10개 수출국에 속하는 4개 아
세안 국가 중 태국에 대한수출량과 수출액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말레이시아, 인
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한 수출량은 소폭 감소하였고, 수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
였는데, 특히 베트남에 대한 2010년 채소 수출액은 전년대비 1.8배 증가하였다.

＜표 3-17＞ 중국 채소 수출 현황 (2006~2010년)
                                                  (단위: 만 톤, 억 달러,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http://www.krei.re.kr/ 



- 39 -

제3절 한·중 FTA 농업부문 주요 쟁점
 
 농업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영역이다. 한 나라의 농업의 발전은 국민경제의 기

타 부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사회 안정 및 국가안정에까지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그래서 FTA가 양국의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경쟁이 자국의 농
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할 때는 양국의 농업일체화에 아직 
많은 지장이 존재하고 있다.
 
1.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마찰
 
 무역 마찰은 국제무역 중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

서 무역 평형에 발생하는 것인데, 보통 한 국가가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다른 국
가가 적자를 내거나 한 국가의 무역 활동이 다른 국가의 산업을 건드리고 그 산
업에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1992년 한·중 수교부터 한·중 무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역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마찰도 비번하게 발생한
다.
 첫째, 한국의 중국의 농산물에 대한 제한조치는 무역마찰의 주요 원인이었다.
 한·중 농산물에 대한 제한조치로 인한 무역마찰은 1999년 마늘과 2005년의 

김치 분쟁에 나타났다. 한국에서 마늘 시장의 규모가 1조원(한원)이고 식량 다음
으로 중요한 농산물이다.1996년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9497톤 마늘을 수입했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마늘의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였다.1999년에는 1996년에 비
해 3배 증가하여 37,252톤에 도달하였다. 이것 때문에 한국농업협회는 한국무역
위원회에게 산업손해구제를 요청했고, 그해 11월 18일에 무역위원회는 2000년 
6월 4일까지 200일 동안 중국 마늘제품에 30%~3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
정했다. 그리고 2000년 5월 26일, 한국 정부가 WTO에 긴급수입제한을 통보했
으며, 6월 1일 중국의 마늘과 마늘 제품에 대해 3년의 긴급부가관세를 적용한 
것을 공포했다.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의 조치를 변형된 보호무역정책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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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000년 6월 7일부터 한국 휴대폰의 수입을 결정했다. 이런 무역 분쟁이 한
국경제에 큰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중국으로부터 30%~50%의 저관세로 30,000톤 마늘을 수입하
고 수입제한시간도 2002년까지로 단축했다. 중국정부도 즉시 한국 휴대폰에 대
한 수입 금지를 취소하여 ”마늘전쟁”이 일단 낮아졌지만 분쟁은 이것만은 아니었
다.
 2002년 이후 중국의 일부분 도시에서 한·중 합작김치공장이 계속해서 설립되

었다. 중국산 김치가 한국시장으로 조금씩 나왔다. 2005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김치 100,000통을 수입하였으며, 한국국내 김치시장의 중국김치점유율은 30%였
다. 그러나 2005년 10월 21일에 한국식품청이 9품목의 중국산 김치 중에서 회
충 등 기생 벌레알을 발견하고 중국산 김치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에 대해 중국 정부도 한국산 김치에서 기생 벌레알이 발견되었다
고 발표하고 한국으로 부터 김치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둘째, 한국의 빈번한 반덤핑도 다른 주요 원인이다.
 한국이 1962년에 최초로 반덤핑을 실시해서 전통적인 반덤핑 실시국가가 되었

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 한국은 중국을 “비시장 경제국가”로 보고 중국 

상품에 대해 불공정한 판정을 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중국을 “시장 대표국”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경제지위 기준을 제정하
지 않았으며 투명도 또한 결핍되어 있었다. 그런 기업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여부
는 주로 한국조사관리자의 주관적 요소에 달려있다. 일부분 제품에 대해서는 제3
국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기준하였다. 이것은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소송이 자주 승리하여 격려 효과가 발생하게 만든 것이다. 1997년~2004년 한국
이 25개 국가 및 지역의 수출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 81건을 하였으며 17개 국
가에 대해 46건의 반덤핑조치를 실시했다. 그 중에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한 반
덤핑조사와 반덤핑조치의 수량이 각각 16건과 10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 
수치는 같은 시기 한국에서 발생한 반덤핑조사 총량의 19.75%,덤핑조치 총량의 
21.74%를 차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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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분포를 볼 때 한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사건이 주로 석유 화학업에 집
중되어 있고 전부 반덤핑사건의 43%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중국에 대
한 반덤핑사건 2건 중에서 1건은 석유화학산업에 관련한 것이다. 이외에 일반 
소비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이고 광산물은 14%, 전기전자 및 종이류제품이 
각각 차지하였다.
 

2. 한국입장의 쟁점
  
 첫째,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면 한국농산물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관세철폐가 농산물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관세철폐 후 곡물과 채소과일 외에 한국의 대부분 농산물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지만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확대 효과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가공 많은 수출품은 가공식품이고 수출액이 181백만 달러였다. 
중국은 목축제품과 기타 농산물, 탕류, 임산물의 생산량이 감소될 것이다. 곡물, 
채소과일, 수산품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지만 중국 농산물의 수출 확대효과가 
많이 보인다. 곡물의 수출액이 7,972백만 달러가 될 것이고 다른 농산물의 수출
액이 1,916백만 달러 증가할 것이다.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1442백만 달러 증가
될 것이다. 전체적인 관세철폐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량을 2.2억 달러로 증
가시킬 것이고 중국의 수출량도 116.98억 달러가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 농산물이 절대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고 한중 FTA가 중국농업의 발
전을 크게 추진할 것이긴 하지만 한국 농업에 대한 영향을 아주 적다는 것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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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증가율(%) 한중무역증가액(백만 달러)
한국 중국 한국 대 중

국 수출
중국 대 한

국 수출
곡물 -12.04 6.26 10 7927

목축제품 10.06 -0.22 8 29
채소과실류 -0.01 0.39 1 288
기타농산물 7.6 -0.51 1 1916
가공식품 29.07 0 181 1442

당류 19.79 -3.46 10 0
임산물 0.53 -1.18 0 1
수산물 1.46 0.56 9 95

<표3-18>완전관세철폐가 한·중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2012，http://www.kita.org/
  
 최근 몇년 사이에 농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지만 여전

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은 한국 350만 농업인구의 기분생존문제 해결
에 중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한국 농업과 농산물 무역 정책에는 국내 농업생산자
를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오랫동안 국외제품이 자국의 쌀 등 중요한 농산물 시
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피하고 자국 농민의 수입을 안정시키는 것을 한국 농업
정책의 기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이런 영향은 사회생활 족으로 계속 확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업에 대

한 충격으로 인해 한국 대량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파산직전에 처하게 될 것이
고, 그 결과 잉여 노동력과 실업률의 상승, 부당취직의 증대 등도 발생하여 사회
가 불안정하게 될 뿐만 아리나 정치위기도 쉽게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의 식량안전문제에 대한 염려이다. 식량 안전이란 주요하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주요 식량에 대한 자급”실시를 말한다. 쌀은 한국의 주요 식량이고 
한국 식량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개방 중에
서 가장 민감한 품목이다. 한국이 농업시장을 개방하는 데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수입쌀에 대한 과도적인 의뢰가 국가 식량안전에까지 위험이 미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아주 낮지만 쌀은 완전히 자급할 수 있다. 향후 
몇 년간 한국이 쌀 자급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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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있으면 한·중 FTA가 정식으로 발효될 것이나, 한국은 쌀시장 개방은 절대 
있을 수 없음과 동시에 200여 가지 농산물 및 어패류생산품은 시장개방 협상 예
외품목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한중 무역 자유화
문제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중국입장의 쟁점
 
 첫째, 중국은 육류, 채소, 과일, 수산품 등 자원이 풍부하고 충분한 수출 공급 

능력과 수출증가 잠재력이 있지만 환경오염과 농약, 비료와 같은 화학물에 의한 
오염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의 완화, 
농수산물 수입확대 및 검사 검역기준의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한국의 보호무역정책은 너무 강하다. 한국은 국내의 농업과 농산물시장

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보호무역장벽을 설치한다. 높은 관세는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한국의 관세 최고점은 중국이 비교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표3-19>에 의하면 2010년, 곡물의 
평균관세는 179.7%이고 최고 관세는 800%이다. 과일채소의 평균관세는 64.3%
이고 최고관세는 887%이다. 커피, 차의 평균관세율은 74.1%이지고 최고관세는 
514%이다.2008년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31.7%이지만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은 
52.2%이다. 그중에 농산물의 최고 관세율은 887%이다. 같은 시기에 중국의 평
균관세율은 13.21%이고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은 17.1%이며 한국의 관세율에 비
해 많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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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한국
평균관세 면세산품 최고관세 평균관세 면세산품 최고관세

동물성생산품 14.8 9.4 25 27.3 0.4 89
낙농품 12.2 0 20 68.9 0 176

과실,채소,식품 15 4.8 30 64.3 0 887
커피,차 14.9 0 32 74.1 0 514
곡물 23.7 2.6 65 179.7 0 800
유지 11.6 6.2 30 46.9 1.3 803

당류,설탕과자 27.4 0 50 32.2 0 243
음료,담배 24.1 2.5 65 42.5 0 270

면화 22 0 40 2 0 2
기타농산물 11.9 10.2 38 20.8 9.4 754

어패류 11 6.7 23 15 0 32

<표3-19> 2010년 한·중 양국 농산물관세비교
                                                             (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2012，http://www.ki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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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중 FTA 체결이 양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제1절 한·중 FTA가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중국에 농산물의 관세를 인하하고 관세철폐가 
되면 한국 농산물에게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관세의 철폐는 한국 내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전체 폭락정도가 크다. 특히 유채 씨, 설탕 류 산
품과 수산물에게 영향이 크다. 비교적 다른 곡물산품, 야채, 과일, 동물 등을 영
향이 적고, 쌀, 밀, 보리 등은 영향이 더욱 적다. 그 외에는 한국의 농산물의 관
세 철폐는 중국 등 나라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국 농산품 관세 철폐는 중국 농산
물 시장 가격과 산품 수출 가격의 인상을 가져온다. 이 때문에 농산물 생산이 증
가하게 된다. 그 동시에 중국 농산물의 수입 가격이 감소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산품 관세의 철폐는 중국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한국보다 많이 
적다.17)

 쌀은 한·중 양국 간 중요한 품목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대량 구입(1990∼1997년 평균 구입
량은 총생산량의 26%였다). 이 방법으로 쌀의 가격을 조절하고 농민의 수입을 
보증하였다. 하지만 1995년 종합지지량을 감소하는 등낙을 한 후에 2000년 정
부의 구입량이 17%까지 하락하였다. 그런데 쌀의 수입은 여전히 정부가 조절하
고 있고 수입쌀과 국내 시장과 분리시킨다. 그래서 만약 쌀 시장 개방을 하게 되
면 한국 여러 방면에 비교적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쌀을 예로 들어 일반균
형과 국부균형을 결합하면서 다른 모형에 한·중 FTA가 양국, 특히 한국에 쌀 그
리고 상관 상품 혹은 산업의 산출, 수요, 수출입액, 국내시장 가격 및 노동력 투
입의 영향 등 상황에 대한 깊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쌀의 관세 철폐와 함

17)  어명근, 한·중 FTA 추진과 농업분의 예상쟁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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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한국 국내 쌀의 수요량이 2.44% 증가하였으나, 쌀의 공급은 오히려 0.0634% 
감소하였다. 수요와 공급의 변동을 절대 수치로 환산하면 수출입 변동량은 
16.56만 톤, 총 수출입 변동액은 11.086만 달러다. 아울러 쌀의 종식 면적은 
28.61만 헥타르 감소하고 실업자 수는 2.36만 명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 
쌀의 정부 수요량이 0.8% 증가하고 개인 수요량은 0.8% 증가하였다. 그리고 생
산량은 0.7% 감소하였다. 아울러 쌀의 국내 수입은 20.3% 증가하였고 수출은 
5.3%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국내 쌀의 시장 가격은 0.6% 내리고 쌀 생산
에 종사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는 모두 0.89% 감소하였다. 그래서 어떤 
모형을 채용하든 한국 쌀 시장의 개방은 한국 쌀 생산과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
게 된다. 특히 수입 폭이 커서 한국은 쌀의 수입 시장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쌀 수입 관세 철폐는 중국국내의 쌀 생산량이 증가로 이
어진다. 그런데 중국의 쌀 수요량이 오히려 하강 추세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 정
부의 수요는 0.0036% 감소하게 되고 개인의 수요량은 0.0003% 감소하게 되었
다. 동시에 중국 쌀의 국내 시장가격과 수출입의 가격이 모두 비교적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18)

   
1. 무역장벽(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한국의 보수적인 무역태도가 양국 무역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6년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중국 제조업 산품의 수입 관세 평균이 6.7%, 중국은 한국 
제조상품의 수입 관세 평균은 9.0%로,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농산품 분야에
서 양국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한국의 수입 관세율은 43.5%이고 중국의 수입 
관세율은 14.5%이다.19) 이것은 한국은 중국보다 높은 관세장벽을 설치해서 자
국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 행동은 당연히 중국 정부에 강력한 불만을 야기
시켰다.
18) 양경융, 한·중 FTA 추진이 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전북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34.
19) 쟁지완, '한중FTA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2007,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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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국은 <2002년 HS 출입구 통관편람>을 사용해서 수입 농수산품의 제한
을 강화시켰고, 질량 안정검사, 검역요구, 원산지 증명과 성분 함유량 제시 등 여
러 방면에서 제한을 강화시켰다. 이는 중국 농산물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
에 강화될 것으로, 중국 농산물은 자주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납을 함유한 게, 중금속을 함유한 고춧가루 등이다. 이런 사건들은 한국 국
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중국 농산물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생겨난 비관세장벽은 한·중 무역자유화의 주된 장애로 되고 있으며, FTA를 가로
막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2. 덤핑과 반덤핑의 증가
  
 중국 제조 상품은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세계에서 
반덤핑 조사를 제일 많이 당하는 나라다. 이것은 한중 양국 농산물무역 중에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지리적인 특성으로 중국 농산물
의 가격은 아주 저렴하다. 그래서 중국 상품은 한국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
지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내 농민의 정치 압력에 시달리고, 항상 중국 농
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를 들면, 1998년 중국에서 수입한 마
늘은 총 14.9 톤이고, 1999년 수입량은 갑자기 93%까지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
서 한국의 농민협회는 한국정부에게 중국에서 수입된 마늘에 반덤핑 조사를 요
구하였다. 그래서 한국정부 2000년 6월 1일에서부터 중국 마늘에게 급히 315% 
높은 관세를 징수하였는데 원래 관세는 30%였다. 지금 한국이 수입 마늘에 징수
한 관세는 360%를 증가한다. 이것은 이미 한·중 무역의 정상적 발전에 방해가 
되고 한·중 FTA에 장애가 된다.20)

20) 馬登科 雷興長,<한·중 무역 발전 불균형의 특점 분석> 蘭州商學經濟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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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 농업에 대한 영향

1. 한국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
1) 한국 재식농업의 발전
 한국은 지리적 조건과 높은 인건비로 인해 농산물의 원가가 비교적 높다. 한·중 
FTA 체결 후 한국은 중국에서 싼 농산품을 수입할 수 있어서 한국 소비자들의 
사회복지를 높일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한·중 
FTA의 체결은 발휘하여 한국 재식농업을 농산물 가공 산업으로 인도할 수 있
다.
2) 한국 국내 산업의 개선과 농업의 국제 경쟁력의 제고
 한·중 FTA의 체결은 한국 농업에게 적지 않는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
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농업의 구조 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중국 농
산물 수입의 증가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수입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채질 개신의 기회로 상이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으로 인해 종
내에는 국내 시장을 개방해야만 할 것이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
며, 한·중 FTA가 그 기회가 될 것이다.

3) 한국 농산물의 국제 시장점유율 확대
 한·중 FTA 체결은 한국이 국제 시장의 분업 체계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기회
이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신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모든 나라는 자국의 경쟁력을 
파악하게 되며 강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국가 간에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기 때문
에 국제무역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한·중 양국 농산물 무역의 상
호보완성이 높아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양국의 장점 보완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한국이 집중적으로 농업부문의 장점을 발전시키며 중국 및 세계에 농산물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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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농업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한국 농업 노동생산률은 제조업의 1/2뿐이다. 보다 낮은 노동생산률과 보다 작
은 생산규모는 한국 식품 자급률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한다. 각종 보호무역제도
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농업부문은 이미 
초고령 화의 단계에 진입했다. 이처럼 농촌 고령화 현황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다. 2015년 총 농업인구 중에서 60세 이상은 약70% 정도를 차지하는 것
을 추산할 수 있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 농업의 산업화 단계를 
높일 수 있고, 산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 국제시장으로의 진입은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2. 한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
 1) 농업에 대한 충격
 한국은 농업자원이 부족하여 경작지 면적은 총 국토 면적의 18.4%밖에 안 되
며 매 인당 경작지 면적으로 계산하면 0.08헥타르로 세계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다. 도시화와 공업화의 신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한국의 농업 종사자수는 급속
히 줄어들어 전체 인구의 8.8%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수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업자인수의 40%는 60세 
이상이며,농업(농업·임업·목축업·어업) GDP는 1970년의20.7%에서 2004년 4.0%
로 급감하였다. 쌀 이외 기타 농산품에 대한 자급률도 비교적 낮다. 품질이 낮은 
수입농산물의 대량 공세로 국내 소비자 식탁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국정부는 1970년대부터 농업부문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직불제 
등의 보조금 지원 및 고리의 대부금으로 고통 받는 농민의 구제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업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ASEAN, EFTA, EU 및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왔
다. 한국정부는 다수의 협정 내 농산품 협상에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자유
화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민감   품목군, 초민감 품목군 및 관세철폐 예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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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정하여 농산품 시장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농산품 수입 검
사 및 검역 표준을 강화하고 농산품 인증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한·중 농업 
무역 거래 이래,한국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농산물 수입국이었으며, 마늘, 양파 등 
몇몇 농산품 품목의 수입은 한국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일부 한
국학자들은 만일 한중 농업 무역에서 관세 없이 수출입을 이행한다면, 한국 농업 
생산은 11.60% -12.0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식량의 안전문제
 세계적인 식량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각 국마다 본국의 식량안전문제에 대
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 국가의 식량안보를 고려하면, 물론 자국 내에서 식
량 자급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도산업화 사회에서 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자급률이 95% 이상에 달하면 주요 식량자급국이라 판단하지
만, 현실적으로 식량을 자급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2008년 한국의 농업식품 
부분에서 곡물 자급률이 26.2%이었다. 전문가의 예측대로 한·중 FTA가 체결된 
후 한국의 곡물 생산율이 43.03% 감소된다면 한국의 곡물부분 자급률이 14%이
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식량위기 도래시 식량안보 대처에 어
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즉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도래하여 식량가격이 폭등할 
때 한국의 식량안전문제는 가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21)

3) 정치적 압력
 한국에는 농민이익집단의 정치적 주장이 비교적 강하여, 정부는 이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쉽게 농업분야 이익을 침해하는 협상에 임할 수 없다. 한국의 일인당 
GDP는 중국에 비해 훨씬 높으며22), 농산품원가도 따라서 높을 수밖에 없다. 따
라서 한·중 FTA가 체결 되면, 한국농민들은 가격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비록 
전문가들의 연구 분석 결과, 한·중 FTA 체결이 양국의 경제에 모두 긍정적인 영
21) 현준, ‘동(북)아시아 FTA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p.263-296.
22) 한국 2011년 일인당 GDP는 약 2만 3천불, 중국의 경우 약 4천 700불 (물론 환율변수가 있어서 아직은 

미지수임), 그래도 기록상으로는 한국이 중국 보다 약 5배 정도는 잘산다는 이야기이다.



- 51 -

향을 준다고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한국 농업에 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
며, 이는 정부 정책과 농민의 이익과 충돌이라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말 것이다.

제3절 중국 농업에 대한 영향
  

1. 중국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
  
 한·중 양국의 발전수준 및 생산요소를 보면 한·중 농산물자유무역은 중국에 더 
유리하지만, 공업영역의 무역자유화는 한국에 더 유리하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의 FTA 협상과정에서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추진할 수 없다면 FTA는 중국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1) 농산물 자유무역 확대
 2006년에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1,343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이 금액은 1992
년에 한·중 양국 외교관계가 시작될 때의 26배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27.1%이
다.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무역파트너이고 제일 큰 수출시장이자 두 번째로 큰 
수입시장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동안 중국이 비교우
위를 가지고 있는 곡물과 수산물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양의 증가는 미진하다. 
1993년에서 2006년까지의 증가율은 10.6%인데, 한·중 무역의 다른 영역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느린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농산물수출량이 급속도로 발전
하지 못한 원인은 한국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와 높은 비관세장벽 때문
이다.
 중국은 한국보다 농업자원이 풍부한 국가다. 농산물 품목이 많으면서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생산원가 또한 낮고, 농산물의 생산량은 높은 점이 그러하다. 
특히 노동집약형 농산물이 높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농업인구가 많
은 나라로서, 농업은 중국 발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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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농촌인구는 농업이외에 다른 일로도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농민의 수
입 중에서 농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2004년
에는 전체 수입 중 농업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8%밖에 되지 않았다. 농업 수
입 중 농산물 수출을 통해 얻는 수입은 농업수입 중 1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의 확대와 농업경제발전의 촉진을 통해 농민수입을 증가시
키려는 것이 한·중 FTA체결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중요한 목표이자 원칙이다.

2) 한국 시장에서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은 주로 곡물, 수산물, 채소, 목화 및 유지류 등
이다. 특히 곡물, 수산물, 채소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크고, 가격 면에서 높은 경
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사과 생산원가는 중국의 생산원가의 
10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 농산물에 대해 관세 징수 및 비관세장벽과 
같은 고도의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농산물은 한국시장
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또한, 2007년에 한·미 FTA의 체결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농산물 무역은 증가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에 따라 중국의 농산물 수출량이 감소될 수 있다.

3) 협상을 통한 무역 분쟁 축소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농산물 무역 중에 ‘마늘분쟁’ 및 ‘김치무역마찰’ 등의 여
러 분쟁을 겪었다. 한·중 농산물무역 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
요한 원인은 한국의 자국 농산물 보호정책이다. 양국의 협상을 통해 한·중 농산
물자유무역이 원활해지면 무역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23)

23) 오도, 중·한 FTA 협정이 중국의 농산물수출에 미치는 영향, 배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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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 
 중국 농업은 한국 농업보다 비교적 큰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한·중 FTA의 체
결은 중국에게 더 유리하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중국 농산품이 한국 시장의 의
존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 농산품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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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중 FTA에 따른 양국 농업의 대응방안 

 농업은 한·중 양국의 근간 산업이다. 특히 한국에게 농업은 가장 예민한 생산 
부문이다. 농산품 수입에 대한 충격을 최대한 피하고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
해서 한국은 계속해서 노력해왔다. 농산물 대외 무역 정책 중에서 비교적 강한 
무역장벽을 세운 것과 가격과 생산 두 가지 면에서 농업 생산에 대해서 크게 
지원하였다. 하지만 농산물 국제무역자유화의 발전에 따라, 특히 우루과이 회담 
후에 한국의 농산물 무역장벽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 FTA의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농산물 개방이 이루어지
고 있지만 한국 농민은 농업 개방에 대한 반발이 매우 심하다. 그리고 중국과 
FTA의 체결에 대한초기 연구가 이루어졌을 때 중국 농산물이 대량 유입을 우
려한 일부 전문가들은 한·중 FTA의 체결을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
이 FTA를 체결한 때 농업 부문이 정예한 대립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므로 농산물 무역의 시각으로 한·중 FTA는 실행 가능성과 FTA는 한·중 양국, 
특히 한국 농산물 무역 미래에 발전 추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1절 한·중 농산물 무역의 미래 발전 추세
 
 한·중 양국 농산물 무역의 현황과 발전 추세로 보면 양국 농산물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에게 중요한 농산물 수출국이며, 또한 중국은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이다. 중국은 한국으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야채 및 야채 과
일 가공품, 옥수수 및 곡물 가공품 수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은 중국
으로 주로 수산물, 그리고 기타 식품 등 다른 종류의 농산물 및 곡물 가공품과 
과일 등을 수출한다. 양국이 수출 주요 농산물의 종류를 분석해보면 농산물은 전
체적으로 보완성이 있다. 일정 부분 중복된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면 수산물, 
곡물 가공품 등, 같은 종류의 농산물이라도 차별화되어 있다.
 한·중 농산물에 대한 추산에 의하면 양국은 농산물의 큰 부류 면에서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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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있다. 중국 수산물의 수출 비교 우위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원예 산품은 비교적으로 강한 우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가하면 다른 농산물은 정반대의 양
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양식과 식용유 제품의 수출은 이미 수출 비교 우위
를 잃었다. 한국은 비록 수출 비교우위에서 부족한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시비
교우위지수는 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농산물 무역상 상호 
보완적인데, 예를 들면 중국은 한국으로 옥수수, 야채 등을 수출하며 한국은 중
국으로 설탕 및 설탕 제품 등 기타 항목의 농산물을 수출한다. 만약 양국이 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양국은 동시에 수출과 수입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국은 수입에 의존하고 중국은 수출에 집중한다. 요컨대 한·중 양국은 비교 우세
를 갖추고 있는 상품이 다르지만 양국의 농산물 무역은 산업 간의 무역과 산업 
내의 무역 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양국의 농산물 무역은 공동 협력의 소지가 
있다. 즉, 한·중 양국이 농산물 무역 면에서 갈수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은 농산물 무역 면에서 한국에게 의존도가 더 높으며, 그 수지가 상
승하고 있다. 이것은 두 나라 사이에 농산품 무역이 협력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중 양국은 상대방국에 수출한 농산물 이 같은 시기에 두 나라가 국제 
시장에 수입 분량보다 높으며, 이것은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리
고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한 농산물 무역 물량은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농산물 
물량보다 많기 때문에 농산물 무역 면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에게 더 중요하다. 
그 중에서 야채, 기타 동물 산품 등 몇 가지 종류에 잠재적 보완성을 가지고 있
다. 농산물의 무역 연계성이 아직 밀접하지 않는데, 여전히 양국 농산물 무역의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이다.
   
제2절 한국의 농산물 무역 대응방안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은 최근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
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일뿐만 아니라 지리



- 56 -

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한·중 경제협력은 양국
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되는 시대
에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상대국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
에 대비하는 것뿐이다. 양국은 경쟁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상호이익 
전략을 통하여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리한 요소들은 최소
화하여 공동으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농업은 생산에 적
합한 기후와 자연조건, 높은 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능력, 정부의 농업투자 의지, 
우수한 농업인력 등이 강점인 반면, 협소한 경지면적과 영세농 구조, 고비용 체
제는 커다란 약점이다. 기회요인으로는 내수시장의 성장과 일본 등으로의 수출확
대, 그리고 위협요인으로는 중국 농산물과의 경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
은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중국내에서 시장개척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국 국내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중국의 틈새시장을 이용하면 
대 중국 수출확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중국 농산물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농산물 생산은 전반적인 수급 균

형이 이루어졌지만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은 아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어 외국
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고소득층이 
형성되었다. 중국 13억 인구 가운데서 5%에 가까운 고소득층은 가격보다 질을 
추구하고 있어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진출이 유리해 지고 있다. 그 밖에 생활수
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식생활에 변화가 일어나 곡물 소비가 줄어들고 특히 과일
주스 소비량이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채소 가운데서도 신선 채소류의 소비가 증
가되고 있다. 동시에 시간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라 편의성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한·중 농산물 무역의 산업 내 무역 가능성이 증가 하고 있으
며, 한국의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산업 내 무역을 촉진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대 
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주로 중국의 대도시 
부유층과 증산층을 겨냥한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과 중국은 지
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을 증진시켜 농업부문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은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
국의 여러 가지 변화를 활용하여 틈새시장을 발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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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치에 대한 분석과 수출전략을 통하여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24) 

1.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의 발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찾아야 하는데 그

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농산물 시장 조사를 통해 중국의 식품소비 특성을 파악하
여야 한다.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은 농산물의 수요에서 가격보다 품질과 맛을 중
요시하는 중국의 부유층과 중산층을 타겟으로 정해야 하고 대부분의 부유층과 
중산층이 살고 있는 대도시를 전략적으로 홍보와 판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채널을 통한 TV광고를 활용하면 중국 전역에서 큰 홍보효과는 얻을 수 있
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대도시의 판매에
서 대형마트의 진입을 통한 판매경로의 확보를 중요시하여야 한다. 이런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유망품목은 고품질을 전제
로 하여야 하며 동시에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한국 원산지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식품안전검사의 협력체계 구축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국토로 인해 

지역 및 성별로 농업적 성격이 다양하므로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을 증진시켜 
농업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무역자유화가 이어지면서 한국은 저
렴한 농산물의 대 중국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안전성은 한·중 두 
나라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농산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며 중국입장에서는 농산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출
에 걸림돌이 되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식품안전
검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동식물 검역 및 식품검사 제도를 
24)풍언걸, 한·중 농산물 무역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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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의 하나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
다. 식품안전검사협력의 하나로 한국은 중국에 식품안전 센터를 직접 설립하여 
중국 내에서 검사하고 인증하여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며 중국 정보와 협력을 강
화하여 무역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3.농외소득 증대
  
 한·중 FTA의 수립에 대한 민감한 문제는 농산물 통상 문제다. 농산물 무역 문

제가 민감하게 된 이유는 한국 농업 경쟁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 자유
무역은 농업에 엄청난 충격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한국 농민들의 이익과 소득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 농민들은 FTA에 반대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
다. 농민들의 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중 FTA체결이 제대로 시행하기 위
한 결정적인 요인이다. 악영향은 최선을 다해서 축소해야 한다. 농민들의 소득은 
보통 두 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농업 소득과 농외소득이다. 현재 한국 농민
들은 농가소득 위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농민의 농외소
득이 낮은 편이 다.현재 한국 농민들의 농업 외 소득이 전체 농민 총 소득의 1/3
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농민들의 농업 외 소득은 농민의 총소득의 절반을 넘는
다. 한국 농민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업 소득이 쌀 소득이기 때문에 한국 농민
들은 FTA 체결 과정에서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발해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다. 
정부가 자국 농업에 재정 보조금과 농업 생존 정책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있다. 
이런 정책이 존재한 한국 농민들이 산업 구조조정의 절박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지원 아래에서 산업 구조조정 없이도 자신의 경쟁력 유지하고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농민에게 단기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런 조
치는 당분간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지만 이런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발전과 농업 산업 구조 조정을 저해한다. 따라서 정부는 무분별한 보조금
보다는 농민의 의식 개선 및 농업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방안
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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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의 농산물 무역  대응방안

 비록 중국 농업 자원이 풍부하고 노동 비용이 낮기 때문에 한국 농산물 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강점은 뚜렷하지 않다. 2007년과 
2008년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중국은 적자 행진은 바로 이 문제를 드러낸다. 
한·중 FTA를 체결 한 뒤에 새로운 국면을 대응하기 위해 중국 농업과 농산물의 
경쟁을 유지하고 한층 높이려고 하면 중국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할 때 중국은 
아래와 같은 조지를 실행해야 한다.

 1.기술 장벽
 
 WTO의 노력으로 다변화 라운드 협상은 이미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는 농산물을 포함한 여러 제품 관세율이 많이 낮추었으나 전통적 보호무역은 
줄어드는 동시에 각종 음성적 무역보호 정책의 사용이 빈번해졌다. 음성적 무
역보호 조치의 사용은 농산물 국제 무역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데, 수입 농
산물의 품질기준을 자국의 건강 안전을 보호하고 자국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
는 형태의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유형을 
도입 수입에 대단히 엄격힌 까다로운 기준을 사용해서 수입 농산물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한다. 반면 중국 농산물은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표준화 수준이 높
지 않다. 지금 이용하는 표준이 국제 통행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열성 보
호무역 조치에 빈번하게 피해를 받았다. 그러므로 한·중 FTA 체결은 농산물 
자체의 질과 품질을 키우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각종 열성 무역 장
벽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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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산물 안전성 
  
 중국 농산물 기업들은 반드시 품질과 식품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
다, 고객과 사회에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효과적인 건전한 식품 품질 관리 체계
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국제화 식품 안전 기준과 높은 식품 안전 시
스템을 만들어서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로 문제점을 발견할 때마다 바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업 과학 기술의 투자를 늘리고 생태 농업
을 확대한다. 농산물 안전을 지키려면 원천에서 엄격히 검역하고 원시적인 농업
을 종식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생산과 가 공 방법을 추진한 생태에서 농
업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직원들의 복지에 초점을 두고 교육시킨다면, 직원들은 생
산과 품질 테스트와 통제의 각 고리에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하도록 해야 된다. 
직원들의 불만과 허술한 상태에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농업 표준화 생산을 보급하고 점차 국가 표준을 향상시키고 국제 기구과  
연결해야 한다. 자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문제된 제품을 수출
하지 않으며,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업체를 현대화하여 제품 생산과 검증 기준 
체계를 만든다면 안정성이 확보되어 중국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될 것이다.

3. 중국과 한국 간 농업 협력과 교류 강화
 
 한·중 양국 간의 지난 마늘분쟁과 김치갈등 양국의 무역이 발전할수록 국가 간

의 무역마찰과 분쟁이 더욱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게다가 그 관련된 영역, 제품
의 종류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국제규칙에 의해 
국외 투자가를 위해서 더 넓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창조해서 더욱 
많은 국외자금, 선진적 기술과 관리 경험을 유도하고 있다. 즉 중국은 세계 경제
에서의 그 역할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양국의 역할되는 입
장이 변하고 있다. 새로운 정세의 발전과 변화를 더 많이 직면 할 것이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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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모든 기업들은 더욱 국제경제와 무역에 발생한 각종의 새로운 문제와 변
화에 관심을 가져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산물 분야에서도 강점을 융합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
된다.



- 62 -

제6장  결론

  
 한국과 중국이 2015년 6월 1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

라 한·중 수교 23년 만에 두 나라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두 나라는 
한국의 국회비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를 목표
로 하고 있다. 올해를 FTA 발효 1년 차로 만들어야 관세철폐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맞춰 한중 정상은 친서를 교환했다. 상호 친서를 동
시에 교환하고 주요 내용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 한·중 FTA가 처음이다. 이는 
두 나라 정상이 한·중 FTA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확고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편가하고 있지 않다. 농업 문제가 초민감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한·중 FTA
의 조속한 비준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양국의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본문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 농업 분야는 한·중 FTA가 성립한 후에 단기적
으로는 한국 농업에게 충격을 미치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국은 농업 산업 
구조를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정책적인 자원을 기분으로 자국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농산물, 의류 등 식품과 생활용품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에 타결된 FTA에 따라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해서 한국시장으로 중국 수출량
이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신선한 농산물 또한 이런 시류에 맞추어서 당일 안에 
한국으로 운송하고 판매할 수 있다. FTA 체결 이전에는 비교적 낮은 생산원가
와 저렴한 운송비용 등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한 시장경쟁력이 있고, 양국의 
농업 발전 수준, 자연자원과 노동력 자원의 차이, 그리고 한국의 농업 보호 정책
으로 인해 농업 관련 무역이 불규형을 이루었다. 하지만 한·중 FTA 구속 하에서 
이런 문제들을 점점 사라질 수 있고 보다 더 자유로운 한·중 무역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화학제품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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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FTA 체결 후 관세가 크게 줄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고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한·중 FTA 체결 후 한국은 중국에서 싼 농
산물을 수입할 수 있어서 한국 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도 농업 부분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농산물 수입의 증가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수입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오산이라 미로인하여 파생되는 다양한 현황 
및 결과들은 우리가 미처 대처하기 전에 엄청난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이 국제 시장의 분업 체계 안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 체결은 양 국가에 말도 부문의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농업 부분에서는 다양한 기체와 위협에 노출이 되어서 
결과는 장당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FTA를 통한 시장 경제력 제고는 분명하나 
산업적이 측면이 아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자. 따
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FTA의 효과를 보다 사회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략
이 요구되며, 이 전략 수립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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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on 

Korea and China’s Agricultural Trade 

                                    

Luo Xing(罗杏/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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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trade relations between countries 

have become increasingly close. As members of the WTO are quite 

diverse, multilateral negotiations are not able to meet the interests of 

individual members ,which make it difficult to reach a consensus. 

Nowadays, more and more countries are in pursuit of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free trade area, namely FTA. 

There exist excellent conditions for China-Korea cooperation in terms 

of geographical position and resource complementarities. This thesis 

looks into China-Korea FTA, adopting the combination of literature 

research, empirical analysis and normative analysis. First of al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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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reviews the relevant theories, and then the feasibility of 

China-Korea FTA. The thesis focused on the potential impacts on 

Korea agriculture after the establishment of FTA and policy responses 

for both Chin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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